* 밑줄 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고, 필요하면 고치시오.
*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시오.

01. 동사의 유형, 동사의 시간표현, 문장의 구조

001. Without adequate trust, the cost of transactions rises / raises and there are even times
when mutually beneficial transactions cannot be realized.1)

(2009년 3월 – 32)

002. A bird that eats one of these butterflies remember the experience－and avoids repeating
it.2) (2009년 3월 – 33)
003. In return for your donation, we will mention about your store in our news release.3)

(2009

년 4월 – 20)

004. Intuitively, we seem convinced that the more choices we have, the better off we’ll
ultimately be.4) (2009년 4월 - 26)
005. Until that day I had / have never had a chance to take Liza by the arm.5)
006. The ship was rising / raising and falling among these roaring waves.6)

(2009년 4월 – 30)

(2009년 4월 – 43)

007. When Mr. Beezley approached to them, they continued to talk as if he weren’t even
there.7) (2009년 4월 - 48)
008. This information most likely to come from some environmental cues, including day length,
the sun’s position and the polarization of light that results from its angle in the sky, and
the earth’s magnetic field.8) (2009년 5월 - 22)
009. The Greeks of the Archaic and later periods wore complicated draped clothes tha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Greek art and are found duplicated in Greek architecture.9) (2009년 5월
- 23)

010. Even as we sit in our schoolroom, whether or not we get all the pure air we need to
rely upon people around us: the number of people who occupy the room, the care is
taken by others to keep the room free / freely of dust, and the health and cleanliness of
those who sit in the room with us.10)

(2009년 5월 - 27)

011. More than a third of our Aboriginal households live below the poverty line, and this
means that access to health care is more difficult.11) (2009년 5월 – 28)
012. Because of Heather’s positive attitude and strong spirit, which overcame what seemed
unbeatable physical odds to achieve her goal as a cross-country skier ― a goal she was

- 2 093. They may well believe that their views are right as strong / strongly as you believe yours
are .12)

(2014년 4월 - 34)

094. The research claims that if you own a German Shepherd, you’re most likely outgoing.13)
(2014년 7월 – 22)

095. Brian Boyle had to be brought back to life eight times after a dump truck slammed into his car
on his way to home from swim practice.14) (2014년 7월 – 29)
096. Even the best journalists can be tricked by lies into presenting misleading news.15)

(2014년 7

월 – 35)

097. Whatever the benefit to a virus of a longlived host, there is no guarantee that hosts

have mechanisms for increasing longevity that the virus could exploit.16)

(2014년 7월 - 39)

098. Kelman and Hovland found that the more credible the communicator was, the more influential
their talk had exerted on the listeners.17) (2014년 7월 – 40)
099. We hope you and your family are well / good . According to our records, you have not been
in for your regular checkup.18)

(2014년 10월 – 18)

100. The twoyearold child dances for her father when he comes home, before he takes her in
his arms.19) (2014년 10월 – 20)
101. Mary has “Marylike” characteristics that remain fair stable, just as Dave stays “Davelike”
under all circumstances.20) (2014년 10월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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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치, 강조, 생략, 삽입
001. If something is tough or can be readily repaired, this lessens the chance that / in that
it’ll end up in the landfill, and could easily save you money in the long run.21)

(2009년 3월

– 24)

002. Artists became fully conscious of their power and mastery, and so did / was the public.
22) (2009년 4월 – 28)

003. Water pumped by them can be stored in tanks and electricity was made when they run
can be stored in batteries.23) (2009년 7월 – 18)
004. No sooner had he finished than the Russian Cossacks burst in the door, shouting “Where
is Napoleon? We saw him come in.”24) (2009년 7월 – 48)
005. Many choices faced in life are motivated by economic concerns, and top among these
concerns is what job opportunity to seek or what kind of career to pursue.25) (2009년 10월
- 25)

006. Until then, little could be done to solve the problem.26)

(2009년 10월 – 27)

007. During a season the plants produce hundreds of blooms, starting in late summer and
continuing until being destroyed by frost.27) (2009년 10월 – 37)
008. It has been found that children in classrooms with extensive book collections use them
fifty percent more when comparing / compared with classrooms where there were almost
no books to be found.28)

(2009년 10월 - 38)

009. Uncle Jack gave a lengthy speech about how Mary was like a daughter to him and to
Aunt Barbara. And then, he handed her an envelope in which was tucked a fifty-dollar
bill.29) (2010년 3월 – 23)
010. The faster others’ hands are raised, the greater the desire, and the more likely we are
to be part of it.30) (2010년 3월 – 24)
011. Highly flexible, they can move skillfully in cramped spaces and turn on the spot when
necessary.31) (2010년 7월 - 36)
012. Among its symptoms is fever, loss of appetite and weight, and blisters on the tongue, lips,
other tissues of the mouth, and the feet.32) (2011년 3월 – 37)
013. As odd as it sounds, growers use ice to fight freezing!33)

(2011년 7월 – 25)

014. There’s a fine line here. Only you can decide when to cross it.34)

(2011년 10월 – 20)

- 4 015. If you move your hand two inches to emphasize a point when speaking / to speak to one
person, you may have to move it as much as two feet in front of a large audience.35)

(2011년

10월 – 22)

016. As ironic as it may sound, she now makes a living by using her knowledge of handwriting.
36) (2011년 10월 – 37)

017. By combining labor‑saving help and personal contribution, housewives can have the feeling of
achievement while cooking.37) (2011년 10월 – 45)
018. Samples of ice from near the surface of Lake Vostok, located under a glacier more than
3.2 km thick, contain microbes are thought to have come from inside the lake.38) (2012년 3
월 – 38)

019. Another girl mentioned that girls “were not supposed to speak unless speaking to.”39)

(2012년

7월 – 20)

020. Many people in the modern world think it is he who specializes who survives and thrives.40)
(2012년 7월 – 41)

021. Increasing the lightness of the ceiling did increase its perceived height.41)
022. Included / Including in our group was an 85‑year‑old lady.42)

(2012년 7월 – 50)

(2012년 10월 – 19)

023. No sooner had the play begun than she started to doze off, falling forward.43)

(2012년 10월 -

19)

024. Where there is a continuum, such as that between rich and poor, for some purposes, such
as deciding who should be eligible for tax relief, it is necessary to draw a line between
what is to count as rich and what as poor.44) (2013년 7월 – 40)
025. Only in the last few decades, in the primarily industrially developed economies, have food
become so plentiful and easy to obtain as to cause fatrelated health problems.45) (2013년 10월 –
27)

026. When faced with a bunch of watermelons, all promising delicious juiciness inside, how do
you know which one to pick?46) (2013년 10월 – 39)
027. The more aware you are of your weaknesses, the better prepared you will be.47)

(2014년 3

월 – 20)

028. Not only there is variation in preference across people, but there also is variation based on
how much has already been consumed.48) (2014년 7월 – 21)
029. Workers can use their “golden years” to do many of the things which / they had always
hoped to do, but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do because of their 40plushour workweeks.
49) (2014년 10월 – 19)

030 As striking as the Greeks’ freedom and individuality is their sense of curiosity about the

- 5 world.50)

(2014년 10월 - 35)

031. The poodle stood there for a moment, as if to size up the obstacle in front of him.51)
년 10월 - 37)

(2014

- 6 ※ 정답의 OK는 고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정한 맥락에서는 주어진 정답 이외의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어진 문장의 적합성을 위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홈페이지 질문방에 질문을 남
겨주세요.
1) 충분한 신뢰 없이는 상거래 비용이 상승하고, 심지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가 실현 불가능할 때도 있다.
[rises]
네모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자동사를 써야 한다.
2) 이 나비들 중 한 마리를 먹어본 새는 그 경험을 기억하여 되풀이하는 것을 피한다. [remembers]
주어가 A bird이므로 단수 동사를 써야 한다.
3) 귀하의 기부에 대한 답례로, 저희의 소식지 발행 시 귀 가게의 이름을 싣겠습니다. [mention]
mention은 타동사로 그 뒤에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가 온다.
4) 직관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선택권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가 궁극적으로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하다. [OK]
be(seem) convinced that ~: that절의 내용을 확신하다
5) 그날까지 나는 한번도 Liza와 팔짱을 낄 기회를 갖지 못했었다. [had]
기준 시점이 과거이므로 과거완료 표현이 적절하다.
6) 이러한 으르렁거리는 파도 사이로 그 배는 오르내리고 있었다. [rising]
네모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자동사 rise의 진행형을 써야 한다.
7) Mr. Beezley가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은 마치 심지어 그가 거기에 없는 것처럼 계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했다.
[approached them]
approach는 타동사로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쓴다.
8) 이러한 정보는 낮의 길이, 태양의 위치 그리고 하늘에서 태양이 위치한 각도에 의해 생기는 빛의 편광현상, 지구
의 자기장을 포함한 몇 가지 환경적 단서들에서 나오는 것 같다. [comes]
주어가 This information이므로 단수 동사가 필요하다. most likely는 부사구로 ‘아마도’의 의미이다.
9) Archaic 시대와 그 이후 시대의 그리스인들은 그리스 미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스 건축에서 복제 활용
되고 있는 복잡한 주름이 잡힌 의복을 입었다 [OK]
문맥상 complicated draped clothes가 과거에 미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오늘날에는 건축에서 그 양식이 활용되
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시제와 현재시제를 혼합해서 사용했다.
10) 심지어 우리가 교실에 앉아 있을 때조차도, 우리가 원하는 아주 깨끗한 공기를 얻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
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즉 방에 있는 사람의 숫자, 방을 먼지로부터 깨끗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베풀어준 배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방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건강과 청결 상태에 달려 있다. [relies /
the care that is taken / free]
· the pure air와 we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되었으며, 명사절 ‘whether ~ need’가 주어이므로 단
수 동사가 필요하다.
· who occupy the room이 그 앞의 the number of people을 수식하는 것처럼 the care도 그 뒤의 어구에 의해서
수식을 받아야 하므로 the care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을 서야 한다.
· keep의 목적격 보어로는 형용사가 적절하다.
11) 우리 원주민 가정의 삼분의 일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으며, 이것은 건강관리로의 접근이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OK]
분수의 경우 분수 표현 뒤의 명사의 수에 동사의 수를 일치시킨다. households가 복수이므로 복수 동사가 적절하
다.
12) 당신이 당신의 관점이 옳다고 믿는 만큼이나 강하게 그들이 자신의 관점이 옳다고 믿는 것은 당연하다.
[strongly]
are를 수식해야 하므로 부사가 적절하다.
13) 그 연구는 만약 여러분에게 독일산 셰퍼드가 있다면, 여러분은 활동적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주장한다. [OK]
형용사 outgoing은 you’re의 보어이며, most likely는 부사구로 ‘가장 ~할 것 같은, 아마’의 의미를 나타낸다.
14) Brian Boyle은 수영 연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덤프트럭이 그의 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후 죽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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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은 부사로 ‘집으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15) 최고의 기자들조차도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뉴스를 제시할 수도 있다. [OK]
misleading은 형용사로 ‘오도하는, 그릇된 인상을 주는’의 의미가 있다.
16) 수명이 긴 숙주가 바이러스에게 끼치는 이득이 무엇이든 간에, 바이러스가 이용하는 수명을 늘리는 방법들을
숙주가 가지고 있다는 보장이 없다. [OK]
long-lived는 형용사로 ‘수명이 긴, 오래 지속하는’의 의미가 있다.
17) Kelman과 Hovland는 화자의 신뢰성이 높을수록 그들이 하는 말의 영향력이 청자에게 더 크게 발휘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the more influence]
문맥상 had exerted의 목적어가 필요하므로 형용사가 아닌 명사를 써야 한다.
18) 저희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건강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기록에 따르면, 당신은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
습니다. [well]
are의 보어로 형용사가 필요하다. well은 형용사로 ‘건강한’의 의미가 있다.
19) 두 살짜리 아이는 아빠가 귀가해서 그녀를 품에 안아주기 전에 아빠를 위해 춤을 춘다. [OK]
two-year-old는 형용사로 명사 child를 수식한다. 형용사에는 –s를 붙이지 않는다.
20) Dave가 어떤 상황에서도 ‘Dave다운’ 상태를 유지하듯이, Mary는 상당히 지속적인 상태로 남아 있는 ‘Mary다운’
특성을 지닌다. [fairly]
remain의 보어로 형용사 stable이 쓰였으며,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 fairly가 필요하다.
21) 어떤 물건이 튼튼하거나 쉽게 고쳐질 수 있다면, 이는 그 물건이 쓰레기 매립지에 폐기될 가능성을 줄이고, 비
록 처음엔 그 물건이 더 비쌀지라도 결국 당신으로 하여금 쉽게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게 해준다. [that]
that은 동격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며 the chance와 동격을 이룬다.
22)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힘과 뛰어난 솜씨를 완전히 인식하게 되었으며 대중들 또한 그러했다. [did]
앞의 일반 동사 became을 받는 대동사가 필요하므로 조동사 do의 과거형이 적절하다.
23) 이것들에 의해 끌어 올려진 물은 탱크에 저장될 수 있고, 이것들이 회전할 때 만들어진 전기는 배터리에 저장
될 수 있다. [made]
electricity가 주어이고 동사는 can be이다. electricity를 수식하는 어구가 필요하므로 과거분사만을 써야 한다.
24) 모피상이 모피를 덮자마자 러시아 기병들이 문으로 갑자기 들어왔고 “나폴레옹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그가
들어오는 것을 봤다.”라고 소리쳤다. [OK]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정어구가 문두에 놓이면 ‘조동사+동사+주어’의 어순이 된다.
25) 삶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선택들이 경제적 관심사들에 의해 그 동기가 부여되는데, 이 관심사들 중 으뜸은 어떤
취업 기회를 찾느냐 혹은 어떤 종류의 직업을 추구하느냐이다. [OK]
· top among these concerns가 부사구이며, what절이 주어다. what절이 주어로 쓰일 때 단수 취급이 원칙이며, A
or B의 구조에서는 B에 동사의 수를 일치시킨다.
26) 그때까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OK]
부정대명사 little이 문장의 주어로 쓰였으며, could는 현재의 ‘추측’을 나타낸다.
27) 늦여름에 시작하여 서리를 맞아 시들 때까지 제철이 되면 수백 개의 꽃망울을 터뜨린다. [OK]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을 경우, 부사절에서 ‘주어+be’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being 앞에서 they[= the
plants] are가 생략되었다.
28) 방대한 도서를 구비한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책이 거의 보이지 않는 교실에서보다 50% 이상 책을 많이 본다는
것이 밝혀졌다. [compared]
문맥상 교실이 비교되는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29) Jack 아저씨는 그와 Barbara 아주머니에게 Mary가 어째서 딸 같은 존재인지에 대해 장황한 연설을 했다. 그러
고 나서, 그는 50달러짜리 지폐가 담긴 봉투를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OK]
which의 선행사는 an envelope이며, 전치사 in의 목적어가 된다. in which가 부사 역할을 하면서 그 뒤에는 도치 구
문이 이어졌다. was tucked가 동사이고 a fifty-dollar bill이 주어다.

- 8 30) 다른 사람의 손이 빠르게 올라갈수록, 욕구는 더 커지고, 우리도 그 일부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OK]
we are likely to be~에서 형용사를 문두로 보내서 비교급을 만든 뒤 the를 붙여서 ‘the 비교급, the 비교급’ 구문을
만든 것이다.
31) 상당히 유연하기 때문에, 그들은 비좁은 공간에서 능숙하게 헤엄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급회전도 가능하다. [OK]
when it is necessary에서 it is가 생략되었다.
32) 고열, 식욕부진, 체중 감소, 혀, 입술, 입의 다른 조직, 그리고 발에 물집 잡히는 것이 그 증상에 속한다. [are]
주어가 fever, loss (of appetite and weight), and blisters이므로 복수 동사를 써야 한다.
33)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재배자들은 얼음을 이용해서 얼지 않게 한다. [OK]
sounds의 보어로 형용사 odd가 적절하며, (As) odd as를 문두에 보내면 양보의 의미를 나타낸다.
34) 여기에 하나의 가느다란 선이 있습니다. 단지 당신만이 언제 그것을 넘을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OK]
Only가 문장 앞에 온다고 해서 언제나 도치구문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Only는 바로 뒤의 you를 한정한다.
35) 한 사람에게 말할 때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손을 2인치 움직인다면, 많은 청중 앞에서 말할 때는 손을 2피트만큼이
나 움직여야 할지도 모른다. [speaking]
when 뒤에는 you are가 생략되었다. 문맥상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분사가 적절하다.
36)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녀는 이제 필체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생활하고 있다. [OK]
‘(As) + 형용사(보어) + as + 주어 + 동사’는 양보의 부사절을 만든다.
37) 노동을 절약시켜주는 도움과 개인적 기여를 결합시킴으로써, 가정주부는 요리할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OK]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같을 경우에 부사절의 ‘주어+be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while 뒤에는 they are가
생략되었다.
38) 3.2 km 이상 두께의 빙하 아래에 위치한 Vostok 호수의 수표면 근처에서 채취한 얼음 표본에는 호수 내부에서
기원한 것으로 생각되는 미생물이 들어있다. [thought]
목적어 microbes를 수식하는 말이 와야 하므로 과거분사만을 쓰거나 which are thought로 써야 한다.
39) 또 다른 여학생은 여자애들은 “누가 말을 걸어오지 않으면 먼저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spoken]
unless 뒤에 they were가 생략되었으며, 문맥상 수동태가 되어야 하므로 과거분사 spoken을 써야 한다.
40)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살아남고 번창하는 사람들은 바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OK]
‘It is ~ that(who) ...’ 강조구문에서 he who specializes가 강조된 것이다. ‘he who ~’는 ‘~하는 사람’의 의미가 있다.
‘he who ~’의 복수형은 ‘those who ~’이다. ‘It is ~ that ...’ 강조구문에서 강조되는 것이 사람일 때는 that대신
who를 써도 된다.
41) 천장의 밝기를 증가시킨 것은 천장의 인지된 높이를 정말로 증가시켜 주었다. [OK]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동사 do를 쓴다.
42) 우리 그룹에는 85세 된 할머니 한 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Included]
도치구문으로 주어가 an 85-year-old lady이다. 문맥상 수동태가 되어야 하므로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43) 연극이 시작되자마자 그녀는 졸기 시작했고,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다. [OK]
부정어구(No sooner ~)가 문장의 앞에 위치하면 ‘조동사+주어+동사’의 어순이 된다.
44) 부유함과 가난함 사이같이 연속성의 개념이 있는 곳에, 누가 세금 감면에 적합할 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과 같
은 목적이 있을 경우, 부유하다고 여겨지는 것과 가난하다고 여겨지는 것 사이에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
[OK]
what 뒤에는 is to count가 생략되었으며, count는 자동사로 ‘~로 간주되다’의 의미가 있다.
45) 겨우 지난 몇 십 년 동안에서야 비로소, 주요 산업 선진 경제국에서 식량이 매우 풍부해지고 구하기 쉬워져서
지방 관련 건강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has]
Only가 문장 앞에 위치하면 도치구문을 만든다. 주어가 food이므로 단수 동사가 적절하다.
46) 속에 모두 맛있는 과즙이 들어 있을 것 같은 한 무더기의 수박을 볼 때,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여러분은 어떻
게 아는가? [OK]
When 뒤에는 you are가 생략되었다. 문맥상 수동의 의미가 있는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 9 47) 자신의 약점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잘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OK]
‘you are aware of your weaknesses’에서 형용사를 문장 앞으로 보내 비교급을 만든 후 the를 붙여서 ‘the 비교급,
the 비교급’ 구문을 만든 것이다.
48) 사람마다 기호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소비된 양에 근거한 차이도 존재한다. [is there]
부정어구 Not only가 문장의 앞으로 이동하면 도치구문을 만든다. 원칙적으로 there는 주어는 아니지만 주어 자리
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is there로 써야 한다.
49) 근로자들은 항상 하고 싶었지만 주당 40시간이 넘는 근무 시간 때문에 해볼 기회를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일 중
많은 것을 하는 데 그들의 ‘황금기(노후)’를 이용할 수 있다. [they]
선행사가 the things이며, to do의 목적어가 된다. had의 주어가 필요하므로 인칭대명사 they가 적절하다. they 앞
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또는 which가 생략되었다.
50) 그리스인의 자유와 개성만큼 놀라운 것은 세계에 대한 그들의 호기심이다. [OK]
is의 보어가 필요하므로 형용사 striking이 적절하며, 동등비교를 나타내기 위해서 as ~ as가 사용되었다. 도치구문으
로 주어는 ‘their sense ~ world’이다.
51) 그 푸들은 마치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을 가늠해 보는 듯이 잠시 거기에 서 있었다. [OK]
as if 뒤에는 he were가 생략되었다. as if 뒤에 to부정사구도 얼마든지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