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번 어법, 여기서 반드시 출제된다!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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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법상 틀린 곳을 바르게 고치시오.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시오.

[수특 영어]
1. As you make the comparisons, determine what is most important about each one and then
relates it to the features of the other perspectives.1)
2. Managing chronic conditions by using prescription drugs are a feature of the health care
system, which has made significant advances in treating chronic conditions.2)
3. The assumption which any given technology will create problems should be part of its
process of creation.3)
4. The true negotiator knows how to express his value to clients in a way that they understand
whether it is that they’re paying for.4)
5. We are not as likely to have our attention directed toward other things in the situation that
could be influenced the person’s actions.5)
6. They concluded that Europe had once been populated by peoples who had little or no
knowledge of metallurgy and made their tools from stone just as the Indians were.6)
7. Fortunately, many new methods are emerging what allow researchers to create stem cells by
reprogramming adult cells.7)
8. It may in fact be that technology has escaped us: the inertia of the entire system of
technological civilization is by now so immense that the sorts of choices leaving for us to
make in the future are essentially trivial.8)
9. Being authentic is not an isolated end point but experienced as a process of becoming
more true to oneself and accept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9)
10. More than that, Paleolithic peoples may have had explanations for fire without it is
meaningful to speak about Paleolithic “chemistry” — for example, if they somehow thought
they were calling a fire god or a spirit of fire in their actions.10)
11. Through being humble, individuals will no longer see them as the most important beings
on the planet.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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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독해연습]
12. If the salon is clean, with a fashionable decor, the stylists are carefully dressed and their
styling qualifications accessible, this ‘physical evidence’ will send positive messages to
customers about the level of quality they are likely to be received in the service product.12)
13. It’s a mystery why some individuals maintain keen mental abilities much longer than [are /
do] others; indeed, it may be brain cell loss that determines human life span. If we could
eliminate heart attacks, cancer, and other fatal diseases, we still might not extend the
absolute life span of humans, because most brain cells cannot divide and replace [them /
themselves]. Although the average life expectancy for humans has increased more than 60
percent since 1900, from about 50 years in 1900 to over 80 years today, the maximum
number of years [that / what] humans live has not increased appreciably since ancient
times.13)
14. The markets that cities had built in previous decades to provide food for local dwellers of
all walks of life being turned into glamorous food halls, leisure places for affluent
consumers and tourists.14)
15. As a working hypothesis, it is probably safe to assume that produce that looks pretty but
has no taste is less desirable in the diet.15)
16. The successive images have been integrated into a fluid sequence of movement, rather than
seeing as independent, alternating events.16)
17. Traditionally, this might mean a small group of friends or acquaintances [choosing / chose]
to read a certain text at the same time and meeting up, over a cup of coffee or glass of
wine, to

discuss it in a friendly atmosphere,

environment

of

a

classroom.

Readers

would

away

take

from academic jargon

turns

suggesting

new

or the

titles,

thus

democratically ensuring [that / what] each member would have a say in the group’s reading
matter, and allowing for diverse authors and genres being covered.17)
18. The books she reviewed and discussed in her programmes [had / were] immediately picked
up and discussed by private book groups across the country and, soon, the world, and,
more often than not, reached bestseller status.18)
19. From the seventeen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most people in
Western society considered that ill health was something that just ‘happened to someone’
and that there was very little what could be done in terms of protecting against it.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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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Jacobsen had no direct evidence to back up this claim, so he referred to the Epic of

Gilgamesh, which a discussion took place between King Gilgamesh and a council of elders.20)
21. Knowing the basics of data and data analysis have become a fundamental skill that
everyone needs, even if they do not want to pursue a degree in computer science,
statistics, or data science.21)
22. Globalization, rapid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importance of knowledge in gaining and
sustaining competitive advantage [characterize / characterizing] this Information Age.22)
23. In recent years, it has been noticed that the new economy of the 21st century is
increasingly based on knowledge with information, innovation, creativity and intellectual
capitalism as [its / their] essential ingredients.23)
24. The facility to communicate information [instantaneous / instantaneously] across the globe
has changed the nature of competition.24)
25. Too often beauty is dismissed as trivial fluff, changeable fashion, not a serious subject for
academic — especially philosophical — study nor, it is implied, are beauty something that
serious people should take seriously.25)
26. It is our shared evolutionary heritage with these species that makes themselves such
powerful model organisms.26)
27. Only a tiny dose of a hormone is needed to react with the receptor although, up to a
point, the response increasing as the dose increases.27)
28. This has been recognized as a lucrative market [which / where] businesses, including large
corporations, can do well financially while also doing good for the environment.28)
29. In some instances, organic farms of today more resemble industrial agricultural operations
than they [are / do] diversified farms, which attempt to balance economic and ethical
considerations. Nevertheless, a shift to organic management regimes by definition means a
prohibition on the use of chemicals that have historically been overused and misused in
industrial agricultural production, [results / resulting] in pollution of land, water, and air.29)
30. This experience alone is enough to tell the experienced performer that he reads further
ahead than is the average page-turner.30)
31. If we take a step back, we will observe that even the most atheistic secular humanis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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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l committed to some very abstract, metaphysical framework, revolve around such values
as a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freedom, individualism and equal rights, and rationality
as the preferred means for guiding public policy.31)
32. However strictly the division may appear in theory, most bioethicists do not strictly follow
one approach.32)
33. The change from horses to automobiles, and the demographic shift from rural to urban
living, meaning that most people experienced animals as companions and family members
rather than in utilitarian roles as providers of transportation or food.33)
34. If you are reading this on a screen, the specific set of electrical impulses that creates the
characters that appear before you was standardized by a more recent international
committee of engineers, as did the software languages that make it possible for your
e-reader to generate this text.34)
[수능 완성]
35. The energy in food and fuels is associated with the way which atoms hold together within
molecules.35)
36. Understanding why you do something and how it fits into the big picture of [what / which]
you are trying to accomplish makes it seem more worthwhile.36)
37. Assigning value and remembering how each thing you do [tie / ties] into your main goal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helps you feel that you are doing well just by working.37)
38. [Remember / Remembering] that the classes are not pointless, because they are leading to
your graduation, which in turn will lead to your dream job in the field of your interest.38)
39. Counterintuitively, the key to getting a better grip on a smooth surface is not used a hard
material such as a claw, but a soft one, such as skin.39)
40. [It / What] is in this context that patterns of group housing have validity as a system for
housing provision. Such patterns [make / are made] possible a more intensive utilization of
land by building dwelling units as joined structures, both horizontally and vertically, which
share land and common services and amenities. By far the most significant reason to
expect

a

growing

acceptance

of

group

housing

low-to-middle-class people [build / to build] homes

is

the

individually.40)

increasing

difficult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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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Though clearly communicated and accurate warnings, a preventable crisis was allowed to
wreak havoc in the region.41)
42. Because all the young deciduous trees alongside the water was ending up in the stomachs
of hungry elk, the beavers had nothing to gnaw on, and they disappeared.42)
43. Contrasting that image with a husky on a hot summer day in Southern California as it is
forced to walk slowly beside its human caretaker.43)
44. One of the earliest military uses came in England in 1745, after a major coup attempt
[which / during which] the Scots tried to bring back the relatives of a deposed king onto
the throne.44)
45. Roy came through in the critical situation, creating a set of maps so good that they were
[using / used] for decades. In fact, the Ancient Woodland Inventory of Scotland still depends
on them today, and the techniques Roy pioneered [are / to be] directly linked to the
creation of the Ordnance Survey, one of the largest map-making companies in the world.45)
46. Why, if predation was the control, have several birds on the continental land masses
reaching the semiflightless stage in the face of numerous predators?46)
47. You could say that our dreams are our conscience and our advisor, and it is when we
listen to the messages of our dreams where we begin to live a happier and more fulfilled
life.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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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교할 때, 각각의 것(관점)에 관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한 다음, 그것을 다른 관점의 특징과 관련시키라.
[relate] - As가 이끄는 시간의 부사절 다음에 명령을 나타내는 두 개의 절이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야 하므로,
relates를 relate로 고쳐야 한다.
2) 처방 약을 이용해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보건 의료 체계의 특징인데, 그것은 만성 질환 치료에 상당한 진전을 이
루었다. [is] - 주어가 동명사구이므로 술어 동사의 수는 단수이어야 한다. 따라서 are를 is로 고쳐야 한다.
3) 어떤 특정한 기술이라도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라는 가정은 그 개발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that] - should be
~ of creation이 문장의 술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The assumption ~ problems는 문장의 주어이다. The
assumption에 이어지는 부분은 문장의 필수 요소를 모두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관계사 which는 The assumption
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으로 고쳐야 한다.
4) 진정한 협상가는 고객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인지를 고객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what] - understan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면서 paying for의 목
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가 필요한 자리이므로, 접속사 whether를 의문사 what으로 고쳐야 한다. 의문사 what은 it
is와 that절 사이에 놓여 의미가 강조되는데, 의문절이어서 it 바로 앞에 놓이게 되었다.
5)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상황의 다른 것들 쪽으로 그만큼 향하게 할 것 같지는
않다. [influencing] - 관계절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선행사 other things in the situation은 influence의 대상
이 아니라 행위자이고 목적어도 뒤따르고 있으므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분사 influenced를 influencing으로
고쳐야 한다.
6) 그들이 내린 결론은, 전에 유럽에는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처럼 야금 지식이 거의 혹은 전혀 없어서 돌로 도구를 만든
종족들이 거주했다는 것이었다. [did] - 관계절 안의 술어인 had little or no knowledge of metallurgy and
made their tools from stone을 대신하므로, were를 did로 고쳐야 한다.
7) 다행히도, 과학자들이 성체 세포를 다시 프로그래밍하여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많은 새로운 방법이 나오고 있
다. [that 또는 which] - 주어에서, 명사구 many new method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 술어 뒤로 이동한 형태이다.
선행사인 many new methods를 수식하는 관계절을 이끌고 관계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해야 하므로 what은 주격 관
계대명사 that이나 which로 고쳐야 한다.
8) 사실 기술이 우리에게서 벗어났을지도 모르는데, 기술 문명 전체 체제의 관성이 이제는 이미 매우 거대해서 미래에 우
리가 할 수 있게 남겨진 선택의 종류가 기본적으로 변변치 않다. [left] - choices는 leave의 대상으로 해석되므로 현
재분사 leaving을 과거분사 left로 고쳐야 한다.
9) 진정성이 있다는 것은 고립된 종착점이 아니라 자신에게 더 충실해지고 한계와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경험된
다. [accepting] - 주절의 술어 동사 is와 대등하게 연결된 동사라면 그 형태가 accept가 아니라 accepts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문맥상 of의 목적어인 becoming more true to oneself와 대등하게 연결된 동명사구이다. 따라서
accept를 accepting으로 고쳐야 한다.
10) 더욱이, 구석기 시대의 ‘화학’에 관해 말하는 것이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구석기 시대 부족들이, 예컨대 어쨌든 자신의
행동으로 불의 신이나 불의 정령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불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being]
- 전치사 with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려면 주어와 동사구로 이루어진 절이 아니라 동명사구 형태여야 하므로 is를
동명사 being으로 고쳐야 한다.
11) 겸손한 마음을 통하여 사람들은 더는 자신을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themselves] - 주어
진 individuals와 see의 목적어는 동일 대상이므로 them을 재귀대명사 themselves로 고쳐야 한다.
12) 만약 미용실이 유행하는 장식이 있으면서 깨끗하고, 미용사들이 세심하게 옷을 입고 있고 그들의 미용 자격 증명서를
볼 수 있다면, 이 ‘물리적 증거’는 고객들에게 그들이 받게 될 서비스 결과물의 품질 수준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receive] - the level of quality를 수식하는 관계절(they are ~ service product)에서 they는
the level of quality를 받는 주체인 customers를 가리키므로, be received를 receive로 바꾸어야 한다.
13)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정신적으로 명민한 능력을 훨씬 더 오래 유지하는지 알 수 없지만, 사실상 인간의
수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뇌세포 손실일 수도 있다. 우리가 심장마비, 암, 그리고 다른 치명적인 질병들을 없앨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절대 수명을 연장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뇌세포는 스스로를
분열시키고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평균 기대 수명은 1900년에 약 50세에서 오늘날 80세가 넘을 정도로

- 7 -

1900년 이래로 60퍼센트 넘게 증가했지만, 인간이 사는 최대 수명은 고대 이래로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do
/ themselves / that] - · 앞에 나온 동사 maintain을 대신하는 대동사가 쓰여야 하므로 do가 어법상 적절하다. ·
divide and replace의 주어와 목적어가 brain cells로 동일하므로 목적어 자리에 재귀대명사 themselves가 어법상
적절하다. · 뒤에 이어지는 부분(humans live)과 함께 선행사 the maximum number of years를 수식해야 하므로
관계사 that이 어법상 적절하다.
14) 도시들이 지난 몇십 년간 지역 사회 각계각층의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려고 세웠던 시장들은 부유한 소비자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여가 공간인, 화려한 식품 전문판매점으로 바뀐다. [are] - 주어의 핵심어인 The markets를 관계절
이 수식하여 길어진 주어부에 호응하는 술어 동사가 없으므로 being을 복수형 동사 are로 바꿔야 한다.
15) 작업가설로서, 보기에는 예쁘지만 맛이 없는 농산물은 식단에서 덜 바람직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마 안전할 것이다.
[which 또는 that] - 선행사가 명사 produce이고,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what을 which나
that으로 고쳐야 한다.
16) 연속적인 이미지가 독립적이고 번갈아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이는 대신 유동적인 일련의 움직임으로 통합되었다.
[(being) seen] -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인 the successive images와 see(보다) 사이에는 의미상 수동의 관계가 성
립하므로 seeing을 seen이나 being seen으로 고쳐야 한다.
17) 전통적으로, 이것은 특정 글을 동시에 읽기로 결정하고서, 학문적인 전문 용어나 교실 환경에서 벗어나 친근한 분위기
에서 그것을 토론하기 위해 커피나 와인을 한 잔 마시면서 만나는 친구나 지인들의 소모임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
다. 독서 회원들은 돌아가면서 새로운 책을 제안하곤 했으며, 따라서 각 회원이 모임의 읽을거리에 대해 발언권을 갖
게 되도록 민주적으로 보장하고 다양한 작가와 장르가 다뤄질 수 있게 했다. [choosing / that] - · and로 연결된
meeting up과 함께 mean의 목적어인 a small group of friends or acquaintances를 수식하는 현재분사
choosing이 어법에 맞다. · 뒤에 이어지는 each member would have a say in the group’s reading matter가
문장 성분을 다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접속사 that이 어법에 맞는 표현이다.
18) 그녀가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논평하고 토론한 책들은 전국의 그리고 곧이어 전 세계의 개인 독서 모임에서 즉시 채택
되어 토론되었고 자주 베스트셀러의 지위에 도달했다. [were] - 주어인 The books와 pick up(채택하다), discuss
(토론하다) 사이에는 의미상 수동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과거분사구 picked up and discussed와 함께 수동태를 만드
는 were가 어법에 맞다.
19)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서구 사회의 대부분 사람들은 나쁜 건강은 그저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이며, 그것을 예방
하는 면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다. [that] - 선행사가 very little이고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what을 that으로 고쳐야 한다.
20) Jacobsen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직접적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Gilgamesh 서사시’를 참조했는데, 거기
에서 Gilgamesh 왕과 원로 위원회 사이에 토론이 일어났다. [in which 또는 where] - 뒤따르는 절에서 주어나 목
적어나 소유격이 부족하지 않은 절이 이어지고 있고 의미상 ‘거기에서(그 Gilgamsh 서사시에서)’로 내용을 이어주는
게 자연스러우므로, which를 in which나 where로 고쳐야 한다.
21)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의 기본을 아는 것은 컴퓨터 과학, 통계학, 또는 데이터 과학의 학위를 따고 싶어 하지 않더라
도 누구나 다 필요한 필수적인 능력이 되었다. [has] - 문장의 주어가 동명사구인 Knowing the basics of data
and data analysis이므로, 단수형인 has로 고쳐 써야 한다.
22) 세계화, 빠른 기술 변화, 그리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지식의 중요성이 이 정보화 시대의 특
징을 이룬다. [characterize] - 주어가 Globalization ~ advantage이므로, 문장의 술어 동사가 요구된다. 따라서 세
개의 명사(구)가 나열된 주어 뒤에 복수형 동사인 characterize가 오는 것이 어법상 적절하다.
23) 최근에, 21세기의 신경제는 정보, 혁신, 창의성, 그리고 지적 자본주의를 그 필수 요소로 삼으며 점점 더 지식에 기반
해가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을 받았다. [its] - 전치사 with 뒤에 나열된 정보, 혁신, 창의성, 지적 자본주의가 그것의
필수 요소라고 했는데, 문장의 내용상 ‘그것’은 the new economy of the 21st century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단수
형 소유격 its가 오는 것이 어법상 적절하다.
24) 전 세계로 정보를 즉시 전달하는 기능이 경쟁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다. [instantaneously] - to communicate ~
the globe는 The facility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to부정사구이다. 이 to부정사구 안에서 communicate를 수식하
는 말이 와야 하므로 부사형인 instantaneously가 오는 것이 어법상 적절하다.
25) 너무 자주 아름다움은 보잘것없는 사소한 것으로, 변하기 쉬운 유행으로, 학문적인, 특히 철학적인 연구를 위한 진지
한 주제가 아닐뿐더러, 은연중에 아름다움은 진지한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어떤 것도 아닌 것으로 일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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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s] - 부정의 접속사 nor가 이끄는 절에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nor로 시작되는 절에서 삽입절(it is
implied) 뒤의 are가 술어 동사이고 beauty가 주어이다. 주어에 맞추어 동사를 단수형으로 써야 하므로 are를 is로
고쳐야 한다.
26) 이 종들과 우리가 공유하는 진화의 유산이 바로 그것들을 그와 같은 강력한 모델 생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them] - <It is ~ that...> 강조구문을 제거하면 makes의 주어는 our shared evolutionary heritage with these
species이고, 목적어는 의미상 these species이므로,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다. 따라서 재귀
대명사 themselves를 대명사 them으로 고쳐야 한다.
27) 비록 어느 정도까지는 양이 증가함에 따라 반응도 증가하지만, 수용체와 반응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양의 호르몬만
필요하다.’ [increases] - 접속사인 although가 이끄는 절에서 주어인 the response에 이어지는 술어 동사가 필요하
므로, increasing을 increases로 고쳐야 한다.
28) 이것은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이 금전적으로 성공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환경에 도움을 주는 수익성이 좋은 시장으
로 인식되어 왔다. [where] - 뒤에 필수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춘 절이 왔으므로 앞에 나온 장소 개념인 a lucrative
market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 where가 어법상 적절하다.
29) 일부 사례에서, 오늘날의 유기농 농장은 경제적 고려 사항과 윤리적 고려 사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다각 농장보다 산업화한 영농 기업을 더 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관리 체제로의 전환은 정의상 산업화한
농업 생산에서 역사적으로 남용되고 오용되어 토지, 물, 그리고 공기의 오염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던 화학 물질의 사
용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do / resulting] - · 앞에 나온 일반동사 resemble을 대신해야 하므로 대동사 do가
어법상 적절하다. · a shift ~ industrial agricultural production이 주어(a shift ~ regimes)와 술어 동사
(means)가 있는 주절이므로, 콤마 뒤에는 앞 내용의 결과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분사구를 이끄는 resulting이 어법
상 적절하다.
30) 이 경험만으로도 경험 많은 연주자에게 그가 보통의 악보의 페이지를 넘겨주는 사람보다 더 앞서 읽는다고 말하기에
충분하다. [does] - 앞의 일반동사 reads의 의미를 대신하는 대동사이므로 be 동사인 is 대신 does를 써야 어법상
적절하다.
31) 한 걸음 물러서면, 우리는 가장 무신론적인 세속적 휴머니스트조차도 여전히 매우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틀에 충
실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존중, 개인주의와 평등권, 그리고 공공 정책을 이끄는 우선 수단으로서의 합리
성과 같은 가치를 중심으로 삼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revolving] - observe의 목적어로 쓰인 that절에서 주어
(even the most atheistic secular humanist)와 동사(is)가 이미 나왔으므로, 동사의 형태로 제시된 revolve를 the
most atheistic secular humanist를 의미상의 주어로 하는 분사구문을 이끄는 현재분사 revolving으로 고쳐야 한
다.
32) 이론적으로 그 구분이 아무리 엄격해 보일지라도 대부분의 생명 윤리학자는 한 가지 접근방식을 엄격하게 따르지는
않는다. [strict] -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however 다음에 동사 appear가 있으므로, 보어 역할을 하도록 부사
strictly를 형용사 strict로 고쳐야 한다.
33) 말에서 자동차로의 변화, 그리고 시골에서 도시 생활로의 인구 이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물을 운송이나 식품 제공
자로서의 실용적인 역할에서보다는 동료와 가족 구성원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meant] - 주어인 The
change from ~ urban living 다음에 술어 동사가 이어져야 하므로, meaning을 meant로 고쳐야 한다.
34) 여러분이 이것을 화면에서 읽고 있다면,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글자를 만들어 내는 특정한 일련의 전기 임펄스는 더
최근의 국제 엔지니어 위원회에 의해 표준화되었는데, 여러분의 전자책 단말기가 이 글을 만들어 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언어도 역시 그랬다. [were] - 반복되는 동사구인 were standardized by a more recent
international committee of engineers를 대신하는 동사를 써야 하므로, 밑줄 친 ②의 did는 were로 고쳐야 한다.
35) 음식과 연료에 담긴 에너지는 원자가 분자 내에서 서로 결합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in which] - the way를 수
식하는 관계사절에서 which 다음에 이어지는 절이 주어와 자동사(목적어가 필요 없음)로 이루어진 완전한 구조이므
로 관계부사나 <전치사+관계대명사>가 올 수 있는데, 관계부사 how는 선행사 the way와 함께 사용되지 않으므로
<전치사+관계대명사> 구조인 in which가 와야 한다.
36)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이유와 그것이 여러분이 성취하려고 하는 것의 큰 그림에 들어맞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더 가치 있어 보이게 한다. [what] - 전치사 of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고, accomplish의 목적
어 역할을 할 수 있는 what이 사용되는 것이 어법상 적절하다.
37) 가치를 부여하고 여러분이 하는 각각의 일이 여러분의 주요 목표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이 단지 일하는 것만으로도 잘 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돕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ties] - how each th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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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goal에서 주어가 each thing you do이고, 주어의 핵은 thing이므로, 단수 동사 ties가 사용되는 것이 어법상
적절하다.
38) 그 수업은 여러분의 졸업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여러분의 관심 분야에서의 꿈꾸는 직업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지 않음을 명심하라. [Remember] - 뒤에 나오는 because에 의해 유도되는 절이 주절의 역할을 하지 못하
는 종속절이므로, Remember가 사용되어 전체 문장이 명령문이 되는 것이 어법상 적절하다.
39) 직관과 반대로, 매끄러운 표면을 더 잘 붙잡을 수 있는 비결은 발톱과 같은 단단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
부와 같은 부드러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다. [to use 또는 using] - 술어 동사 is 뒤에 나오는 부분은 주격 보어로
서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져야 하므로, used를 to 부정사인 to use 또는 동명사인 using으로 고쳐야 한다.
40)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집단 주거 패턴이 주거 공급 체계로 타당성을 가진다. 그러한 패턴은 땅과 공동 서비스 설비
및 생활 편의 시설을 공유하여, 수평적으로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연결된 구조로 주거 단위를 건설함으로써 더
집약적인 땅의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집단 주거에 대한 수용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는 단연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층에서 중간 계층까지의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집을 짓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It / make / to
build] - · It is ~ that 강조 구문으로 in this context가 강조되어 있으므로, It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 Such
patterns가 더욱 집약적인 땅의 활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행위의 주체이므로, 능동형의 술어동사 make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그 뒤에서는 목적어(a more intensive ~ amenities)가 길어 목적격 보어(possible) 뒤에 목적어가 놓인
구조를 취하게 되었다. · 문맥상 for low-to-middle-class people을 의미상 주어로 하여 the increasing
difficulty를 수식하는 to부정사구를 이루어야 하므로, to build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41) 명확하게 전달된 정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지할 수 있었던 위기가 그 지역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도록 방치되었다.
[In spite of] - 뒤에 명사구인 clearly communicated and accurate warnings가 이어지므로 접속사인 Though
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In spite of와 같은 구전치사로 바꿔 써야 한다.
42) 물가의 모든 어린 낙엽수들이 굶주린 엘크의 배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비버들은 갉을 것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사라졌다. [were] - 선행하는 명사구(all the young deciduous trees alongside the water)가 주어이고 주
어의 핵인 trees가 복수형이므로, 단수형 동사 was를 복수형 동사 were로 고쳐야 한다.
43) 그 이미지를 남부 캘리포니아의 어느 더운 여름날 허스키가 인간 보호자 곁에서 천천히 걸어야만 할 때의 허스키와
대조해 보라. [Contrast] - Contrasting을 쓰면 Contrasting이 동명사 주어가 되어 뒤에 술어동사가 이어져야 하는
데 그렇지 않으므로, Contrasting을 Contrast로 고쳐 명령문으로 만들어야 한다.
44) 군사적으로 쓰인 초창기 사례 중 하나는 영국에서 1745년, 스코틀랜드인들이 폐위된 왕의 친척들을 왕위에 다시 앉
히고자 했던 중대한 쿠데타 이후에 있었다. [during which] - a major coup attempt를 수식하는 관계절에서 뒤에
완전한 절(the Scots ~ onto the throne)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전치사+관계사>의 구조인 during which가 관계
절을 유도하는 것이 어법상 적절하다.
45) Roy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일을 잘 해내어 수십 년 동안 사용될 정도로 훌륭한 지도 한 세트를 만들었다. 사실, 스코
틀랜드의 ‘고대 삼림 목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것들에 의존하고 있고 Roy가 개척한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지
도 제작 회사 중 하나인 Ordnance Survey의 설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used / are] - · 절의 주어 they
가 a set of maps를 지칭하고 이것이 동사 use의 대상이므로, 과거분사 used가 쓰여 수동태를 나타내는 것이 어법
상 적절하다. · and 앞에 시제가 표시된 동사가 쓰인 절이 나왔으므로 and 뒤에서도 이와 병렬이 되는 구조를 만들
기 위해 주어진 the techniques에 일치하여 시제가 표시된 동사 are를 사용하는 것이 어법상 적절하다.
46) 만약 포식 관계가 제어 수단이었다면, 왜 대륙의 광활한 땅덩어리에 사는 몇몇 새들은 수많은 포식자들에 직면하여
제한적인 비행 능력만 소유하는 단계에 도달했을까? [reached] - Why가 이끄는 의문문에서 주어(several birds on
the continental land masses)와 조동사(have)가 도치되어 있는 문장으로 have에 연결되어 현재완료 형태로 술어
를 구성해야 하므로, 현재분사 reaching을 과거분사 reached로 고쳐야 한다.
47) 꿈은 우리의 양심이자 조언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꿈의 메시지를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충실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 [that] - 시간의 부사절 when we ~ our dreams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관계부사
where가 아니라 접속사 that이 나와 <it is ~ that ...> 강조 구문을 이루는 것이 어법상 적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