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face

‘실전 영문법 264’로 문제 해결 능력 제고

문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려면 단원별 이론을 이해하고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포

인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막연하게 문법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

니라 실전에서 중요도가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그 출제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유형에 익

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실전 영문법 264’는 그동안 수험영어에서 기출되었던 문제를 완전히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실제 시험에서 영어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 공부해야 내용들을 혼합형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문법 문제는 항상 출제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학습한 내용이 점수로 직결되기 위해서는 실제 

시험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문제에 대한 직관적인 안목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전 영문법 264’는 먼저 알아야 할 문법 핵심 사항을 정리한 후, 이를 혼합형 문법 문제로 

구성하여 만든 교재입니다. 좋은 문제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첨부하였습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면서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실전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전 영문법 264’ 공부 방법

처음 1회독을 할 때에는 하루 10문제 내외로 풀면 좋을 것입니다. 그날 푼 문제는 그날 저녁에 

다시 복습하기를 권합니다. 1주일에 3일 이상 공부하면 좋습니다. 주말에는 그 주에 공부한 내

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잘 풀리지 않았던 부분은 기본서 및 핵심 

요약서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더욱 좋습니다. 

모든 수험 공부가 그러하겠지만 영문법의 경우 특히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실전 영문법 

264’는 정선된 좋은 문제로 구성된 교재임을 자신합니다.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수험생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수험생활을 통해 이겨냈던 여러 과정들이 여러분을 더욱 강한 사람으로 만들 거라는 것을 압니

다. 꼭 합격하고 웃으면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든든하게 응원해주는 ACL 커뮤니케이션 김중근 대표님과 더 나은 교재를 위해 고생해 

주는 ACL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직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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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1. 다음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re are over 74 varieties of scorpions,                           .

① humans are harmless 
② some of them are harmless to humans
③ which is harmless to humans
④ most of which are harmless to humans

02. 다음 (A), (B)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ith the price of coffee    (A)    so low, many farmers abandoned their land.
•The room is dirty and untidy, so it needs    (B)    again.

(A) (B)
① falling cleaning
② fallen cleaning
③ falling being cleaned
④ fallen being cleaned

03.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은? 
① 그는 미친 사람 행세를 해서 사형을 피할 수 있었다.
→ By acting insane, he managed to escape the death penalty.

② 사업에서 신용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 Everything in business is so important as credit.

③ 이 완전 새 컴퓨터가 나에게 많은 수고를 덜어줄 것이다.
→ This brand-new computer will save a lot of time to me.

④ 나는 커튼 뒤에 숨어서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 Hiding behind the curtain, I waited the shadow to reap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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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 제석강 실전 영문법 264   정답 및 해설

01. ④

74가지 이상의 종류의 전갈이 있으며, 그것들 대부분은 인간에게 해가 없다.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되어 있을 때,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①과 ②는 적절하지 않다. 

③ 관계대명사(which)가 주어 기능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의 수일치는 선행사(over 74 varieties of scorpions)가 결정하므로 

동사의 복수형(are)이 와야 한다. 

④ ‘A of which’ 구문으로 A가 부분명사(most)이므로 관계대명사 which가 동사의 수를 결정하며, which의 선행사가 복수이

므로 동사의 복수형이 적절하다.

variety 종류 / scorpion 전갈 / harmless 해가 없는 

02. ①

•커피가격이 너무 낮게 떨어져서, 많은 농부들이 자신의 땅을 버렸다.

•그 방은 더럽고 어지러워서 다시 청소될 필요가 있다.

(A) fall은 자동사로 수동관계가 없으며, the price of coffee와 능동관계이므로 현재분사 falling이 적절하다.

(B) ‘need’가 예외적으로 동명사의 능동형을 목적어로 취하는 경우로서, cleaning의 의미상 목적어가 it이므로 동명사의 

능동형인 cleaning이 적절하다. ‘need＋동명사의 능동형’은 ‘~하여질 필요가 있다’의 의미로 쓰인다. 

abandon 버리다, 포기하다 / untidy 단정치 못한, 어지러운

03. ①

① 전치사 by 다음에 동명사가 온 구문으로 ‘act＋보어’는 ‘~처럼 행동하다’의 의미로 쓰이는데 보어 자리에 형용사 insane

이 적절하며, manage는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해 ‘용케 ~해내다’의 의미로 쓰이므로 적절한 영작이다. 

② 우리말과 일치하는 영작이 되려면 Everything이 아니라 Nothing이 되어야 한다. 참고로 ‘부정주어＋so(as) ~ as ~’는 

최상급의 의미를 가진다. Everything → Nothing 

③ ‘save＋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에게 ~을 덜어주다)’는 4형식 구조에서 3형식 구조로 바꿀 수 없다. save a lot of 

time to me → save me a lot of time 

④ wait는 자동사로 5형식 구조를 가지지 못하며 ‘wait for A to 부정사’가 ‘A가 ~하기를 기다리다’의 의미로 쓰인다. waited 

the shadow to reappear → waited for the shadow to reappear

insane 미친 / brand-new 완전 새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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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4. 다음 문장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① I did call you several times yesterday.
② We will have to get someone to fix the phone right away. 
③ Only after did it become dark they took a rest.
④ Allowed unusual privileges, the prisoner seemed to enjoy his captivity.

05.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Ireland’s economy is growing faster ①than expected, according to official data. Its gross 
domestic product grew ②by 5.7% this year. And in terms of gross national product, the 
economy grew by 6.5%. This growth ③is expected to continue, and the central bank is 
expecting growth of 8.5% ④at next year.

0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Blindness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of human handicaps because our eyes are so 
important to our learning. ①One thing makes education possible and life more pleasant for 
the blind is the development of a system ②by which they are able to learn to read. Since 
the blind cannot use their eyes, ③they are taught to use the sense of touch in their fingers. 
Reading raised printed matter of the common type is very difficult. The special system 
now ④used was invented by Charles, and perfected by Louis Bra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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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 제석강 실전 영문법 264   정답 및 해설

04. ③

① 나는 어제 네게 몇 번이나 전화했다. 

② 우리는 누군가가 즉시 전화를 고치게 해야 할 것이다.

③ 어두워진 후에서야 그들은 쉬었다. 

④ 남다른 특권을 허용받은 그 죄수는 수감생활을 즐기는 것 같았다.

① 일반 동사 call을 강조하는 조동사 do표현으로 시제가 과거이므로 did를 쓴 적절한 문장이다. 

② ‘get＋목적어＋목적보어’의 5형식 구조에서 목적어인 someone이 수리를 하는 것이므로 능동관계이며 ‘to fix~’가 적절

하다.

③ only가 이끄는 부사구 또는 부사절 다음에 주절의 ‘주어/동사’가 도치되어야 한다. Only after did it become dark they 

took a rest → Only after it became dark did they take a rest

④ 의미상 주어인 the prisoner가 허용받는 것이므로 수동관계이며 따라서 과거분사인 Allowed가 적절하다. 

fix 고치다 / privilege 특권 / captivity 감금상태 

05. ④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경제는 예상된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아일랜드의 국내총생산은 

5.7% 상승했다. 국민총생산 면에서는 경제가 6.5%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은행은 내년에 

8.5%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① than 다음에 Ireland’s economy is가 생략된 문장으로 수동관계이므로 expected가 적절하다. 

② 양, 정도를 나타내는 전치사 by는 적절하다. 

③ 이러한 성장이 기대되는 것이므로 주어와 동사가 수동관계이며 is expected가 적절하다.  

④ ‘next＋시간 명사’는 그 자체로 부사구로 앞에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at next year → next year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 in terms of ~면에서는 / gross national product 국민 총생산(GNP)

06. ①

시각장애는 가장 어려운 인간 장애 중 하나인데, 우리의 눈이 학습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자들에 대한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인생을 보다 즐겁게 만드는 한 가지는 그들이 읽는 법을 학습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다. 

시각장애자들은 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손가락의 촉각을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 보급형 점자 인쇄물을 읽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지금 사용되는 특별한 시스템은 Charles에 의해 고안되고 Braille에 의해 완성되었다. 

① 문장 전체의 주어는 One thing, 문장 전체의 동사는 is이므로 그 사이에는 수식어가 와야 한다. makes → making 또는 

which makes

② 앞에 있는 명사 a system을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끌며,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왔으므로 by which는 적절하다. 여기서 

read는 자동사로 쓰였다.

③ the blind(시각장애자들)를 대신하는 대명사이므로 they는 적절하다. 

④ 그 특별한 시스템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수식받는 명사 The special system과 분사와의 관계가 수동관계이며 과거분사 

used가 적절하다. 

the sense of touch 촉각 / raised printed matter 점자 인쇄물 / perfect 완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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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7. 다음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the detective interrogated Steve about the incident, he remembered        a black 
figure passing by. But he couldn’t be sure of what it was.

① seen ② to see 
③ seeing ④ being seen

08. 다음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cats cannot see in complete darkness, their eyes are much more sensitive 
(B) light than human eyes. 

(A) (B)
① Despite to
② Though at
③ Nonetheless at
④ While to

09.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① 그는 항상 나에게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He always tells me that saving for a rainy day is necessary.

② 나는 첫 번째로 오는 누구에게든 이 공을 주기를 원한다.
→ I want to give this ball to whomever comes first.

③ 나는 소년 시절에 독서하는 버릇을 길러 놓았어야만 했다. 
→ I ought to have formed a habit of reading in my boyhood. 

④ 그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는 독감으로 매우 아팠다고 말했다.
→ He said he was very sick with a flu, so as not to hurt her feelin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