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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동사

01.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A drop ① in demand for factory goods ② are seen as a sign ③ of trouble in ④ the 

manufacturing.

02.  다음 중 어법상 옳지 않은 문장을 고르시오.  

① Slow and steady wins the game.

② Most of the students in our class are very smart.

③ My aunt Martha, together with her six children, are leaving now.

④ Tom, one of my best friends, was born in April 4th, 1985. 

03.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It is common these days to eat a healthy and balanced diet. This means watching  

① what you eat. A variety of foods are great for maintaining a good body. Of course, 

the healthier your body, ② the less likely you are to encounter disease. Most people 

who become overweight or get heart attacks are unhealthy ③ because they eat too 

much food with the wrong types of fat. Therefore, the best way to avoid problems  

④ are to eat the right balance of meat, fish, vegetables and dair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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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 석    공산품에 대한 수요의 감소는 제조업에서의 문제의 징후로 여겨진다.

해 설    ‘주어+수식어구+동사~’ 구문으로, 수식 어구(in demand ~ goods)는 동사의 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주어(A 

drop)가 단수이므로, 동사의 단수형이 와야 한다. are seen → is seen 

어 구    drop 감소    demand 수요    factory goods 공산품    sign 징후    trouble 문제    manufacturing 제조업 

  정답  ❷

02
해 석    ① 느려도 꾸준한 것이 경주에서 이긴다.

 ② 우리 학급의 학생들 대부분은 매우 영리하다. 

 ③ 나의 이모 Martha는, 자신의 여섯 아이들과 함께, 지금 떠날 것이다. 

 ④ 나의 가장 좋은 친구들 중 한 명인 Tom은 1985년 4월 4일에 태어났다.

해 설    ① ‘slow and steady'는 단일개념으로 단수 취급하므로, 동사의 단수형(wins)이 적절하다.

 ②   ‘A of B’의 형태가 주어이면서 A가 부분명사(Most)일 때에는 B(the students)가 동사의 수를 결정하므로, 동사의 

복수형(are)이 적절하다. 

 ③   ‘주어+수식어구+동사~’ 구문으로, 수식 어구(together ~ children)는 동사의 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주어(My 

aunt Martha)가 단수이므로, 동사의 단수형이 와야 한다. are leaving → is leaving 

 ④ 주어(Tom)가 단수이므로, 동사의 단수형(was born)이 적절하다.

어 구    steady 꾸준한    most 대부분    smart 영리한

정답 ❸

03
해 석    건강에 좋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은 오늘날 흔하다. 이것은 당신이 먹는 것을 지켜본다는 의미한다. 다양한 음식

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아주 좋다. 물론 당신의 신체가 더 건강할수록, 당신은 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적어진다. 

지나치게 비만이거나 심장병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나쁜 종류의 지방이 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

에, 건강하지 않다. 따라서 문제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고기, 생선, 야채 그리고 유제품의 올바른 균형 잡힌 식사를 하

는 것이다. 

해 설  ④   ‘주어+수식어구+동사~’ 구문에서 수식 어구(to avoid problems)는 동사의 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주어(the 

best way)가 단수이므로 동사의 단수형이 와야 한다. are → is

어 구    common 흔한    healthy 건강한, 건강에 좋은    balanced 균형이 잡힌    diet 식단, 식사    watch 지켜보다

 a variety of 다양한    maintain 유지하다    be less likely to 부정사: ~할 가능성이 더 적다    encounter 마주치다

 disease 병    avoid 피하다  vegetable 야채    dairy product 유제품

정답 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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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The princess ① dressed in her finest costume ② together with the guest of honour  

③ were seated ④ comfortably in the audience hall.

05.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올바르게 옮긴 것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사람을 건강하게 해 준다.’

① To be punctual makes a man healthful.

② To keep early hours makes a man healthy.

③ Early sleeping and rising makes a man healthful.

④ To sleep and to rise early make a man healthy.

06.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을 고르시오.

Understanding the cultural habits of another nation, especially one containing so many 

diversified sub-cultures as the United States,              a complex, bewildering task. 

① is ② are

③ to be ④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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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해 석    자신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그 공주는, 귀빈과 함께 접견실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해 설    ‘주어+수식어구+동사~’ 구문으로, 수식 어구(dressed in ~ the guest of honor)는 동사의 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주어(The princess)가 단수이므로 동사의 단수형이 와야 한다. were seated → was seated

어 구    princess 공주    dressed in ~을 입고 있는    costume 옷차림, 의상    guest of honor 귀빈    be seated 앉다

 comfortably 편안하게    audience hall 접견실

  정답  ❸

05
해 설    ① ‘punctual’이 주어진 우리말과 의미가 다르며, ‘healthful’도 적절하지 않다.

 ② 'to 부정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므로, 동사의 단수형(makes)이 적절하며, ‘healthy’도 적절하다. 

 ③   ‘동명사 and 동명사’가 연속된 하나의 개념인 경우 단수 취급하므로 동사의 단수형(makes)은 적절하지만, ‘health-

ful’이 적절하지 않다. healthful → healthy

 ④   ‘to 부정사 and to 부정사’가 연속된 하나의 개념인 경우 단수 취급하므로 동사의 단수형이 와야 한다. make → 

makes

어 구    punctual 시간을 엄수하는    healthful 건강에 좋은    keep early hours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다.

 healthy 건강한

정답 ❷

06
해 석    다른 나라 특히 미국처럼 그렇게 많은 다양화된 하위문화들을 포함하는 나라의 문화적 관습들을 이해하는 것은 복잡하

고 혼란스러운 일이다. 

해 설  빈칸은 동사 자리이며, ‘동명사’ 주어(Understanding~)는 단수 취급하므로, 동사의 단수형(is)이 와야 한다.

어 구    cultural 문화의    especially 특히    contain 포함하다    diversified 다양화된    sub-culture 하위문화

 complex 복잡한    bewildering 혼란스러운, 당혹스러운

정답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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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Dentists ① agree that ② brushing your teeth three times a day ③ promote good 

dental health and a ④ more attractive smile. 

08.  다음 중 어법상 옳은 문장을 고르시오. 

① Raising animals requires lots of love and hard work.

② There seem to have been a mistake; my name isn’t on the list. 

③ Trial and error are the source of our knowledge.

④ I know the person who are notorious for his rudeness. 

09.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The earliest messages we get about ourselves ① come from our parents. Whether 

we feel good or bad about ourselves ② depend on how our parents reacted to us as 

young children. Praise is very important to a young child, ③ and with encouragement 

and positive reinforcement she will try harder and achieve more. A child who 

is constantly criticized ④ or compared unfavourably to others will begin to feel 

worthless, and those feelings can stay with her throughout he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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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해 석    치과의사들은 하루에 이를 세 번 닦는 것이 치아 건강과 더 매력적인 웃음을 가져온다는 것에 동의한다.

해 설    접속사 ‘that’ 다음에, 주어가 동명사(brushing your teeth three times a day)이며 단수 취급하므로, 동사의 단수형

이 와야 한다.  promote → promotes

어 구    dentist 치과의사    agree 동의하다    brush 닦다    promote 증진하다, 촉진하다    dental 치아의

 attractive 매력적인 

  정답  ❸

08
해 석    ① 동물들을 기르는 것은 많은 사랑과 힘든 수고를 필요로 한다. 

 ②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내 이름이 명단에 없다. 

 ③ 시행착오가 우리 지식의 원천이다. 

 ④ 나는 무례함으로 악명 높은 그 사람을 안다. 

해 설  ① 주어가 ‘동명사(Raising animals)’인 경우 단수취급하며, 동사의 단수형(requires)이 적절하다.

 ② ‘there+자동사+명사주어’ 구문에서 주어(a mistake)가 단수이므로, 동사의 단수형이 와야 한다. seem → seems 

 ③ ‘Trial and error’는 ’시행착오‘라는 뜻을 가진 단일 개념이므로 동사의 단수형이 와야 한다. are → is 

 ④   ‘주격 관계대명사(who)’ 다음에 오는 동사는 선행사가 동사의 수를 결정하며 단수(the person)이므로, 동사의 단수

형이 와야 한다. are → is

어 구    raise 기르다    require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lots of ~많은    list 명단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source 원천    notorious 악명 높은    rudeness 무례함 

정답 ❶

09
해 석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최초의 메시지는 부모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우리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는지 

나쁘게 느끼는 지는, 어린 아이였을 때 부모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달려 있다. 칭찬은 어린 아이에게 매우 

중요하며, 격려와 긍정적인 지원이 있으면 아이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이 성취할 것이다. 끊임없이 비난 받거나 

부당하게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는 아이는 쓸모없다고 느끼기 시작할 것이며, 그러한 감정이 일생동안 그 아이와 함께 

머무를 수 있다. 

해 설  ②   명사절 주어인 ‘Whether ~ ourselves’는 단수 취급하므로 동사의 단수형이 와야 한다.   

depend on → depends on

어 구    come from ~에서 나오다    depend on ~에 달려있다    react 반응하다  encouragement 격려

 positive 긍정적인    reinforcement 강화, 지원    try hard 열심히 노력하다    achieve 성취하다

 constantly 끊임없이    criticize 비난하다    be compared to ~와 비교되다    unfavorably 불리하게, 부당하게

 worthless 쓸모없는, 가치 없는    feeling 감정    stay 머무르다    throughout one's life 일생동안

정답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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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What happened in New York ② were a reaction from city workers, ③ including 

firemen and policemen who had been laid off from ④ their jobs. 

11.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을 고르시오.

There                         to me a few possible explanations for his behavior.

① is occurred ② occurs 

③ are occurred ④ occur

12.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The heat wave of the summer ① is hitting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is week. 

With that swelter ② comes the chances of heat stroke or heat exhaustion. Heat stroke 

occurs when the body loses its ability ③ to regulate its temperature. Heat exhaustion 

is a bit different because it can develop ④ over several days as a result of exposure to 

high temperatures and the failure to replace fluids.

13.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The ① stated mission of the group ② are to protect consumers from false advertisement  

by ③ promoting legislation ④ requiring detailed labels on all food products.



17Chapter 1   동사의 수

10
해 석   뉴욕에서 발생한 그 일은, 소방관과 경찰관을 포함한, 자신의 직장으로부터 해고당한 도시 근로자들이 일으킨 반발이

었다.

해 설   명사절 주어인 ‘What happened in New York’는 하나의 사건을 말하므로 동사의 단수형이 와야 한다. 

 were → was

어 구    reaction 반발, 반응    lay off 해고하다     

정답 ❷

1 1
해 석    나에게 그의 행동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떠오른다.

해 설    ‘There + 자동사 + 명사주어’ 구문으로, 주어(a few possible explanations)가 복수이므로, 동사의 복수형이 와야 한

다. ①,② 제외. 그리고 ‘occur’는 자동사로 수동태를 쓰지 않는다. ③제외

어 구    explanation 설명    behavior 행동    occur 떠오르다 

  정답  ❹

12
해 석    여름 무더위가 이번 주에 서울 수도권 지역을 강타하고 있다. 찌는 듯한 더위로, 열사병 또는 소모성 열사병의 위험이 

생긴다. 열사병은 신체가 그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을 때 일어난다. 소모성 열사병은, 높은 온도에 노출되고 체액

을 교체할 수 없는 결과로, 며칠에 걸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 

해 설  ②   ‘수식어구+자동사+명사 주어’ 구문으로, 주어(the chances)가 복수이므로, 동사의 복수형이 와야 한다.   

comes → come

어 구    heat wave 무더위, 열선    Metropolitan 대도시의, 수도의    swelter 찌는 듯한 더위    chance 위험, 가능성

 heat stroke 열사병    heat exhaustion 소모성 열사병    occur 일어나다    regulate 조절하다, 조정하다

 develop(병 등이) 생기다    as a result of ~의 결과로    exposure 노출    failure to 동사원형: ~하지 않음(못함)   

 replace 교체하다, 대신하다    fluid 수분, 체액

정답 ❷

13
해 석    그 그룹의 공식 임무는 모든 식품에 상세한 라벨을 요구하는 입법을 촉진함으로써 거짓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

는 것이다. 

해 설  ‘  A of B’의 형태가 주어인 경우, 원칙적으로 A(the stated mission)가 동사의 수를 결정하며 단수이므로, 동사의 단수

형이 와야 한다.  are → is

어 구    stated 공식의, 공인된    mission 임무    protect 보호하다    consumer 소비자    false 거짓의

 promote 촉진하다    legislation 입법    require 요구하다    detailed 상세한    food product 식품

정답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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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One of ① the most popular adult ② hobbies nowadays ③ are home ④ improvement.

15.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을 고르시오.

A tenth of the automobiles in this district alone              stolen last year.

① was ② had been

③ were ④ have been

16.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As decision-making reached higher levels, half the harvests of the world ② was 

bought and sold in political and financial deals which ignored the fact ③ that food  

④ was grown to be eaten.  

17.  다음 중 어법상 옳은 문장을 고르시오.  

① About half of the sailors were sick. 

② Whoever knows him respect him.

③ Two-thirds of my books is novels.

④ There is very few advertisements in our yearb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