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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문법이 정리가 돼요.”

“예전에는 이렇게 쉬운 문법을 왜 그렇게 어렵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문법이 제일 쉬워요.”

문법 마스터[이론편]으로 출제 포인트 위주의 공부를 해온 학생들의 반응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접근하면 생각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인 문법 마스터[문제편]은 이론편에서 쌓아온 지식들을 엄선된 문제들에 적

용하면서 실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문제집입니다. 이론편과 똑같은 챕터로 구성되

어 있기 때문에, 이론을 배우고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어 복습용으로도 좋습니다. 

해설 또한 왜 정답이 되는지와 왜 정답이 되지 않는지 등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논리

적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문장과 틀린 문장을 구분하는 비판능력을 키

울 수 있습니다.

이론과 실전의 가교 역할을 할 본 교재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랜덤 형태의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챕터별 문제풀이를 통해 이론과 문제를 연결하

는 작업을 하시면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립니다.

“선생님의 강의 자체로 힐링이 돼요.”

“영어가 보여요.”

“영어가 재미있어졌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Pro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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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동사

01.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Monash  College  the first women's baseball team.

① having ② to have ③ had ④ it had

02.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Sometimes  for religious reasons.

① fast people ② people fast ③ to fast people ④ people fasting 

03. 다음 밑줄 친 표현 가운데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Cesare Castillo a Mexican American labor activist and leader of the United Farm Workers.
        ①                                             ②     ③                ④

04.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billions of different kinds of living things on Earth.

① There are ② They ③ For the ④ To be 

05.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The Earth's atmosphere  us from the harmful effects of the ultraviolet rays and 
the X－rays.

① protects ② protecting ③ protection ④ and pro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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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 안미정 영어 문법 마스터[문제편]

01. 정답 ③

정답이유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가 들어가야 완전한 문장이 된다. ①, ②는 준동사로 문장의 동사가 될 수 없으며, ④는 

주어＋동사 형태이므로 적합하지 않다. 동사가 될 수 있는 것은 ③이다. 

해석 Monash 대학은 최초의 여성 야구팀을 갖고 있었다.

02. 정답 ②

정답이유 동사와 주어가 없다. 따라서 주어와 동사를 찾아야 한다. ①은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바뀌어 있어서 틀리다. 

③과 ④에서 준동사인 to fast와 fasting은 동사 역할을 할 수 없다. 정답은 주어 people과 동사 fast를 모두 갖추고 있는 

②이다. 

해석 때때로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금식을 한다.

어휘 fast 금식하다 / religious 종교적인

03. 정답 ①

정답이유 문장에 동사가 없다. 따라서 a 앞에 동사 was가 나와야 맞는 문장이 된다.

해석 Cesare Castillo는 멕시코계 미국인 노동 운동가인 동시에 농업 노동자 연합의 지도자였다.

어휘 labor 노동 / activist 운동가

04. 정답 ①

정답이유 주어와 동사가 필요한 문장이다. 주어와 동사가 될 수 있는 것은 ①이다. 

해석 지구에는 수십억 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생명체가 있다.

어휘 billions 수십억의 

05. 정답 ①

정답이유 동사가 없는 문장이다. ④는 동사가 될 수 있는 protects가 있지만 불필요한 and가 포함되어 안 된다. 동사가 

될 수 있는 것은 ①이다.

해석 지구의 대기는 자외선과 엑스선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어휘 atmosphere 대기 / harmful 해로운 / ultraviolet rays 자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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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동사

06. 다음 밑줄 친 표현 가운데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The Sun a medium－sized star known as a yellow dwarf.
 ①        ②                                           ③                  ④

07.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combinations of nutrients and other healthful substances.

① Contain foods ② Foods containing
③ Foods contain ④ To contain foods

08.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The Pilgrims  a settlement at Plymouth in 1620, arriving on the Mayqueen.

① establishment ② establishing ③ established ④ to establish 

09.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Most lightning  within the cloud or between the cloud and ground.

① occurs ② occurring ③ occur ④ to occur

10. 다음 밑줄 친 표현 가운데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John Wade and David Foster the founders of the study of political economics.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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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 안미정 영어 문법 마스터[문제편]

06. 정답 ②

정답이유 동사가 빠져있는 문장이므로 동사 is가 ②번 앞에 들어가야 한다. 

해석 태양은 황색 왜성으로 알려진 중간 크기의 별이다.

어휘 yellow dwarf 황색 왜성

07. 정답 ③

정답이유 주어와 동사가 없는 문장이다. 주어는 Foods이고 동사 contain이 있는 ③이 정답이다. 

해석 음식은 영양소의 화합물과 기타 건강에 좋은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어휘 contain ~을 함유하다 / combination 화합물 / nutrient 영양소 / healthful 건강에 좋은 / substance 물질

08. 정답 ③

정답이유 동사가 없는 문장이다. 동사가 될 수 있는 것은 ③이다. 

해석 Pilgrims는 메이퀸호를 타고 와서 1620년 Plymouth에 개척지를 세웠다.

어휘 establish 세우다, 설립하다 / settlement 개척지, 정착지

09. 정답 ①

정답이유 동사가 없다. 동사가 될 수 있는 것은 ①과 ③이다. 그러나 ③은 주어와 수일치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해석 대부분의 번개는 구름 안에서 또는 구름과 지면 사이에서 발생한다.

어휘 lightning 번개 / occur 일어나다, 발생하다

10. 정답 ①

정답이유 문장에 동사가 없다. 주어 다음에 바로 명사구가 이어지므로 이 사이에 동사가 들어가야 한다. ①번 앞에 동사 

were가 들어가야 맞는 문장이 된다. 

해석 John Wade와 David Foster는 정치 경제학 연구의 창시자들이었다.

어휘 founder 창시자 / political economics 정치 경제학



10

Chapter 1 동사

11.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The orbits of the Sun and Moon  the rise and fall of the earth's tides.

① to govern ② govern ③ they govern ④ governing

12.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Few people  that Thomas Alva Edison could invent a device for recording and 
playing back sound.

① believing ② believe to ③ believed ④ believe so

13. 다음 밑줄 친 표현 가운데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Charlie Russell, a great basketball player, difficulty shooting free throws.
                         ①                                            ②           ③             ④

14.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in It's a Wonderful Life, an enduring classic of American cinema.

① Jimmy Stewart starred ② Jimmy Stewart starring
③ Starring Jimmy Stewart ④ Jimmy Stewart to star

15.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I believe for him to be kind. ② I believe him to be kind.
③ It seems that he is ill. ④ He seems to be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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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 안미정 영어 문법 마스터[문제편]

11. 정답 ②

정답이유 동사가 없다. ①, ④는 준동사라 안 되고 ③에는 불필요한 주어 they가 있어 안 된다. 동사가 될 수 있는 것은 

②이다.

해석 태양과 달의 궤도는 지구의 조수 간만을 조절한다.

어휘 orbit 궤도 / govern 통치, 지배, 조절하다 / the rise and fall (조수의) 간만 / tide 조수, 밀물과 썰물 

12. 정답 ③

정답이유 동사가 없다. ①은 동사가 될 수 없는 형태이며 ②는 불필요한 to가 있어서 안 된다. ④도 역시 필요 없는 so가 

있어서 틀리다. 동사가 될 수 있는 것은 ③이다.

해석 Thomas Alva Edison이 배경음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장치를 발명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어휘 few 거의 없는, 약간의 / invent 발명하다 / device 장치

13. 정답 ②

정답이유 문장에 동사가 없다. 따라서 ②번 앞에 동사 had가 와야 맞는 문장이 된다.

해석 최고의 농구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Charlie Russell은 자유투를 던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어휘 have difficulty ~ing：~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 shoot 던지다 / free throw 자유투

14. 정답 ①

정답이유 주어와 동사가 없다. ②와 ④는 동사가 될 수 없다. ③에는 동사가 없으므로 안 된다. 따라서 정답은 주어 Jimmy 

Stewart와 동사 starred를 모두 갖추고 있는 ①이다.

해석 Jimmy Stewart는 미국 영화사상 불후의 고전인 It's a Wonderful Life에서 주연했다.

어휘 star (영화·연극 등에서) 주연을 맡다 / enduring 불후의, 오래 가는

15. 정답 ①

정답이유 believe는 의미상의 주어 ‘for＋목적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① I believe for him to be kind. (×)

→ ② I believe him to be kind. (○)

해석

① 나는 그가 친절하다고 생각한다. 

② 나는 그가 친절하다고 생각한다. 

③ 그는 아픈 것처럼 보인다. 

④ 그는 아픈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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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동사

16.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She looks young for her age. 
② He seated himself at the desk.
③ I shouted for help but nobody came. 
④ We arrived home very lately on that day.

17.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The new law will be put into effect next month.
② The incident effected a profound change in her.
③ Their opinion will not affect my decision.
④ Alcohol has a very bad affect on drivers.

18.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It is a good product made of glass.
② What annoys me most is that my sons don't study hard.
③ I thought it uselessly to fight with them.
④ I want to have this letter sent by express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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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 안미정 영어 문법 마스터[문제편]

16. 정답 ④

정답이유 lately는 부사로 ‘최근에’라는 뜻이므로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늦게’라는 의미의 late로 고쳐야 한다. 

오답이유

① 감각동사 (look, feel, smell, taste, sound)＋형용사

② 타동사 seat는 자동사 sit과 달리 목적어를 취한다. 

③ shout for help ‘살려달라고 / 도와달라고 소리치다’ 

해석

① 그녀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

② 그는 책상에 앉았다.

③ 나는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④ 우리는 그날 아주 늦게 집에 도착했다.

17. 정답 ④

정답이유 have an [effect/ influence/ impact] on[upon] ~  ‘~에 영향을 끼치다’

오답이유

① put into effect ‘~을 시행[발효]하다’의 수동태(be p.p) 구조이다. 참고로 put은 현재동사, 과거동사, 그리고 과거분사

(p.p)의 형태가 동일하다. 

② effect：vt. (결과)를 초래하다, 달성하다 n. 효과, 영향

③ affect：vt. ~에 영향을 끼치다.

해석

① 새 법은 다음 달에 시행될 것이다.

② 이 사건은 그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③ 그들의 의견은 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④ 알코올은 운전자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

18. 정답 ③

정답이유 가목적어 it을 갖는 5형식 동사(make, believe, consider, think, find)가 이끄는 문장에서 목적어 it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와야 한다. 따라서 uselessly를 useless로 고친다.

I thought it useless to fight with them. (○)

오답이유

① ‘made of’ ‘~로 만들어진’：과거분사 형태의 형용사 덩어리가 앞의 명사 product를 수식하고 있다. 

② 명사절이 주어로 사용되면 단수 취급한다.

④ “사역동사 have＋사물목적어＋과거분사” 

사역동사 뒤에 사물목적어와 수동의미관계인 과거분사가 목적보어 자리에 위치한 형태이다. 

해석

① 유리로 만든 좋은 제품이다.

② 가장 짜증나는 것은 아들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③ 아들과 싸우는 건 쓸모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다.

④ 급행 우편으로 이 편지를 보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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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This leaflet tells you how to avoid getting ill while traveling.
② Your problem appeared impossibly.
③ Little did she realize what he was trying to say.
④ She was listening to music with her eyes closed.

20.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We enjoyed it so much that we missed our plane.
② To be frank with you, there is very little hope of her recovery from the illness.
③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④ The food smelled so deliciously that I couldn't keep my mouth from watering.

21.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I asked Jenny her phone number.
② I explained him my difficulty.
③ Don't waste your time on that nonsense.
④ He is in the running for the presid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