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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1
1

수 일치
수 일치란 문장의 동사를 주어의 수와 인칭에 따라 바른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다.
•단수 취급하는 주어: -thing, -body, -one 등의 부정대명사, 학문명, 국명, 병명, 간행물명 등의 이름, 시간, 거리, 금액 등 일정
한 정도나 양을 나타내는 표현, A and B 형식이 나타내는 단일 개념, 동명사(구), to부정사(구), 명사절
•부분이나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은 뒤에 사용된 명사에 따라 수를 결정한다.

Nothing haschanged. <부정대명사>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Mathematics ismy favorite subject. <학문명> 수학은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다.
Fifty dollars isnot enough to buy a cellphone. <금액> 50달러는 휴대전화를 사기에 충분하지 않다.
Toast and jam ismy favorite breakfast. <A and B 형식이 나타내는 단일 개념>
잼을 바른 토스트는 내가 좋아하는 아침 식사이다.

Half of the juice wasspilt on the floor.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 단수 취급> 주스의 반이 바닥에 쏟아졌다.
Most of my classmates agreeon my idea.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 복수 취급> 내 반 친구들 대부분이 내 생각에 동의한다.
+

Grammar Plus

■ a number of ~: 많은 ~ (복수 취급) / the number of ~: ~의 수 (단수 취급)

A number of students werepresent at the meeting. 많은 학생들이 그 회의에 참석했다.
The number of students in my class is26. 내 반의 학생 수는 26명이다.

2

시제 일치
시제 일치란 주절의 동사 시제를 고려하여 종속절의 동사 시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인 경우, 종속절
의 시제는 주절과 같은 시점이면 과거, 주절보다 앞선 시점이면 과거완료가 온다.

I askedif he wasolder than me. 나는 그가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지를 물었다. (종속절의 사건이 주절과 같은 시점)
The weather forecast saidit wouldrain all week.
일기예보에서 한 주 내내 비가 올 거라고 했다. (종속절의 사건이 주절과 같은 시점)

The man regrettedthat he hadn’t helpedthe old lady.
그 남자는 자신이 그 노부인을 돕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다. (종속절의 사건이 주절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경우)
+

Grammar Plus

■ 종속절이 불변의 진리나 속담, 현재도 변치 않는 사실이나 습관을 다루고 있는 경우, 주절이 과거시제여도 현재시제를 사용한다.

I learned that water boilsat 100℃. 나는 물은 섭씨 100도에 끓는다는 것을 배웠다.
■ 역사적 사실인 경우, 주절의 시제에 관계없이 항상 과거시제를 사용한다.
Yesterday, Mr. Kim told

us Korea gainedindependence from Japan in 1945.
어제, 김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한국이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다고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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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Practice 1
A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A

1 Trends (are / is) my favorite magazine.
2 Some of the fruits (has / have) gone bad.

주어의 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살핀다.

3 Three kilometers (are / is) a long distance.
4 Whether to go on a picnic or not (depend / depends) on the weather.

•go bad 상하다
•distance 거리
•whether ~ or not ~인지 아
닌지

B

주어진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 쓰시오. (단, 모두 현재시제를 사용할 것)

the new girl. (know)
1 Nobody
concentration. (help)
2 To have breakfast

3 What has a beginning
4 A third of the desserts

C

부분이나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
은 뒤에 사용된 명사를 보고 수
를 결정한다.

an end. (have)

•concentration 집중력

left in the fridge. (be)

•fridge 냉장고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1 I knew she won’t be late.
2 The doctor told me I have a flu.

3 He asked me what movie I like the most.

D

B

C
→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고 종속절

→

의 시점이 주절과 같음에 유의

→

한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두 절을 연결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D

1 나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I thought + [he is telling a lie].

주절의 시제에 관계없이 종속절

→

2 Jason은 그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다.
Jason regretted + [he didn’t say sorry].

에서 반드시 현재시제 또는 과
거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에 유의한다.
•light bulb 전구

→

3 나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다고 들었다.
I heard + [Edison invented the light bulb].
→

4 그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발견했다.
He found +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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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

10
A

Writing Practice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

그 감동적인 뉴스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news, touching, us, made)
→ The

2

happy.

나는 그 잊혀진 약속을 지키고 싶다. (keep, promise, forgotten, the)
→ I want to

3

우리는 그 유기견을 입양할 수 있다. (adopt, dog, the, abandoned)
→ We can

4

.

.

그 기차에 붙어 있는 식당차가 있었다. (attached, train, the, to)
→ There was a dining car

5

그 책장 앞에 서서, Tom은 책 한 권을 집었다. (bookshelf, standing, the, in front of)

, Tom took a book.

→

6

신선한 재료들로 요리되어서, 이 수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fresh, cooked, ingredients, with)

, this soup will never fail.

→

7

매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숙제를 마쳤다. (very, though, tired)

, she finished her homework.

→

8

셋보다 많은 아이들을 기르면, 당신은 많은 돈을 식품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 (more, raising, children, three, than)

, you can’t but spend a lot of money on food.

→

9

다른 나라에서 여행할 때는, 당신의 여권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in, traveling, countries, other)

, you have to carry your passport with you.

→

10

그 사과를 응시하고서, Robin은 그것에 화살을 겨누었다. (the, staring, apple, at)

, Robin aimed his arrow at it.

→

11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나는 화장실에 자꾸 가야 했다. (drinking, too, water, much)

, I had to go to the bathroom again and again.

→

12

엄마께서는 우리가 수영장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셨다. (us, mom, playing, watched)

in the pool.

→

13

지훈이는 그 그림이 보기에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pleasing, painting, the, found)
→ Jihun

14

to the eye.

당신은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까? (make, understood, yourself)
→ Can you

15

.

in Chinese?

우리는 그 영화배우가 이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the, star, saw, wearing, movie)
→ We

this T-sh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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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85쪽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들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단, 분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것)

1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나는 내 대사를 잊어버렸다. (get, stage)

, I forgot my lines.

→

2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이 박사님은 매우 검소하셨다. (though, rich)

, Dr. Lee was very thrifty.

→

3

너의 음식을 씹으면서 말하지 마라. (chew, food)
→ Don’t speak while

4

5시에 시작해서, 영화는 7시 정도에 끝날 것이다. (begin, five)

, the movie will end at around 7.

→

5

안경을 쓴 저 남자가 우리의 새 선생님이시다. (wear, eyeglasses)

is our new teacher.

→

6

.

Brown 부인은 그녀의 아들이 걱정스러웠다. (worried, son)
→ Mrs. Brown was

7

모든 것이 눈으로 덮여 있었다. (cover, snow)
→ Everything

8

, he is not at home.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고맙다고 말해라. (look into, eyes)
→ Say thank you,

14

.

나는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면서 벨을 울렸다. (wait for, open)
→ I rang the bell,

15

her shoulder.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는 집에 없는 것이다. (answer, phone call)
→

13

in the door.

Sally는 어떤 손이 그녀의 어깨를 만지는 것을 느꼈다. (feel, touch)
→ Sally

12

last night.

Jake는 문에 손가락이 끼었다. (get, catch)
→ Jake

11

yesterday.

Adam은 어젯밤에 어떤 개가 짖는 것을 들었다. (hear, bark)
→ Adam

10

.

나는 어제 머리를 잘랐다. (had, cut)
→I

9

.

.

모든 것이 전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자, Harry는 진정이 되었다. (find, the same, as before)
→

, Harry calmed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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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est
01

짝지어진 두 단어가 반의어 관계가 아닌 것은?

① Arctic - Antarctic

05

② outdoor - indoor

① Is he still sleeping?

② She is smiling at her sleeping baby.

③ including - except

③ The

only thing you need is a sleeping

④ commonly - scarcely

bag.
④ The

boy sleeping on the sofa is my
younger brother.
⑤ Two

mice are watching a cat sleeping in
front of the door.

⑤ annoyed - embarrassed

02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나머지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① a fox		

② a dog

③ a whale		

④ a mouse

⑤ a mammal

06

빈칸에 들어갈 play의 형태로 알맞은 것은?

I have never heard the piano
① play

④ playing

03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We put out the fire before we left the

camping

07

③ played

⑤ having played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옳은 것은?

① The house painting in blue is Anne’s.

② These are the photos taking in Busan.

.

•This is a

② plays

.

for the new school.

③ We found a broken car beside the road.

•I posted my pictures on the Internet Web

④ A bird sung a song is sitting by the window.

⑤ Those

poems writing 200 years ago are

.

still popular.

04

08
다음 영영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주어진 철자로 시작
하여 쓰시오.

someone who continues to live after a

disaster, accident, or illness in spite of
coming close to death
s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We were
① not watching TV

② pleased with our success

③ disappointing at the movie

④ shocking to the whole audience

⑤ very confused about our fee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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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어법상 틀린 문장은?

[12~13]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접속사를 고

① He said so, not looking at me.

르시오.

② Seen by the policeman, he ran away.

12

③ Living next door, he often visits me.

Turning left, you can see the bus stop.
= 

④ We held a big party, winning the game.

⑤ Taking

too much, a good medicine may

do you harm.

10

86쪽

stop.

① If

④ Though

you turn left, you can see the bus

② While

⑤ Because

③ Before

주어진 문장을 어법상 옳게 바꿔 쓴 것은?

Though he was very tired, he continued his
work.

13

① He very tired, he continued his work.

Leaving early, we could catch the bus.
= 

② He
 being very tired, he continued his work.

bus.

③ Though very tired, he continued his work.

① After

④ Though

he very tired, he continued his work.

④ Unless

⑤ Though

he being very tired, he continued

we left early, we could catch the

② When

⑤ Although

③ Since

his work.

11

그림의 내용을 바르게 묘사한 문장을 모두 고르면?

[14~15] 괄호 안의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써서 문장을 완성
하시오.

14

(frighten)

The scene was so
felt

On Sundays, my father

that everybody

by it.

.

① has my car washing

② has me wash his car

③ has me his car washed

④ has his car get washed by me

⑤ has his car get washing by me

15

(satisfy)

We were

service. It was really

with the restaura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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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est

16

[21~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법상 틀린 부분을 고쳐 쓰시오.

Suji said “Good bye,” waved her hand.

For thousands of years, people have built their

homes to protect themselves from the weather.



That’s why a home in the hot, dry desert looks

very different from a home in the cold Arctic.
Many Inuit ⓐ live in cold northern Canada build

[17~18]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괄호 안의 동사를 알맞은

homes ⓑ call igloos. The walls and dome-shaped

형태로 써서 문장을 완성하시오.

roofs are made of thick blocks of snow. They keep

17

contrast, tropical houses in Indonesia have high,

(use)

My friend had me

= My friend had his pen

people inside safe from the wind and cold. In

sloping roofs to protect people from the sun. The

his pen.

roofs also allow heavy rain to drain away.

by me.

21
18

윗글의 밑줄 친 ⓐ와 ⓑ의 형태로 알맞은 것은?

ⓐ
(catch)

I saw a snake

= I saw a frog

ⓑ

① living - called

a frog.

by a snake.

② live

- calling

④ live

- called

③ lived

- call

⑤ living - calling

19

밑줄 친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꿔 쓰시오.

As she didn’t know what to do, Amy asked

me for some advice.
 

,

Amy asked me for some advice.

22

윗글의 내용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글의 요지
를 완성하시오.

Homes have had different shapes and

20

materials according to

밑줄 친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바꿔 쓰시오.

Sitting here in the sun, I still feel cold.
 

,

I still feel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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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과 해설

[23~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5

During the winter of Paul’s freshman year at the

86쪽

그림을 보고, <보기>를 참고하여 Kamila의 요청에 대
한 문장을 완성하시오.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there was a big

snowfall. Since Paul and his friends were from
Houston, snow was a novelty to them. They were
delighted to take part in snowball fights, sledding
on cafeteria trays and building snowmen. On the

way back to the dorm, Paul noticed a small

보기

Kamila says, “Shampoo and dry my hair,

snowman along the road and decided to practice a

please.”

football tackle on it. His friends all watched him

→ Kamila

has her hair shampooed and dried.

throwing himself at the snowman. It didn’t move.
Helping Paul up and brushing off the snow, his

(1) Kamila says, “Wave my hair, please.”
 Kamila has
.
(2) Kamila says, “Polish my nails, please.”
 Kamila has
.
(3) Kamila says, “Give me makeup, please.”
 Kamila has
.

friends found that Paul had tackled a fire hydrant.

*fire hydrant 소화전

23

윗글의 밑줄 친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바꿔 쓰시오.



26
24

그림의 상황에 맞게 주어진 표현을 활용하여 분사구문
을 사용한 문장을 쓰시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① Paul은 대학 신입생이었다.

(2)

(3)

② Paul의 고향에서는 눈이 흔하지 않았다.

③ Paul과 친구들은 맘껏 눈 놀이를 즐겼다.
④ Paul은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⑤ Paul

은 소화전을 뽑을 만큼 풋볼 기술이 뛰어
났다.

go jogging /
listen to music

play the piano / dance / watch
sing songs

music videos

Josh loves music. It’s a huge part of his

life.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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