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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Thus, if you had turned a light toward Mars that 
day, it [had reached /  would have reached] Mars in 
186 seconds.

2.  2)

  They said, “It was lucky for her that he was blind 
since he [would never marry / would never have 
married] such a homely woman if he had had eyes.”

3.  3)

  "If Hitler invaded Hell," Churchill once remarked, "I 
would [make / have made] at least a favorable 
reference to the Devil in the House of Commons." 

4.  4)

  Had the trees resisted these tiny tendrils, they 
would not [be / have been] in the state they are 
today.

5.  5)

  A few years ago I was hospitalized with breast 
cancer. One night, feeling terrible and looking worse, 
I pressed the call button and a lovely nurse came to 
my rescue. “I wish you [knew / had known] me in 
my real life.”

6.  6)

  A policeman, who was on the beach, said that if 
Clauss [haven’t / hadn’t] reacted so quickly and 
decisively, there would have been two drownings 
instead of one. 

7.  7)

  He looked as if he [ didn't eat / hadn't eaten ] for 
ten days.

8.  8)

  Had it not been for Washington's bravery and 
military strategy, the colonies could hardly [beat / 
have beaten] the British.

9.  9)

  What type of MP3 player [would you buy / would 
you have bought] if you were free to choose among 
all the players available？

10.  10)

  They believe that a better building could have been 
built if we [received / had received] more assistance.

11.  11)

  If Canada had built more homes for poor people in 
the 1960's，the housing problems in some parts of 
this country [would not be / would not have been] 
serious today.

12.  12)

  How I wish I [were / had been] more careful 
yesterday.

13.  13)

  If I [were / am] to make an accurate drawing of 
this barn and put it in a show, I'm sure I would get 
all kinds of criticism for my poor perspective.

14.  14)

  If you heard someone say your name, even if you 
were being pushed around in a big noisy crowd, you 
[would pay / would have paid]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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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

  If you [didn't give / hadn't given] me a life, I 
would not be here now.

16.  16)

  If the experiment [were / had been] performed with 
people wearing only swimming trunks, they would 
have lost no more than 10% of their body heat 
through their heads.

17.  17)

  We feel as if the day they entered our school [were 
/ had been] yesterday, and now they will proudly 
receive their graduation certificates.

18.  18)

  I wish my team [would do / had done] better in 
the last dance competition.

19.  19)

  [Have / Had] we let the friend borrow the camper, 
she would have discovered the boxes before the mice 
did.

20.  20)

  If Thomas Edison [had not invented / did not 
invent]  the electric light bulb, we would still be 
using candles to see at night.

21.  21)

  If today's top rock singer released his or her next 
piece on the Internet, it would [be / have been] like 
playing in a theater with 20 million seats.

22.  22)

  Life expectancy would grow by leaps and bounds if 
green vegetables [smell / smelled] as good as bacon.

23.  23)

  If dogs could talk, it would [take / have took] a lot 
of fun out of owning one.

24.  24)

  From the very beginning it was fanned by strong 
winds, but it would not [spread / have spread] so far 
and so quickly, if our firefighters had been able to 
arrive at the scene in time.

25.  25)

  I regret having paid little attention to him. In other 
words, I should [be / have been] paid more attention 
to him.

26.  26)

  Without you, I would [remain / have remained] 
what I was when we first met, a prejudiced, 
narrow-minded being.

27.  27)

   A human being must have occupation if he or she 
[is / were] not become a nuisance to the world.

28.  28)

  I wish people who have trouble communicating [will 
/ would] just shut up.

Homo Solutus (http://cafe.naver.com/homosolu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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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석]
따라서, 만약 당신이 그 날 화성을 향해 빛을 쏘았다면, 그

것은 186초만에 화성에 도달하였을 것이다.
[해설]
that day를 보아서 과거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가정법 과거완료가 적절하다. 가정법 과거완료는 if 절이 과

거완료,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 + have + p.p.가 와야 한다.
[정답] would have reached

2) [해석] 
“만일 그가 볼 수 있었더라면 그렇게 못생긴 여자와 결코 

결혼하지 않았을 태니까. 그가 눈이 먼 것은 그녀에게 행운

이었어.”라고 그들은 말했다. 
[해설]
if he had had eyes로 if절이 과거완료이므로 가정법 과거

완료의 문장이 되어야 한다.
[정답] would never have married

3) [해석]
“만약 Hitler가 지옥을 침공한다면,” Churchill이 한 때 언급

한 적이 있다. “나는 하원에서 적어도 악마의 편을 들어서 

발언을 하겠다.” 
[해석]
직접화법으로 인용된 부분은 가정법 과거 문장이므로 주절

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 동사원형이다.
[정답] make

4) [해석]
나무들이 이 작은 덩굴손에 저항을 했더라면 그것들은 오

늘의 상태로 있지 않을 것이다.
[해설]
Had the trees resisted these tiny tendrils는 If the trees 
had resisted these tiny tendrils에서 if를 생략하고 주어와 

조동사 had를 도치시킨 문장이다. 조건절은 가정법 과거완

료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주절에는 today가 있으므로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가 와야 한다.
[정답] be

5) [해석]
몇 년 전 나는 유방암으로 입원을 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안 좋은 느낌과 악화된 모습으로 호출 버튼을 눌렀다. 한 

고상한 간호사가 나를 구해주러 왔다. “내가 실 생활에서 

당신을 알고 지냈다면 좋을 텐데.”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해설]
in my real life는 ‘병원에 입원하기 전’을 의미하므로 과거

사실이다. 직설법 과거이므로 ‘I wish + 가정법 과거완료’가 

되어야 한다.
[정답] had known

6) [해석]
해변에 있던 한 경찰관은 만약 Clauss가 그렇게 신속하고 

단호하게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한명 대신 두 명의 익사자

가 있었을 거라고 말했다. 
[해설]
주절에 would have been을 보아 한 명 대신에 두명의 시체

가 있을 상황은 과거의 상황을 반대로 가정하는 것이므로 

가정법 과거완료가 올바른 표현이다. 
[정답] hadn't

7) [해석]
그는 1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해설]
as if 뒤에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1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은 과거의 사실에 반대이므로 가정법 과거완료가 

되어야 한다.
[정답] hadn't eaten

8) [해석] 
Washington의 용맹함과 군사적 전략이 없었더라면, 식민지

들이 영국군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해설]
Had it not been for = If it had not been for에서 if를 생

략하고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킨 형태로 가정법 과거완료이

다. 그러므로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 have p.p가 와야 

한다.
[정답] have beaten

9) [해석]
만일 네가 모든 MP3 플레이어 중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면，어떤 종류의 것을 사겠니？

[해설]
현재 상황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고 가정하는 상황이

므로 가정법 과거를 사용한다 .if 이하가 가정법 과거이므로 

주절도 가정법 과거가 되어야 한다.
[정답] would you buy

10) [해석]
그들은 만일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받았더라면，보다 좋

은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 거라고 믿는다.
[해설]
주절에 could have been이 있으므로 가정법 과거 완료이다.
[정답] had received

11) [해석]
만일 캐나다가 1960년대에 빈곤층을 위한 주택을 더 지었

더라면，이 나라 일부 지역에서의 주택 문제는 오늘날 이

렇게 심각하지 않을 텐데.
[해설]
조건절은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완료이지만, 
주절의 내용이 현재이므로 현재의 사실을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가 와야 한다.
[정답] wouldn't be

12) [해석]
내가 어제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해설]
가정법으로 쓰인 I wish의 경우 현재사실이면 가정법 과거

를，과거사실이면 가정법 과거 완료형을 쓴다.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한 유감이므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와야 한다.)
[정답] had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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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석]
만약 내가 이 헛간을 정확히 그려서 전시회에 내놓는다면 

분명 나는 서툰 원근법 때문에 온갖 비난을 받을 것이다.
[해설]
미래의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한 일을 가정하는 if절에는 

were to를 사용한다.
[정답] were

14) [해석]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당신

은 시끄러운 군중 속에서 이리저리 내둘리고 있을지라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해설]
if절에 동사가 heard인 것으로 보아, 현재의 사실을 가정하

는 가정법 과거가 사용되었다. 
[정답] would pay

15) [해석]
네가 나를 태워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여기 없을 것이

다.
[해설]
차를 태워준 것은 과거의 사실이어서 가정법 과거완료가 

사용되었고, 주절에서는 여기 있는 것이 현재의사실이므로 

가정법 과거가 사용된 혼합가정법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now에 주의)
[정답] hadn't given

16) [해석]
그 실험이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행해졌다면, 그들은 

머리를 통해 단지 10%만의 체온을 잃었을 것이다.
[해설]
과거의 사실을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완료의 문장이므로 if
절에 동사의 과거완료형 had been을 쓴다.

17) [해석]
그들이 우리 학교에 입학한 날이 어제 같은데 이제 그들은 

자랑스럽게도 졸업장을 받게 될 것이다.
[해설]
as if 뒤에 현재 사실이 나왔으므로 가정법 과거가 되어야 

한다.
[정답] were

18) [해석]
지난 댄스 경연대회에서 우리 팀이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

데.
[해설]
I wish 뒤에 과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이 나왔으므로 

가정법 과거완료가 적절하다.
[정답] had done

19) [해석]
우리가 그 친구에게 그 캠핑용 자전거를 빌려줬더라면, 그

녀는 쥐들이 그러기 전에 그 상자들을 발견했을 텐데.
[해설]
과거 사실을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완료 문장의 조건절에서 

if가 생략되었으므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어 Had+S의 어

순이 되어야 한다.
[정답] Had

20) [해석]
만약 Thomas Edison이 전구를 발명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는 여전히 밤에 보기 위해서 양초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해설]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므로 가정법 과거완료가 적절하므

로 had p.p가 되어야 한다.
[정답] had not invented

21) [해석]
오늘날의 최정상급 록 가수가 자신의 후속곡을 인터넷에 

공개한다면, 2천만 개의 좌석을 갖춘 극장에서 공연하는 것

과 같을 것이다.
[해설]
조건절의 과거형 동사 released로 보아, 가정법 과거 구문

임을 알 수 있으므로 주절은 would be가 되어야 한다.
[정답] would be

22) [해석]
만약 녹색 채소가 베이컨과 다름 없는 냄새가 난다면 수명

은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해설]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종속절은 

과거형태의 smelled가 적절하다.
[정답] smelled

23) [해석]
개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개를 갖고 있는 것에서 많은 재

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해설]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종속절의 

동사가 could이므로 주절은 would+동사원형이 적절하다.
[정답] take

24) [해석]
애초부터 강한 바람에 의해 불이 거셌지만,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제 때에 도착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멀리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불이 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해설]
과거 사실과 반대로 가정한 상황으로 종속절의 동사가 had 
been이므로 주절은 would not have spread가 적절하다.
[정답] spread

25) [해석]
나는 그에게 주의를 별로 기울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에게 주의를 더 기울었어야 했다.
[해설]
과거사실을 반대로 가정하여 후회하는 표현은 should have 
p.p이다.
[정답] have been

26) [해석]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지난 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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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즉 편향되고 편협한 존재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해설]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여 상황을 추측해보는 내용임으

로 would have remained가 적절하다.
[정답] have remained

27) [해석]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세상에 골칫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서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
[해설]
가정법은 현재 사실 또는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

정하여 현실과의 거리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단순하게 조건

을 나타내는 문장을 가정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문장의 

종속절은 조건의 부사절이다.
[정답] is

28) [해석]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냥 입을 다물었으면 좋

겠다.
[해설]
I wish 다음에는 가정법을 사용한다.
[정답] wou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