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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One more thing you need to do is to join a club 
[devotes / devoted] to mathematics.

2.  2)

  With Mom, everything she touched [turned / 
turning] to gold. 

3.  3)

  [Answer / Answering] this question in a new, 
unexpected way is the essential creative act. 

4.  4)

  After I said that, I could hear her windows [are / 
being] opened in the house.

5.  5)

  [Return / Returning] home to the evening news, 
you watch crowds of youths throwing stones 
somewhere in the Middle East.

6.  6)

  Some are based on old superstitions about ways 
[bring / to bring] the couple good luck and many 
children.

7.  7)

 Once the pups are ready, though, the pack [moving / 
moves] on.

8.  8)

  In others, you could be forced to become a child 
soldier in spite of laws [forbidding / forbid] the 
practice.

9.  9)

  Ask somebody whom you can trust [pick / to pick] 
up your mail newspapers, and packages.

10.  10)

  The worship of fire [found / was found] among 
many primitive people, perhaps because they could see 
what fire was capable of doing.

11.  11)

  When a human being walks, his or her arms and 
legs [moving / move] in a specific way in relation to 
his or her body, whereas an airplane is one whole 
chunk of metal with relatively few visible moving 
parts.

12.  12)

  He was one of my little brother's best friends and 
one of those kids that I watched [grow / grew] up 
over so many years.

13.  13)

  Imagine an archer that does not have a target [to 
shoot / shoot] his arrow at.

14.  14)

  Having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gives / 
giving] enormous richnes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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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

  They also make it a rule [refund / to refund] the 
money if purchasers return plastic or paper bags.

16.  16)

  Studies show that people who regularly exercise 
three times a week for thirty minutes [live / living] 
longer than people who are inactive.

17.  17)

  At a time when sports and other extracurricular 
activities are being cut from schools throughout the 
U.S., solely [getting / get] rid of soda and sugar-filled 
drinks is nothing but a temporary measure.

18.  18)

  Although I understand how those drinks help 
worsen the problems of obesity and diabetes faced by 
our youth, we must not forget that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programs, which also prevent obesity and 
diabetes, [are being / being] trimmed from school 
budgets every year.

19.  19)

  In the European universities of the Middle Ages, 
students who were working for advanced degrees [to 
discuss / discussed] questions in the their field of 
study of the subject.

20.  20)

  At the Conference, the children [attended / 
attending] educational sessions, taking field trips to 
museums and listening to presentations from other 
children.

21.  21)

  In the early films, the daily life of a cowboy 
[consisting / consisted] of shootouts - fights involving 
shooting guns - with stagecoach robbers and cattle 
thieves.

22.  22)

  It has taken centuries [persuade / to persuade] the 
most enlightened peoples that liberty to publish one's 
opinions and to discuss all questions is a good and 
not a bad thing.

23.  23)

  If they have protected humans from sharks, it may 
have been because curiosity [attracting / attracted] the 
dolphin, and the scent of a possible meal attracted 
the sharks.

24.  24)

  Though Korean pop culture is spreading to many 
Asian countries, the study [notes / noting] that female 
travelers from Japan and China have accounted for 
the most since 2003.

25.  25)

  If you believe education is fundamental to all 
people and that what we do as individuals in our 
society depends on the education we receive, then 
[ensure / ensuring] that education covers the main 
issues of importance is crucial.

26.  26)

  This experience will make it possible for your 
forgetful child [remember / to remember] the things 
he wants to. 

27.  27)

  Nor would it occur to the American woman that 
[looks / looking] directly at a man could be 
interpreted as bold or disrespectful.

28.  28)

  The presiding judge ordered that a cow be hanged 
by its neck because he believed it to be a wizard [had 
/ having] the power of evil spir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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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석]
한 가지 더 해야 한다면 수학에 전념하는 클럽에 가입하는 

것이다.
[해설]
One more thing (that) you need to do is to join a club 
(which is) devoted to mathematics에서 (  ) 부분이 생략

된 문장이다. 이미 문장의 동사 is가 있으므로 분사자리임

을 알 수 있다.
[정답] devoted

2) [해석]
어머니의 손이 닿는 모든 것들은 황금으로 변했다.
[해설]
Everything (she touched) turned to gold. (she touched)는 

everything을 수식하는 관계사절이므로 문장의 동사가 필요

하다.
[정답] turned

3) [해석]
이 질문에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답하는 것은 중요한 창

조적 행위이다.
[해설]
문장의 동사가 is이고 is의 주어 자리이므로 동명사인 

Answering이 적절하다.
[정답] Answering

4) [해석]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는 그 집의 창문들이 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해설]
hear(지각동사) + 목적어 + being opened (목적보어) 형태

의 문장이다. 만약에 이 문장이 접속사 that이 생략된 형태

의 문장이라면 I could hear (that) her windows were 
being opened 가 되어야 한다.
[정답] being

5) [해석]
집에 돌아와 저녁 뉴스를 보았을 때, 당신은 중동 어디에선

가 무리를 이룬 젊은이들이 돌을 던지는 것을 본다.
[해설]
you watch 이하가 주절이며 완벽한 문장을 이루고 있다.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표현이 필요하므로 분사구문이 

적절하다.
[정답] Returning

6) [해석]
어떤 것들은 부부에게 행운과 많은 자녀를 가져다주는 방

법에 관한 오래된 미신에 근거하고 있다

[해설]
Some(주어) are(동사)로 이미 문장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ways를 수식하는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적절하다.
[정답] to bring

7) [해석]
그러나 일단 강아지들이 준비가 되면 그 무리는 이동을 한

다.

[해설]
once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이어지는 경우 once는 접속사

로서 ‘일단 ~하면’ 이라는 의미이다. 접속사+주어+동사, 주

어+[  ] 이므로 동사 자리이다.
[정답] moves

8) [해석]
또 어떤 나라에서는 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

년병이 되기를 강요받을 수 있다.
[해설]
in spite of 뒤에 주어 동사가 올 수 없음 of 가 전치사이므

로 동명사가 적절하다.
[정답] forbidding

9) [해설]
당신이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우편물, 신문 그리고 소포

를 치워 달라고 부탁하라.
[해설]
Ask(동사) somebody(목적어) whom you can trust(관계사

절) to pick (목적격보어)로 ask+목적어+to부정사 구문이다.
[정답] to pick

10) [해석]
불에 대한 숭배는 많은 원시인들 사이에서 발견되는데 아

마도 그들은 불이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

다.
[정답]
, 다음에 접속사 because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주어진위치에

는 완전한 문장을 이룰 수 있는 구성요소가 나와야 하므로 

동사가 들어가야 한다. found가 동사이려면 능동의 형태이

어야 하므로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하나 목적어가 없으므

로 분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동사이면서 수동의 의미

를 표현할 수 있는 was found가 적절하다.
[정답] was found

11) [해석]
사람이 걸을 때 팔이나 다리는 몸체와 관련하여 특정한 방

식으로 움직인다. 반면 비행기는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움직이는 부분이 적은 하나의 금속 덩어리이다.
[해설]
When(접속사) + a human being(주어) + walks(동사), 주

어(his or her arms and legs) + move(동사) ~, whereas(접
속사) an airplane(주어) + is(동사)의 구조로 접속사가 2개

이므로 문장 3개가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체 문장구

조에서 동사의 자리임을 알 수 있고, move가 적절하다.
[정답] move

12) [해석]
그는 내 남동생의 가장 친한 친구들 중한 명이었고 내가 

오랜 세월에 걸쳐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그 아이들 중 

한 명이었다.
[해설]
one of those kids(선행사) that(관계대명사) I(주어) 
watched(동사) grow(목적보어)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that
이하의 문장에서 목적어는 선행사인 one of those kids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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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grow

13) [해석]
화살을 쏠 과녁이 없는 궁수를 상상해 보라. 
[해설]
that does not have a target 뒤에 to shoot이 오는 경우에

는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target을 수식하는 형태

이며, have가 사역동사인 경우 target 뒤에 동사원형인 

shoot이 와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target이 shoot한다

는 의미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to shoot이 적절하다.
[정답] to shoot

14) [해석]
기대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삶에 엄청난 풍요로움을 준

다.
[해설]
Having something to look forward to가 문장의 주어이므

로 동사인 gives가 적절하다.
[정답] gives

15) [해석]
그들은 구매자들이 비닐봉투나 종이봉투를 가지고 오면, 그 

돈을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해설]
They(주어) also make(동사) it(가목적어) a rule(목적격보

어) to refund the money(진목적어) 구조이다.
[정답] to refund

16) [해석]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세 차례 30분 동안 운

동을 하는 사람들은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한다.
[해설]
Studies show that people(주어) who regularly exercise 
three times a week for thirty minutes(관계사절) live(동사)
의 구조이다.
[정답] live

17) [해석]
스포츠와 다른 과외 활동이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줄어들

고 있는 시점에서, 단순히 탄산수와 설탕으로 가득 찬 음료

수를 제거하는 것은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해설]
when + 주어 + are(동사), getting(주어) + is(동사)의 형태

로 주어가 필요하므로 동명사인 getting이 적절하다.
[정답] getting

18) [해석]
그런 음료수들이 우리 아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비만과 당

뇨병의 문제를 얼마나 악화시키고 있는지 알고는 있지만, 
비만과 당뇨병을 예방해 주는 체육 교육과 스포츠 프로그

램이 매년 학교 예산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해설]
we must not forget that(접속사)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programs(주어), which also prevent obesity and 

diabetes(주어를 보충설명), are being(동사)의 구조이다. 문

장 전체의 동사 자리이다.
[정답] are being

19) [해석]
중세 시대의 유럽의 대학에서는 상급 단계를 위해 공부하

는 학생들은 그 분야의 문제들을 토론했다.
[해설]
In the European universities of the Middle Ages(부사구), 
students(주어) who were working for advanced degrees(관
계사절) discussed(동사)의 구조이다.
[정답] discussed

20) [해석]
그 모임에서 아이들은 박물관 현장학습을 하고, 다른 아이

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교육적인 시간을 가졌다.
[해설]
At the Conference(부사구), the children(주어) attended(동
사) educational sessions(목적어), taking field trips to 
museums and listening to presentations from other 
children. (분사구문)의 구조이다.
[정답] attended

21) [해석]
초창기 영화 속에서 카우보이의 일상생활은 주로 역마차 

강도나 소도둑과의 총격전, 즉 총싸움으로 이루어져 있었

다.
[해설]
In the early films(부사구), the daily life(주어) of a 
cowboy(수식어) consisted(동사) of shootouts의 구조로 동

사 자리이다.
[정답] consisted

22) [해석]
가장 문명화된 민족들에게조차 개인의 견해를 출판하고 온

갖 문제들을 토론할 자유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설득시키는데 만도 수세기가 걸렸다.
[해설]
It takes + 시간 + to부정사의 구조이다.
It has taken centuries (to persuade) the most enlightened 
peoples that(접속사) liberty(주어) to publish one's 
opinions and to discuss all questions(수식어구) is(동사) a 
good and not a bad thing. 
[정답] to persuade

23) [해석]
돌고래가 상어로부터 사람을 보호했다면, 그것은 아마 돌고

래는 호기심애 이끌려왔고 상어는 먹이일지도 모르는 것의 

냄새에 이끌려왔기 때문일 것이다.
[해설]
If they have protected humans from sharks, it may have 
been because(접속사) curiosity(주어) attracted(동사) the 
dolphin(목적어), and the scent of a possible meal 
attracted the sharks. 
[정답] att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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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해석]
한국의 대중 문화가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 전파되고 있지

만, 이 연구는 2003년 이래로 일본과 중국의 여성 관광객

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해설]
Though(접속사) Korean pop culture(주어) is(동사) 
spreading to many Asian countries, the study(주어) 
notes(동사) that(접속사) female travelers(주어) from 
Japan and China(수식어) have(동사) accounted for the 
most since 2003. 
[정답] notes

25) [해석]
교육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이며 우리 사회에서 

개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교육에 달려 있

다는 것을 믿는다면, 교육이 중요한 핵심 문제를 꼭 다루도

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해설]
ensuring(주어) that education covers the main issues of 
importance is(동사) crucial: ensuring ~ importance 가 주

부이고, that education 이하가 ensuring의 목적절이다. 만

약 ensure가 온다면 that 이하에서 「주어+동사」의 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 ‘covers’와 ‘is’ 라는 두 동사가 나와서 적

절하지 못하다. 
[정답] ensuring

26) [해석]
이러한 경험은 잘 잊는 당신의 아이가 기억하고 싶은 일을 

기억해 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해설]
This experience(주어) will make(동사) it(가목적어) 
possible(목적격보어) for your forgetful child(의미상의 주

어) to remember(진목적어) the things he wants to. 
[정답] to remember

27) [해석]
또한, 미국 여자들은 남자를 똑바로 쳐다본다는 것이 대담

하거나 무례하다고 여겨진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

할 것이다. 
[해설]
looks는 접속사 that다음에 주어역할을 하여야함, could be 
interpreted가 동사이므로 looks를 주어로 바꿔야 한다. 
looking으로

Nor would it occur to the American woman that(접속사) 
looking directly at a man(주어) could be interpreted(동사) 
as bold or disrespectful. 주어 자리이므로 동명사가 적절하

다.
[정답] looking

28) [해석]
재판장은 소가 악령의 힘을 갖고 있는 마술사라고 믿었기 

때문에 교수형을 시켜야 한다고 명령했다.
[해설]
The presiding judge ordered that(접속사) a cow (should) 
be hanged by its neck because(접속사) he(주어) believed
(동사) it(목적어) to be a wizard(목적격보어) having(분사) 

the power of evil spirits.
[정답] h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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