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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Make a list of every goal you have. Include goals 
about finances, relationships, and your career. Be as 
[specifically / specific] as possible. 

2.  2)

  Situated at an elevation of 1,350m, the city of 
Kathmandu, which looks out on the sparkling 
Himalayas, enjoys a warm climate year-round that 
makes living here [pleasant / pleasantly]. 

3.  3)

  As we grew older, Mom made sure we did our part 
by keeping our rooms [neat / neatly].

4.  4)

  In spite of its close location to these countries, 
however, Korea has remained [free / freely] of the 
deadly disease.

5.  5)

  As one of the most productive composers, Schubert 
wrote music as [free / freely] as one would write a 
friendly letter.

6.  6)

  To observe stars, you must look [careful / carefully] 
at the night sky. 

7.  7)

 They also make the corridors near the cash registers 
more [narrowly / narrow].

8.  8)

  A theory must be able to be tested. If it is tested 
again and again and is still found [useful / usefully], 
the theory is adopted.

9.  9)

  In fact, even some of Dr. Rush's colleagues 
considered his prescriptions for health rather 
[dangerous / dangerously].

10.  10)

  “To prove to them how [easy / easily] they can be 
tricked!” Ali re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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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This genetic change may cause a child to be born 
[defective / defectively] in some way.

12.  12)

  The greater the interest the tighter the group will 
stick together, and the more [intense / intensely] the 
collective action will become.

13.  13)

  8 or 10 people can get together in a room, and if 
the meeting is run [proper / properly], all feel as 
though they are contributing to what they will be 
working on in the future.

14.  14)

  At first, your dream will seem [impossible / 
impossibly].

15.  15)

  If you want to get close enough to wild animals to 
photograph them in their natural habitats, you need 
to become as [invisibly / invisible] to them as 
possible.

16.  16)

  In contrast, it can take days before fresh vegetables 
reach the dinner table and vitamins are gradually lost 
over time no matter how [careful / carefully] the 
vegetables are transported and stored.

17.  17)

  Some researchers would like to know how a homing 
pigeon can almost always find its way home. They 
tied small bar magnets around the necks of some 
homing pigeons and then set them [free / freely].

18.  18)

  This concept is difficult to define but basically it 
refers to how [content / contently] we are with our 
life.

19.  19)

  [Strangely / Strange] as it may sound, this is 
usually what happens when people are trapped in a 
blizzard or fog.

20.  20)

  These machines strengthen their forgetfulness. This 
is because children get the information [passive / 
pas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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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specific
[해석]
당신이 정한 모든 목표를 목록으로 만들어라. 자금, 인간관

계, 그리고 직업에 관한 목표를 포함시켜라.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해설]
be동사의 보어 자리이므로 형용사가 적절하다.

2) 
[정답] pleasant
[해석]
해발 1,350미터에 위치하여 반짝거리는 히말라야 산맥이 내

다보이는 카트만두 시는 연중 내내 기후가 온화하여 살기 

편한 곳이다.
[해설]
a warm climate(선행사) year-round that(주격관계대명사) 
makes(동사) living here(목적어) pleasant(목적보어)의 구성

이므로 형용사가 적절하다. 

3) 
[정답] neat
[해석]
우리가 나이를 먹자, 어머니는 우리 방을 깨끗이 하는 것으

로 우리의 역할을 하라고 강조하셨다.
[해설]
by keeping(동사) our rooms(목적어) neat(목적보어)의 구

조이고,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므로 our rooms의 상

태를 설명하는 형용사 neat가 적절하다.

4) 
[정답] free
[해석]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

서도 이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면역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해설]
Korea(주어) has remained(동사) free(보어) of the deadly 
disease.의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remain은 2형식동사

이다.

5) 
[정답] freely
[해석]
가장 많은 곡을 쓴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서 슈베르트는 

다정한 편지를 쓰듯 곡을 자유롭게 썼다.
[해설]
Schubert wrote music as freely as one would write a 
friendly letter. 슈베르트가 다정한 편지를 쓰듯이 곡을 자

유롭게 썼다라는 의미로서, wrote를 수식하는 말이 와야 하

므로 부사가 적절하다.
‘

6) 
[정답] carefully
[해석]
너는 밤하늘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해설]
look at은 ‘~을 보다’라는 의미로 carefully는 look을 수식하

므로 부사가 적절하다. look이 ‘~처럼 보이다’의 의미인 경

우에는 2형식동사로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가 

와야 한다.

7) 
[정답] narrow
[해석]
그들은 또한 계산대 근처의 통로를 더 좁게 한다.
[해설]
They(주어) also make(동사) the corridors(목적어) near 
the cash registers(형용사적 수식어구) more narrow(목적보

어).의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통로를 좁은 상태로 하다

의 의미이므로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보어 자리이며, 형

용사가 적절하다.

8) 
[정답] useful
[해석]
이론은 실험되어져야 한다. 이론이 여러 번 실험되어져서 

여전히 유용한 것으로 판명되면, 그 이론은 채택된다.
[해설]
find + 목적어 + 목적보어의 형태의 문장인 we find it 
useful이 수동태 문장인 is found useful이다. 보어자리이므

로 형용사가 적절하다.

9) 
[정답] dangerous
[해석]
사실, Rush 박사의 동료들조차도 그의 건강처방을 다소 위

험한 것으로 생각했다.
[해설]
In fact, even some of Dr. Rush's colleagues(주어) 
considered(동사) his prescriptions(목적어) for health(형용

사적 수식어구) rather dangerous(목적보어). 의 구조로 이

루어진 문장이다. 그의 건강처방을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므로 his prescription을 보충하는 형용사가 적절하다.

10) 
[정답] easily
[해석]
“그들이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가는 지를 증명해 보이기 위

해 그것을 했어요.”라고 Ali는 대답했다.
[해설]
how easily they can be tricked에서 they can be tricked가 

완전한 문장이므로 부사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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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답] defective 
[해석]
이 유전자 변화가 어떤 식이든 결함 있는 아이로 태어나게 

할 수도 있다.
[해설]
This genetic change may cause a child to be born 
defective in some way. defective는 목적어(a child)를 설명

해 주는 유사보어이며,  아이가 결함이 있는 상태로 태어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사인 defective를 사용하는 경우, be 
born을 수식하는 말이 되어 태어나는 행위 자체가 결함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의미상 부사는 부적절하다. 

12) 
[정답] intense
[해석]
이해관계가 크면 클수록 이익 집단의 응집력은 강해지고, 
집단행동의 강도는 더욱 강해진다.
[해설]
the 비교급 , the 비교급 구문으로, become의 보어인 more 
intense가 the more intense의 형태로 문장 앞으로 이동해 

있다. the more intense(보어)  the collective action(주어) 
will become(동사).의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보어 자리

이므로 형용사가 적절하다. 

13) 
[정답] properly
[해석]
8～10명이 한 방에 모여,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면, 모

두가 앞으로 하게 될 사업에 자신들이 기여하고 있다고 느

끼게 된다.
[해설]
‘운영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완전타동사 run이 수동태로 쓰

였으므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properly가 적절하다.

14) 
[정답] impossible
[해석]
처음에 당신의 꿈이 불가능하게 보일 것이다.
[해설]
seem은 2형식 동사이므로 보어로 형용사가 적절하다.

15) 
[정답] invisible
자연 서식지에서 사는 야생 동물의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접근하려면 가능한 한 동물들의 눈에 띄지 않

는 모습이 되어야한다.
[해설]
you need to become(동사) as invisible(보어) to them as 
possible. 의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보어 자리이므로 

형용사가 적절하며, 이 문장은 형용사 자리에 as ~ as 동등

비교가 사용되었다.

16) 
[정답] carefully
[해석]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선한 채소가 저녁식사 테이블에 도달

하기 전에 며칠이 걸릴 수 있고 채소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운송되고 저장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비타민이 서

서히 손실된다.
[해설]
the vegetables are transported and stored는 완전한 문장

이고 be+p.p.(동사)를 수식하는 자리이므로 부사 carefully
가 적절하다.

17) 
[정답] free
[해석]
어떤 연구자들은 편지를 전달하는 비둘기가 어떻게 집으로 

가는 길을 항상 찾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그들은 

몇몇 편지를 전달하는 비둘기의 목에 작은 막대자석을 묶

고 날려 보냈다.
[해설]
 set + 목적어 + free 구문은 ‘목적어를 놓아주다’의 의미이

다. them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목적보어자리이며 

형용사가 적절하다.

18) 
[정답] content
[해석]
이 개념은 정의하기 힘들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가리킨다.
[해설]
we are 의 보어가 필요하므로 형용사가 적절하다.

19) 
[정답] strange
[해석]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눈보라나 안개 속에 

갇히면 이러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
[해설]
형용사(부사, 무관사 명사) + as + 주어 + 동사 : as는 

though의 의미이며 sound의 보어에 해당하는 형용사가 적

절하다. Strange as it may sound는 As it may sound 
strange가 변형된 형태이다. 

20) [정답] passively
[해석]
이런 기계 장치들은 그들의 건망증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아이들이 정보를 수동적으로 습득하기 때문이다.
[해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다’의 의미이므로 동사를 수식하는 부

사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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