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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The invention of Ivory Soap, one of the world's 
most popular brands, [was / were] an accident.

2.  2)

  Some of the good things that trees do for us [is / 
are] easy to see.

3.  3)

  Then, in the 1830s, scientists in England analyzed 
all the things that [was / were] in the bark of the 
white willow. 

4.  4)

  And the scenes in the glass [tell / tells] stories of 
the Christian faith.

5.  5)

  The outside edges of the hole [was / were] raised 
200 feet into the air.

6.  6)

  The reason why people start talking about the 
weather or current events [is / are] that they are 
harmless and common to everyone.

7.  7)

  At the end of the trunk [is / are] two muscles 
shaped like fingers.

8.  8)

  Two other communication devices that have come 
into common usage [is / are] the answering machine 
and its cousin, voice mail.

9.  9)

  While flower giving is very popular these days, the 
most common reason to give flowers [is / are] to 
express romantic love.

10.  10)

  In the back seat of the car next to mine［was / 
were］two sweet little boys.

11.  11)

  Calculating the number of people in large countries 
[is / are] not an easy job.

12.  12)

  Baby goats jump around playfully and are generally 
annoying, so the connection between baby goats and 
young humans [seem / seems] to make sense.

13.  13)

  Those who have studied the human personality [say 
/ says] that if we know the people who lost the 
money, we'll generally give it back. 

14.  14)

  The scientists involved in ocean science [hope / 
hopes] that by understanding and learning more about 
sea life, they can encourage even more people to 
protect the species that live in the oc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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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

  A common feature of meetings [is / are] the 
presentation.

16.  16)

  The other good thing about bicycles [is / are] that 
everything is completely exposed.

17.  17)

  He had heard that one of the men [was / were] 
planning on stealing some gold by shaving one pound 
of gold from each bar his donkey was carrying.

18.  18)

  Throughout the world,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is / are] choosing to buy both food and other 
products at supermarkets rather than at the 
independent stores.

19.  19)

  Immigrants in the region [was / were] lining up 
outside a local grocery store to buy Chinese 
newspapers from San Francisco.

20.  20)

  Around 50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live / 
lives] close to the oceans. 

21.  21)

  In addition, one of its most urgent goals [are / is] 
to protect the rain forests.

22.  22)

  On their feet there [is / are] rubber fins to help 
them to swim along easily.

23.  23)

  What we don’t realize is that being allowed to 
change our minds [seem / seems] to increase the 
chances that we will change our minds.

24.  24)

  One of the numerous reasons fans kept coming 
back [is / are] that the characters in the show are 
very realistic.

25.  25)

  The most popular event at rodeos [is / are] bull 
wrestling.

26.  26)

  The comforts of modern life [is / are] never far 
away even if the city gives the feeling that it is 
hundreds of miles from another civilization.

27.  27)

  An important quality of plastics [is / are] that they 
are easy to shape. 

28.  28)

  The only time you can easily tell that they are 
plants [is / are] after a rainst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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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석]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중의 하나인 아이보리 비누

의 발명은 우연히 이루어졌다.
[해설]
invention이 문장의 주어이므로 단수

[정답] was

2) [해석]
나무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좋은 일들 중에 몇몇은 

쉽게 알 수 있다.
[해설]
Some of the good things에서 주어는 some이다. some과 

같이 부분을 나타내는 말은 뒤에 나오는 전체를 나타내는 

부분에 수에 따라서 수가 결정된다. 여기서는 things가 전

체이므로 복수이다. 
[정답] are

3) [해석]
1830년대에 이르러 영국의 과학자들이 그 버드나무 껍질 

속에 들어 있는 모든 것들을 분석했다. 
[해설]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의 수에 일치시킨다. 여기서는 선행사

가 things이므로 복수이다.
[정답] were

4) [해석]
그리고 유리에 새겨진 그림 장면은 기독교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낸다.
[해설]
scenes가 주어이다.
[정답] tell

5) [해석]
그 구덩이의 바깥 가장자리는 공중으로 200피트 솟아올라 

있었다.
[해설]
주어가 복수인 edges
[정답] were

6) [해석]
날씨나 최근 사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모두에게 아무런 해가 없는 공통되는 소

재이기 때문이다.
[해설]
The reason이 주어

[정답] is

7) [해석]
코의 끝에는 손가락처럼 생긴 두 개의 근육이 있다. 
[해설]
(At the end) (of the trunk) are two muscles로 도치된 구

문이므로 two muscles가 주어이다.
[정답] are

8) [해석]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두 가지의 다른 통신장치는 자동

응답기와 그 사촌격인 음성메일이다.
[해설]
devices가 문장의 주어

[정답] are

9) [해석]
꽃을 주는 일은 요즘 매우 인기가 있는데, 꽃을 주는 가장 

흔한 이유는 낭만적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해설]
reason이 주어이므로 단수

[정답] is

10) [해석]
내 차 옆에 주차된 차의 뒷 좌석에는 귀여운 어린 남자 아

이 두 명이 타고 있었다.
[해설]
(In the back seat) (of the car) (next to mine) were two 
sweet little boys.는 도치 구문이므로 boys가 문장의 주어이

다.
[정답] were

11) [해석]
큰 나라들의 인구수를 계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해설]
주어가  동명사(Calculating)이므로 단수 취급해야한다.
[정답] is

12) [해석]
새끼 염소들은 장난을 치며 뛰어다니고 일반적으로 성가시

게 하기 때문에 새끼 염소와 어린아이 사이의 연관성은 일

리가 있는 것 같다.
[해설]
주어 the connection(3인칭 단수)
[정답] seems

13) [해석]
만일 우리가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알고 있으면 일반적

으로 그것을 돌려준다는 것을 인간의 성격을 연구했던 사

람들은 말한다.
[해설]
주어(Those)의 수와 일치해야

[정답] say

14) [해석]
해양과학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은 해양 생물에 관한 더 많

은 이해와 연구를 통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사

는 종들을 보호하기를 희망한다.
[해설]
주어가 scientists이므로 hope가 적절하다.
[정답]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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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해석]
회의의 공통적 특징 하나는 발표(프리젠테이션)이다.
[해설]
A common feature of meetings에서 주어는 feature
[정답] is

16) [해석]
자전거가 지닌 또 다른 좋은 점은 자전거의 모든 것이 완

벽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해설]
주어는 바로 앞에 위치한 bicycles가 아니라 The other 
good thing(단수)
[정답] is

17) [해석]
여행 도중에 고용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광부에게 말하길 

운반하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당나귀가 나르고 있

는 금괴에서 1파운드씩의 금을 깎아 내서 금을 훔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해설]
주어는 men이 아니라 단수로 쓰이는 주어 one
[정답] was

18) [해석]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독립된 가게들에서

보다는 슈퍼마켓에서 음식과 다른 제품들을 구입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해설]
a number of 복수명사는 number이 주어가 아니라 복수명

사가 주어이다.
[정답] are

19) [해석]
그 지역의 이민자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중국어 신문을 

사기 위해 지역 상점 바깥쪽으로 줄을 서 있었다.
[해설]
주어가 immigrants
[정답] were

20) [해석]
전 세계 인구의 약 50%가 바다 가까이에서 생활한다. 
[해설]
주어는 population
[정답] lives

21) [해석]
덧붙여 그것의 가장 시급한 목표 중의 하나는 열대우림을 

보호하는 것이다.
[해설]
주어가 one
[정답] is

22) [해석]
그들의 발에는 수영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고무로 만든 

수영용 물갈퀴가 있다.
[해설]
유도부사 there가 있는 문장으로 실질적인 주어는 rubber 
fins이므로 동사는 복수 형태인 are를 사용해야한다.
[정답] are

23) [해석]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도록 

허용된다는 점이 우리가 마음을 바꿀 가능성을 높이는 것 

같다는 것이다.
[해설]
주어는 동명사구 ‘being allowed to change our minds
[정답] seems

24) [해석]
팬들이 계속해서 다시 관람하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

는 이 공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이

다.
[해설]
주어인 명사구 One of the numerous reasons fans kept 
coming back에서 주어는 단수인 one
[정답] is

25) [해석]
로데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볼거리는 황소 씨름이다.
[해설]
주어가‘the most popular event’단수이므로 is를 써야 한다. 
[정답] is

26) [해석]
이 도시가 다른 문명으로부터 수백 마일 떨어져 있다는 느

낌을 줌에도 불구하고 현대 생활의 안락함들은 결코 멀지 

않다.
[해설]
주어가 life가 아니라 comforts이므로 복수동사 are를 쓴다.
[정답] are

27) [해석]
플라스틱의 중요한 성질은 모양을 만들기가 수월하다는 점

이다. 
[해설]
주어가 An important quality(단수명사)
[정답] is

28) [해석]
그것들이 식물이라는 것을 당신이 쉽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때는 폭우가 내린 다음이다. 
[해설]
주어는 The only time(단수) you can easily tell that they 
are plants는 The only time을 수식하는 형용사절이다.
[정답]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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