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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I still remember the awesome feeling I had on that 
day in May when my little feet [carried / were 
carried] me up the stairs into the grandstands at the 
car racing stadium.

2.  2)

  Go to a fairly quiet place where you are not likely 
to [disturb / be disturbed]. 

3.  3)

  In 1996, the amount of venture capital fell 53% 
from the previous year, to $ 202 million. This year 
the numbers [expect / are expected] to show a 
steeper decline.

4.  4)

  But don't throw out your running shoes yet: other 
research shows that running shoes [are offered / 
offer] essential protection from the impact pressure of 
running.

5.  5)

  That is what [was happened / happened] to Gerald 
Krigel of Detroit. 

6.  6)

  The water of this legendary fountain, which no one 
has yet found, [was believed / believed] to give back 
youth and good health to those who drank it.

7.  7)

 After five centuries from geographical discoveries, the 
primacy of land power was [replacing / replaced] that 
of sea power as it had now at last become easier and 
faster to move troops by land than by sea. 

8.  8)

  Finally, there are those who pretend they are not 
reacting for the camera. They wipe an expression 
from their faces and appear to be interested in 
something else. Yet if the camera stays on them long 
enough, they will slyly check to see if they are still 
[watching / being watched]. 

9.  9)

  The Newton Outdoor Flea Market opened Saturday. 
The new market is [located / locating] at Highway 57 
and King Avenue near downtown Newton.

10.  10)

  You will also have to show that you [sufficiently 
motivate / are sufficiently motivated] to get the job 
done well and that you will fit in with the company'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team for which you 
will work.

11.  11)

  Then she explained, “When I was in school, there 
were many things that [were demanded / demanded] 
my time and energy.

12.  12)

  Japanese Prime Minister in July 2000 said that 
Japanese workers ought to be allowed to work until 
age of 70 instead of [being forced / forcing] to retire 
by 60 or 65.

13.  13)

  Years ago, the United States Mint asked Anthony if 
he would try to design a new silver dollar. Anthony 
said yes. It was a great honor for him to [be asked / 
ask] to do such a thing.

14.  14)

  On a summer day in Scotland, Paul, a member of 
the Beatles suddenly felt like seeing his chickens. The 
birds had [left / been left] behind at his home in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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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

  The young has nursemaids to feed them and 
soldiers to protect them while they [are looked after / 
look after] in their individual cells in the beehive or 
ant nest.

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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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

  We were [seated / seating] and waiting for the test 
when our professor announced that,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the final, he would give an open-book 
exam.

18.  18)

  Thousands of pieces of shiny metal were 
[surrounded / surrounding] this unusual formation. 

19.  19)

  Sinbad [has trained / has been trained] to help 
people like Ken.

20.  20)

  However, when a farmer [was appeared / appeared], 
it got up and followed him.

21.  21)

  But most of the time, my only companions were 
dolphins and flying fish. Sometimes a bird would [be 
stopped / stop] by to hitchhike or for a little rest.

22.  22)

  The recording of the great history of Western 
civilization was [making / made] possible by the early 
development of alphabetic writing.

23.  23)

  A strange thing [was happened / happened] in our 
garden the other day.

24.  24)

  When the French government [was organized / was 
organizing] a fair for the French Revolution, the noted 
bridge engineer Alexandre Gustave Eiffel was asked to 
design a structure to symbolize the occasion.

25.  25)

  An important aspect of farm machinery that is not 
often recognized is that it has [been made / made] 
modern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possible by 
freeing large numbers of people from food production 
for other work, such as manufacturing.

26.  26)

  Also, if you are an older person, your ability to 
sweat may have [declined / been declined].

27.  27)

  In most parts of the world, rabbits [have been long 
valued / have long valued] for their meat and pelts.

28.  28)

  If all spiders suddenly [disappeared / were 
disappeared], we'd starve to death.

Homo Solutus (http://cafe.naver.com/homosolu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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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석]
나는 나의 작은 발이 나를 자동차 대회 경기장에 있는 특별관람석

으로 이르는 계단으로 이끌었던 5월의 그 날 내가 느꼈던 최고의 

감정을 여전히 기억한다.
[해설]
me가 목적어이므로 능동태가 적절하다.
[정답] carried

2) [해석]
당신이 방해를 받지 않을 만한 아주 조용한 곳으로 가라.
[해설]
주어인 you가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이 되어야 하므로 수동태가 적

절하다.
[정답] be disturbed

3) [해석]
1996년도에 벤처 자본의 총액은 전년 대비, 53%가 감소한 2억 2
백만 달러로 줄었다. 금년에는 그 수치가 더욱 급격하게 감소할 것

으로 기대되어진다.
[해설]
주어인 the numbers가 expect라는 동사의 행위자가될 수 없으므로 

수동태가 적절하다. 
[정답] are expected

4) [해석]
하지만 당신의 운동화를 아직 버리지는 마라. 다른 연구는 운동화

가 달리기의 충격으로부터 발을 근본적으로 보호해준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해설]
운동화가 보호를 해 주는 것이므로 능동태가 적절하다.
[정답] offer

5) [해석]
그러한 일이 Detroit의 Gerald Krigel에게 일어났다.
[해설]
happen은 수동태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happened

6) [해석]
아직은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이 전설적인 샘물은 이 물을 마

시는 사람에게 젊음과 건강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믿어졌다.
[해설]
The water가 주어이고 동사는 believe이다. the water는 믿을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므로 수동태가 적절하다.
[정답] was believed

7) [해석]
지리상의 발견 시대로부터 5세기가 지난 후, 당시에는 드디

어 해로를 통해 부대를 이동시키는 것보다 육로를 통해 부

대를 이동시키는 것이 더 평이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지

의 중요성은 해상력의 중요성을 대체하고 있었다.
[해설]
that of 이하가 replace의 목적이므로 능동태가 적절하다.
[정답] replacing

8) [해석]
끝으로, 카메라를 향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아무런 얼굴 표정도 짓지 않고 다른 

일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카메라가 그들을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비추면 자신들의 모습이 여전히 

비춰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슬쩍 확인을 한다.

[해설]
그들이 비쳐짐으로 수동태가 적절하다.
[정답] being watched

9) [해석]
Newton 야외 벼룩시장이 토요일에 개장했다. 새 시장은 

Newton 시내와 가까운 57번 고속도로와 King가(街)에 위치

하고 있다. 
[해설] 
새로운 시장이 위치되는 것이므로 수동태가 적절하다.  
locate는 타동사이다.
[정답] located

10) [해석]
당신은 또한 당신이 그 직업에서 잘 해나갈 만큼 충분하게 

동기가 부여되어 있으며 당신이 일하게 될 기업의 조직상 

체계 및 팀원들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설]
motivate는 목적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이고 수동태

가 되어 be motivated to부정사의 형태가 되어야 하므로 

are sufficiently motivated가 적절하다.
[정답] are sufficiently motivated

11) [해석]
그리고 그녀는 설명했다. “내가 학교 다닐때, 시간을 써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해설]
“my time and energy”가 목적어이므로 능동태가 적절하다.
[정답] demanded

12) [해석]
2000년 7월 일본 수상은 일본 근로자들은 60세나 혹은 65
세에 퇴직하도록 강요받는 대신 70세까지 일을 하도록 해

야 한다고 말했다.
[해설]
Japanese workers가 퇴직을 강요받으므로 수동태가 적절하

다.
[정답] being forced

13) [해석]
몇 년 전, 미국의 조폐공사는 Anthony에게 새로운 은화를 

디자인할 것인지를 물었다. Anthony는 승낙했다. 그가 그런 

일을 하도록 요청받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다.
[해설]
him이 요청받는 것이므로 수동태가 적절하다.
[정답] be asked

14) [해석]
스코틀랜드에서 어느 여름날, 비틀즈 멤버인 Paul은 자기의 

닭들이 보고 싶었다. 그 닭들은 런던 자기 집에 놔두고 왔

다.
[해설]
the bird가 남겨지므로 수동태가 적절하다.
[정답] been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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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해석]
유충들에게는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보모와 그들을 보호해 

주는 군인들이 있어 벌집이나 개미집의 독립된 방에서 세

심한 보살핌을 받는다. 
[해설]
they는 The young을 가리키고, 보살핌을 받아야 하므로 수

동태가 적절하다.
[정답] are looked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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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도 그들은 불이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

다.
[해설]
문맥상 불에 대한 숭배가 발견된 것이므로 수동태가 적절

하다.
[정답] was found

17) [해석]
우리가 앉아서 시험을 기다리고 있을 때, 교수님이 기말 시

험이 어려운 것을 고려해 오픈 북 시험을 치르겠다고 발표

하셨다.
[해설]
seat는 타동사이고 목적어가 없으므로 수동태가 적절하다.
[정답] seated

18) [해석]
수천 개의 빛나는 금속 조각들이 이 이상한 구조물을 둘러

싸고 있었다.
[해설]
금속 조각들이 구조물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므로, 능동태가 

적절하다.
[정답] surrounding

19) [해석]
Sinbad는 Ken과 같은 사람들을 돕도록 훈련받아 오고 있

다.
[해설]
훈련견은 훈련을 받는 것이므로 수동태가 적절하다.
[정답] has been trained

20) [해석]
하지만, 한 농부가 나타났을 때, 그 소는 일어나서 그를 따

라갔다.
[해설]
appear는 자동사이므로 수동태를 쓸 수 없다.
[정답] appeared

21) [해석]
하지만 대개, 나의 유일한 친구는 돌고래와 날치들이었다. 
가끔 새가 편승하거나 쉬어가기 위해 들르곤 했다.
[해설]
이 문제에서 stop은 자동사이고 stop by는 ‘잠시 들리다’는 

의미이다. 수동태에서 행위자를 나타내는 by가 아니라는 것

에 주의해야 한다.

[정답] stop

22) [해석]
서양문명에 대한 위대한 역사에 대한 기록이 초기 문자의 

발달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해설]
make 의 목적어가 없고 목적보어 possible만 있으므로 목

적어가 주어로 나간 수동태가 적절하다.
[정답] made

23) [해석]
요전날 우리 정원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해설]
happen 자동사로서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정답] happened

24) [해석]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혁명을 위한 박람회를 조직했을 때, 
유명한 다리 기술자 Alexandre Gustave Eiffel이 그 행사를 

상징할 구조물을 설계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해설]
a fair를 목적어로 취하는 능동태가 적절하다.
[정답] was organizing

25) [해석]
종종 인식되지 못하는 농업기계화의 중요한 일면은 그것이 

제조업과 같은 다른 일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식량생산으

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현대의 사회적 경제적 조직을 가능

하게 했다는 것이다.
[해설]
modern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목적어) + 
possible(목적보어) : 목적어가 있으므로 능동태가 적절하

다.
[정답] made

26) [해석]
또한, 당신이 나이가 들어, 땀을 흘리는 능력이 감퇴했을 

수도 있다.
[해설]
decline가 ‘쇠퇴하다’의 의미일 때는 자동사로서 수동태를 

쓸 수 없다. ‘거절하다’의 의미일 때는 타동사로 수동태가 

가능하다.
[정답] declined

27) [해석]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토끼가 고기와 가죽 때문에 오

랫동안 소중히 여겨져 왔다.
[해설]
rabbits가 소중히 여겨지므로 수동태가 적절하다.
[정답] have been long valued

28) [해석]
모든 거미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우리는 굶어죽을 것이다.
[해설]
disappear은 자동사로서 수동태를 쓸 수 없다.
[정답] disappea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