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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They endure day after day, and just when they’re 
about to [make / making] it, decide they can’t take 
any more.

2.  2)

  It took me a long time [to find / finding] one that 
was for beginners like me.

3.  3)

  Finally, Simba stopped [to breathe / breathing]. The 
doctor said, with tears in his eyes. “I regret [to tell / 
telling] you that Simba is dead.”

4.  4)

  The first thing I told her to do was [opened / to 
open] Windows.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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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This drink made their pains and fever [go / to go] 
away.

7.  7)

 When we use electricity, we should remember [to 
save / saving] it.

8.  8)

  This does not mean that you no longer hold the 
person responsible for his or her actions; instead you 
recognize the human flaws that led the person 
[injures / to injure] you.

9.  9)

  The first organized system that was used [to send / 
to sending] messages began in Egypt around 1500 
B.C..

10.  10)

  So the government launched a campaign to get 
fastfood restaurants [recycle / to recycle] 90% of their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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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The message is that [succeeding / to succeed] in 
business you have to be different.

12.  12)

  One family made hundreds of dollars by letting a 
movie maker [shoot / shooting] part of a film in their 
dining room.

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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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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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

  The mass media in both countries also encouraged 
hatred towards each other, eventually causing 
thousands of people [be /to be］expelled from 
Honduras.

16.  16)

  ESP is a sense that allows one person [reading / to 
read] the mind of another without the exchange of 
words.

17.  17)

  You'll [make / make it] possible to focus your 
considerable creative energy on achieving the highest 
and best of your dreams.

18.  18)

  After hearing me [talk / to talk] about my job, my 
young son looked forward with pleasure to [spend / 
spending] the day with me at the office. 

19.  19)

  In the early days of making movies, Westerns were 
extremely popular, and stars such as Tom Mix and 
William S. Hart made cowboy life [seem / seemed] 
dangerous.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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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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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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