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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We are quick to judge other people through their 
actions. We stay away from people who think and act 
[different / differently].

2.  2)

  Tom, the mechanic, was extremely helpful and 
honest about the work [necessarily / necessary] on my 
car.

3.  3)

  Only two of the sensors need to be functioning in 
order to [proper / properly] monitor the fuel levels.

4.  4)

  You should never feel like you have to accept food 
items [exact / exactly], as they are described on the 
menu.

5.  5)

  An [increasingly / increasing] number of people 
come to the U.S. every year, believing that it's a 
paradise where their dreams will come true.

6.  6)

  As a foreign student, you may encounter language 
problems in America. Spoken English may sound very 
[rapidly / rapid].

7.  7)

 Besides helping us become better readers, writing 
helps us think [creative / creatively].

8.  8)

  They grow [wild / wildly] when the scent of blood 
from a wounded creature reaches them.

9.  9)

  The fact that a dream has not yet been fully 
realized is what makes that dream so [desirable / 
desirably].

10.  10)

  And paper clips, though they seem [simply / 
simple], were not invented until the late 18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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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You can make the trip more [enjoyable / enjoyably], 
by taking a few simple steps to reduce the possibility 
that your home will be broken into while you are 
gone.

12.  12)

  Are you [complete / completely] confident and 
satisfied with your corporate appearance?

13.  13)

  Vincent van Gogh, a famous Dutch artist, painted 
some of his most [wonderfully / wonderful] paintings 
in Arles, in the south of France.

14.  14)

  School uniforms have some advantages. For 
example, they make all the students feel [equal / 
equally].

15.  15)

 Good jugglers make juggling look so [easy / easily] 
that it is difficult to imagine all the physics that 
comes into play.

16.  16)

  Three hours will be enough for us to make your 
home [free / freely] of any dirt.

17.  17)

  The person with a successful business has spent 
many long, boring hours working late into the night 
on tasks that no one would consider [excitingly / 
exciting].

18.  18)

  Most people agonize over the big choices and don't 
even think about the little ones, though the little 
choices are what make the big ones [possible / 
possibly].

19.  19)

  Such penalties result in a player being sent to an 
isolated area called the penalty box, after which the 
offender’s team must operate a player [short / 
shortly].

20.  20)

  In your country, is it considered [polite / politely] 
to listen to other people without any change of 
expression on the face?

Homo Solutus (http://cafe.naver.com/homosolutus)



                           
형용사 vs 부사

Grammar Assignment

 - 3 -                             

1) 
[정답] differently
[해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 판단하는 데에 

재빠르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지려고 한다.
[해설]
동사 think and act를 수식하는 부사 differently가 적절하

다.

2) 
[정답] necessary
[해석]
수리공인 Tom은 제 차가 받아야 할 수리에 대해 큰 도움

을 주었고 정직했습니다.
[해설]
work(명사) necessary on my car(형용사구)의 구조로, ‘자동

차에 필요한 일’이란 뜻이므로 앞에 있는 명사 work를 수

식하는 형용사 necessary가 적절하다.

3) 
[정답] properly
[해석]
연료의 양을 적절히 점검하기 위해서는 단 두 개의 감지기

만 기능하면 된다.
[해설]
in order to monitor에서 to monitor는 to부정사로, to와  

monitor 사이에 monitor를 수식하는 부사가 삽입된 형태의 

분리부정사이다.

4) 
[정답] exactly
[해석]
당신은 메뉴판에 설명되어진 대로 정확하게 음식을 받아들

여야 한다고 느낄 필요는 결코 없다.
[해설]
동사 accept를 수식하므로 부사 exactly가 적절하다.

5) 
[정답] increasing
[해석]
매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자신들의 꿈이 실현될 

낙원이라고 믿으며 미국에 온다. 
[해설]
a number of는 ‘많은’이라는 의미인데, ‘점점 더 많은’이라

는 의미로 명사 number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형용사 

increasing이 적절하다.

6) 
[정답] rapid
[해석]
외국 학생으로서, 당신은 미국에서 언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구어는 매우 빠르게 들릴지도 모른다.
[해설]
2형식 감각동사 look, sound, feel, taste, smell 뒤에는 형용

사가 보어로 사용된다.

7) 
[정답] creatively
[해석]
글을 쓰는 것이 우리가 더 잘 글을 읽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해설]
help us think crealtively의 형태로 think를 수식하는 부사

가 적절하다.

8) 
[정답] wild
[해석]
그들은 상처 입은 생물에서 나오는 피 냄새를 맡게 되면 

거칠어진다.
[해설]
grow는 2형식 변화동사로 ‘~되다’라는 의미일 때에는 뒤에 

보어로 쓰이는 형용사가 온다. 이 문장에서 주어 they가 

wild한 것이므로 주어를 보충설명하는 보어로서 형용사가 

적절하다.

9) 
[정답] desirable
[해석]
꿈이 아직 충분히 달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꿈을 아주 

바람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해설]
what(주어) makes(동사) that dream(목적어) so desirable 
(목적보어)의 구조로, makes의 목적어가 that dream이고 

목적격보어가 있어야 하는 자리이므로 형용사 desirable이 

적절하다.

10) 
[정답] simple
[해석]
그리고 종이 클립은 비록 단순해 보이더라도 1800년대 후

반에서야 비로소 발명되었다.
[해설]
seem은 2형식 동사이므로 보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형용

사 simple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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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답] enjoyable
[해석]
당신이 집을 비운 동안 당신의 집이 침입 당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간단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행을 더 

즐겁게 만들 수 있다.
[해설]
You(주어) can make(동사) the trip(목적어) more 
enjoyable(목적보어)의 구조로, 목적어인 the trip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자리이므로 형용사 enjoyable이 적절하

다.

12) 
[정답] completely
[해석]
당신은 당신의 회사에 맞는 외모에 완전히 자신감을 갖고 

만족하는가?
[해설]
are의 보어인 confident and satisfied를 수식하는 자리이므

로 부사가 적절하다.

13) 
[정답] wonderful
[해석]
유명한 네덜랜드의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는 프랑스의 남

부지방인 아를르에서 가장 훌륭한 몇 작품을 그렸다.
[해설]
명사 paintings를 수식하는 자리이므로 형용사 wonderful이 

적절하다.

14) 
[정답] equal
[해석]
교복은 몇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교복은 모

든 학생들이 동일하다고 느끼게 해 준다.
[해설]
feel은 2형식 동사로 뒤에 보어가 필요하므로, 형용사가 적

절하다.

15) 
[정답] easy
[해석]
juggling을 잘하는 사람은 juggling 하는 것이 너무 쉽게 보

여서 움직이는 모든 물리학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해설]
look은 2형식동사로 형용사를 보어로 사용한다.

16) 
[정답] free
[해석]
우리가 너의 집을 먼지가 하나도 없도록 하는데 세 시간이

면 충분할 것이다.
[해설]
make(동사) your home(목적어) free(목적보어)의 구조로 

‘집이 먼지가 없는’의 의미로 형용사가 적절하다.

17) 
[정답] exciting
[해석]
성공한 회사를 가진 사람은 많은 시간들을 어느 누구도 재

미있어 하지 않을 업무들을 밤늦은 시간까지 하면서 보냈

다.
[해설]
on tasks(선행사 / 목적어) that(주어) no one would 
consider(동사) exciting (목적보어)의 구조로 형용사가 적절

하다.

18) 
[정답] possible
[해석]
비록 그 작은 선택들이 중요한 선택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인 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중요한 선택들에 관해서는 고

뇌하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해설]
what(주어) make(동사) the big ones(목적어) possible(목적

보어)의 구조로 형용사가 적절하다.

19) 
[정답] short
[해석]
그러한 벌칙은 페널티 박스라 불리는 고립된 장소에 해당 

선수를 보내는 데, 그 다음에는 반칙한 팀은 한 명의 선수

가 적은 채로 경기를 해야 한다.
[해설]
‘한 명의 선수가 부족하다’라는 의미이므로 a player의 상태

를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적절하다.

20) 
[정답] polite
[해석]
당신의 나라에서는 얼굴에 표정의 변화가 없이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예의바르다고 여겨지는가? 
[해설]
5형식동사 consider의 수동태로 be considered 다음에 형용

사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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