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만에 끝내는 문법 독해
수능 주요 문법 포인트 학습
DAY

시제

01

수능 독해에 필요한 주요 핵심 문법 포인트를 15일
분량으로 정리하여 단기간에 문법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기본시제
현재시제

현재의 사실, 상태, 습관, 반복적인 행위
일반적 사실, 불변의 진리

My brother is an elementary student.
The sun rises in the east.
과거시제

과거의 행동, 상태, 습관
역사적 사실

Tim broke the vase an hour ago.
Columbus discovered the New World in 1492.
미래시제

will: 미래 일에 대한 추측이나 의지
be going to: 예정된 계획

It will be snowy tomorrow.
Are you going to visit your aunt at her house next week?
■`미래의

일이라도 그것이 이미 확정된 일인 경우 현재시제를 사용할 수 있다.

The movie starts at 3 p.m. this afternoon.

2 진행시제
「be동사`+`-ing」
의 형태로 현재진행시제는 현재의 일시적인 동작, 가까운 미래의 예정된 일을 나타내고, 과거진행시제는 특정한
과거 시점의 일시적이고 짧은 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던 일을 나타낸다.

They are running in the playground now.

I’m leaving for Paris soon.

He was riding his bike to school then.
■`소유동사`(have,

belong to, own), 인식동사`(know, believe, understand), 감각동사`(smell, taste, sound),

감정동사`(like, hate, love) 등은 진행형으로 쓰이지 않는다.

Andy loves is loving his parents.

Exercise 1

This soup smells is smelling strange.

다음 괄호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
Exercise 1
다음 괄호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시오.

1. The moon (goes / went) around the Earth.
2. We (will see / saw) a wonderful sunrise at the beach yesterday.
3. (Does / Did) Bill walk his dog last Friday?
4. (Are / will) you going to practice the piano this afternoon?
5. Sally (is having / has) a beautiful voice.
6. The boy (was not holding / will not hold) a tennis racket at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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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moon (goes / went) aro
2. We (will see / saw) a wonde
3. (Does / Did) Bill walk his d

Exercise 에서는 학습한 핵심 문법
포인트의 이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단문형 연습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4. (Are / will) you going to pra
5. Sally (is having / has) a bea
6. The boy (was not holding /

Practice Test
Practice Test

기출 분석 및 적용 Test
기/출/분/석

▶정답과 해설 3쪽

DAY

[1-5] 다음 괄호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시오.
1. How long [did you suffer / have you suffered] from a stomachache since last night?
2. When Edward got back from the supermarket, somebody [has / had] already taken his
wallet at the checkout counter.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01

2015년 고3 3월 전국연합

As I was sitting there stewing, I realized ③ how ridiculous I was being. Suddenly, a
phrase I once read ④ came floating into my mind: ‘You must do him or her a kindness for
inner reasons, not because someone is keeping score or because you will be punished if
you don’t.’ I realized ⑤ what I had wanted a reward: If I do this nice thing for you, you
(or someone else) will do an equally nice thing for me.

3. She has never [been / gone] to Venice in Italy, so she didn’t have a chance to ride a
gondola, a traditional boat.
4. I [have coached / will have coached] the soccer team by the time you and your family
come back to our town.

핵심 Point

과거의 특정한 때에 있었던 사건이나 일을 나타낼 때는 단순과거시제를 사용한다.
④ 어떤 문구가 떠오른 것은 내가 안달하면서 앉아 있을 그 당시, 즉 과거의 어떤 특정한 때이기 때문에 단순과거시
제 came은 어법상 적절하다.
▶ 바로 뒤에 나오는 조동사들을 보고 시제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

5. It’s 6:10 p.m. The opera starts at 7 p.m. It takes an hour to get to the opera house, so I
think that we [arrive / will arrive] there at 7:10 p.m. That means when we arrive, the
opera [has / will have] started.

③ 동사 realized 뒤에 쓰인 의문사 how가 이끄는 절은 명사절로 어법상 적절하다.
⑤ I had wanted a reward는 완전한 문장이므로 불완전한 문장을 수반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아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으로 바꾸어야 한다.

적용 Test

[6-10]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 틀리면 X로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시오.
6. The Industrial Revolution, which began in Britain in the late 1700s, led to the economic
growth in Western Europe.
7. I have had a hard time balancing my school work and social life last semester.
8. When we got out of the basketball court, so many people have already been waiting for
the bus with their favorite players to appear.
9. For seven years, she has been writing more than 10 books on interior design including
drawing, furniture design, architecture, etc.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Sherlock Holmes ①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popular characters in
detective fiction for over a century. The extremely intelligent and observant detective
was created by Scottish author and physician, Sir Arthur Conan Doyle. Holmes first
② appeared in the novel A Study in Scarlet in 1887, when Doyle was only 27 years old.
It is a famous story that Doyle created a character that was inspired by Dr. Joseph Bell,
a surgeon and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Edinburgh. Doyle ③ has met him when he
studied medicine at this university. Dr. Bell was a legendary professor ④ whose
diagnosis on his patients was never wrong. Doyle was impressed that Dr. Bell identified
crucial information about his patients by merely looking at them and asking them
simple but key questions. Dr. Bell later felt proud ⑤ to become a model for Sherlock
Holmes.

10. Meggie and I have been having a good friendship since elementary school. She
is understanding me very well and she is ready to help me when I’m in troubl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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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Test 에서는 수능형 어법 문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선택형과 밑줄형으로 구성된 단문 연습 문
제를 수록하여 학습한 Day의 전체적인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Day 01 | 시제

17

기 / 출 / 분 / 석 에서는 수능, 평가원 모의평가, 전국연합
모의고사의 기출 어법 문제를 제시하여 각 Day에서
학습한 문법 사항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적용 Test 에서는 수능형 어법 문제에 대
한 감을 익히고 학습한 문법 사항을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

O

Grammar Q&A

N

S

T

I

T

U

T

Review Test
Review Test 1

0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The number of art classes at many schools ① has been reduced. Did your school cancel
next year’s play? Have band classes been eliminated? When school budgets are under
pressure, the arts always seem to be the first programs that ② are cut. Classes in painting,
drama, dance, and music are often the first to be removed. Some people believe ③ that arts
funding should be cut. So why shouldn’t schools cut arts programs when money is tight?
There are many reasons to preserve the arts in schools. Students exposed to the arts ④ having
higher academic achievement. Students who study the arts are four times more ⑤ likely to
get academic awards or win a writing award.

But for air, all living creatures would die.라는 문장에서 But for는 무슨 뜻이죠?‘공기를 위해서
가 아니면’이라는 뜻인가요?

But for는
‘~이 없(었)다면’
이라는 의미를 가진 가정법 대용어구입니다.
가정법 대용인 만큼 주절의 시제는 가정법 시제를 따르는데요, 즉 현재 사실의 반대 상황을 가정할 때는
「주어+조동사의 과거형+동사원형」
인 가정법 과거시제를, 그리고 과거 사실의 반대 상황을 가정할 때는
인 가정법 과거완료시제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But for air, all
「주어+조동사의 과거형+have p.p.」
라는 의미의 가정법 과거
living creatures would die.는‘공기가 없다면, 모든 생명체는 죽을 것이다.’
를 나타냅니다.
또 다른 가정법 대용 어구로는 without이라는 전치사도 있습니다. 형식은 but for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Without your help, I couldn’t finish my work on time.은‘네 도움이 없다면, 나는 내 일을
제시간에 끝낼 수 없을 거야.’
라는 의미의 가정법 과거를 나타내며, But for your help, I couldn’t
finish my work on time.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정법 과거완료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But for[Without] your help, I couldn’t have
finished my work on time.으로 쓸 수 있으며, 의미는‘네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내 일을 제시간에
끝낼 수 없었을 거야.’
입니다.

But for my illness, I could go there.
=Without my illness, I could go there.

02

=If it were not for my illness, I could go there.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그곳에 갈 수 있었을 텐데.

But for his visit, I could have had a relaxing weekend.
=Without his visit, I could have had a relaxing weekend.
=If it had not been for his visit, I could have had a relaxing weekend.
그의 방문만 아니었다면, 나는 편안한 주말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Michelin Guide is a best-selling restaurant critique that (A),waLLs LpuLblLisLheLd L/ LhaLs LbeLenL
puLblLisLheLdL. annually since 1900. The Guide, which covers Europe and New York, uses a star
system to grade restaurants and provides summaries of restaurants’ features. The Guide’s
success has been built on its careful evaluation of restaurants, and its reviews have the power
(B),deLciLdeLd /L tL oL dL eLciLdeL .L the fate of a business. In time, we may be able to compare restaurants
worldwide (C),useLd /L uLsiLngL. the Guide.
(A)

(B)

① was published

…… decided

(C)
…… used

② has been published …… to decide …… using
③ was published

…… to decide …… using

④ has been published …… to decide …… used
⑤ has been published …… decide

Day 13 |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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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Q& A 는 앞서 학습한 문법 사항과 연관되
는 추가적인 설명을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구성하여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Final Test

30

……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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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Test 에서는 4문항의 수능형 어법 문제를
3 Day당 1회씩 수록하여, 그동안 배운 문법 사항을
중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답과 해설
정답 과 해설

Final Test 1
DAY

0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Not long ago I heard about a young man in my hometown ① who found $3,500 cash in a
bag on the street. He tried to find the owner and then returned it to him. Everyone who heard
the story ② admired him for what he did, but he avoided the media. He insisted that he just
③ do the only thing he could do. It turned out that the money he returned was the life savings
of a sixty-eight year old man, and through the young man’s one act he could certainly ④ be saved
financially. However, the young man refused to take credit. That’s because he believed that
taking credit for doing what was the right thing would be ⑤ totally inappropriate. He
regarded his behavior as a natural and right thing.

01

시제

본문 12~15쪽

5. 나는 지난 일요일 내 생일 파티를 즐겼다.
6. Robert는 7년 동안 똑같은 컴퓨터를 써오고 있다. 그것은 여전히 잘

[예문 해석]

작동한다.

1⃞ ·내 동생은 초등학교 학생이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Tim은 한 시간 전에 그 꽃병을 깼다.

[예문 해석]

·Columbus는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했다.

5⃞ ·나는 역에 도착했지만, 그 기차는 이미 떠났다.

·내가 그의 집에 가기 전에 파티는 끝났다.

·내일은 눈이 올 것이다.
·너는 다음 주에 이모 댁을 방문할 예정이니?

·내가 그녀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는 숙제를 끝냈다.
6⃞ ·나는 그 영화를 세 번 보게 된다.

·그 영화는 오늘 오후 3시에 시작한다.

·나는 내일 그 컴퓨터를 고칠 것이다.

2⃞ ·그들은 지금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

·나는 내일까지는 그 컴퓨터를 고칠 것이다.

·나는 곧 파리로 떠난다.
·그는 그때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 중이었다.

·그들은 7월까지는 그 공사를 끝낼 것이다.

·다음 기차는 2시에 도착한다.

·봄이 올 무렵 우리는 파리에 한 달간 머무른 것이 된다.

·Andy는 그의 부모님을 사랑한다.
Exercise 3

·이 수프는 이상한 냄새가 난다.

1. had been

2. had lived

3. had never seen

4. had slept

1. goes

2. saw

3. Did

5. will have studied

6. will have known

4. Are

5. has

6. was not holding

해석 |

Exercise 1

02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f we think deeply about our childhood, not just about our memories of it but how it
actually felt, we realize how (A),difLfeLreLntL / LdiLffLerLenLtlyL. we experienced the world back then.
Our minds were completely open, and we entertained all kinds of surprising, original ideas.
Things that we now take for granted, things as simple as the night sky or our reflection in a
mirror, often (B),cauLsiLngL / LcaLusLedL. us to wonder. Our heads were filled with questions about
the world around us. Not yet having commanded language, we thought in ways that were
preverbal ─ in images and sensations. When we saw the circus, a sporting event, or a movie,
our eyes took in the spectacle with utmost intensity. Colors seemed more vibrant and alive.
We had a powerful desire (C),turLn L/ tLo LtuLrnL. everything around us into a game.
(A)

(B)

1. 나는 마감이 지났다는 것을 확인했다.

1.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

2. 언니와 나는 언니가 결혼하기 전까지 함께 살았었다.

2. 우리는 어제 해변에서 멋진 일출을 보았다.

3. 그 음식은 이상해 보였다. 나는 전에 그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3. Bill은 지난 금요일에 자신의 개를 산책시켰니?

4. Tom은 내가 그를 깨울 때까지 4시간 동안 자고 있었다.

4. 너는 오늘 오후에 피아노 연습을 할 예정이니?

5. 내년 9월쯤에 나는 미국에서 3년 동안 공부한 것이 된다.
6. 다음 주면 우리가 10년간 서로를 알고 지낸 것이 된다.

5. Sally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6. 그 소년은 그때 테니스 라켓을 들고 있지 않았다.

[예문 해석]

[예문 해석]

7⃞ ·그 소년들은 야구를 계속하는 중이다.

3⃞ ·나는 7년 동안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나는 중국어를 공부해오고 있지만, 잘하지 못한다.

·그는 어제 집에서 공부했다.

·너는 공원에서 얼마나 오래 달리고 있는 거야?

·그는 어제부터 집에서 공부했다.

·나는 2012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 왔다.

·너는 언제 Paul을 처음 만났니?

·나는 2012년부터 계속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4⃞ ·그들은 숙제를 막 끝마쳤다.

8⃞ ·그는 10년째 요가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시카고로 이사했다.

·Ann은 오늘 아침부터 그리스 음식을 만들고 있다.

·나는 돌고래를 두 번 본 적이 있다.
·Hanson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서 음악을 5년간 가르쳐왔다.

(C)

Exercise 2

① different

…… causing …… turn

1. moved

2. has been

3. opened

② different

…… caused

…… to turn

4. since

5. enjoyed

6. has used

…… turn

해석 |

③ differently …… caused

④ differently …… causing …… to turn
⑤ differently …… caused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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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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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Test 는 8문항씩 2회분으로 구성된 수능형
어법 문제로, 그동안 학습한 핵심 문법 포인트를 최종
점검하며 수능형 어법 문제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2

·Ann은 내가 그녀를 방문했을 때 다섯 시간째 그리스 음식을 만
들고 있었다.
Exercise 4
1. have you been waiting

2. has been raining

3. has been driving

4. had been sitting

1. Jane은 2010년에 이 아파트로 이사했다.

5. had been managing

2. 저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해석 |

3. 나는 어제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1. 아직도 Eric을 기다리고 있어?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거야?

4. 나는 9시부터 계속 일해서 피곤해지고 있다.

2. 지난밤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다.

정답과 해설

예문 해석, 정답, 지문 해석과 핵심 문법 사항을 자세하
고 명쾌하게 설명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I

O

N

15일 만에 끝내는 문법 독해

DAY 00 | 문장의 유형

8

DAY 01 | 시제

12

DAY 02 | 조동사

18

DAY 03 | 명사와 관사

24

Review Test 1

30

DAY 04 | 대명사

32

DAY 05 | 형용사와 부사

38

DAY 06 | 비교

44

Review Test 2

50

DAY 07 | 수동태

52

DAY 08 | 부정사

58

DAY 09 | 동명사

66

Review Test 3

74

C

O

N

T

E

N

DAY 10 | 전치사와 접속사

76

DAY 1`1 | 분사

84

DAY 12 | 관계사

90

Review Test 4

96

DAY 13 | 가정법

98

DAY 14 | 일치와 화법

104

DAY 15 | 특수 구문

112

Review Test 5

118

Final Test 1

120

Final Test 2

124

책 속의 책

T

S

정답과 해설

Day

15일만에 끝내는
문법 독해

DAY 00 | 문장의 유형
DAY 01 | 시제
DAY 02 | 조동사
DAY 03 | 명사와 관사
DAY 04 | 대명사
DAY 05 | 형용사와 부사
DAY 06 | 비교
DAY 07 | 수동태
DAY 08 | 부정사
DAY 09 | 동명사
DAY 10 | 전치사와 접속사
DAY 11 | 분사
DAY 12 | 관계사
DAY 13 | 가정법
DAY 14 | 일치와 화법
DAY 15 | 특수 구문

Final Test 1
Final Test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