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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미세영문법 
[14-6] 컨닝페이퍼

1. 다음 각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로 부정사가 올 때와 동명사가 올 때 의미가 완전히 달하지게 
    된다. 서로 의미를 비교해서 정확한 의미를 적으세요.

    ① forget toV          _______________________

       forget ~ing         _______________________ 

    ② remember toV      _______________________

       remember ~ing     _______________________

    ③ try toV             _______________________

       try ~ing            _______________________

    ④ regret toV          _______________________

       regret ~ing         _______________________   

    ⑤ stop toV            _______________________

       stop ~ing           _______________________

    ⑥ be used to V       _______________________

       be used to ~ing    _______________________

       used to V          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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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속의 어법상 적절한 단어를 고르자.
    ① Don't forget [buying/ to buy] the book on your way home.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책을 구입할 것을 잊지 말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He forgot [to feed/ feeding] his dog and refilled the bowl with dog food.
       (그는 자신의 개에게 먹이를 주었던 것을 잊고, 그 개 그릇에 개 사료를 다시 채웠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She remembers [to lend/ lending] money to me two years ago.
       (그녀는 2년 전에 나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을 기억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 I remember [call/ to call] you back later this evening.
       (나는 오늘 저녁에 당신에게 전화할 것을 기억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⑤ They tried [to open/ opening] the box.
       (그들은 그 박스를 시험삼아 열려고 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⑥ Women always try [being/ to be] on a diet, but many of them fail.
       (여성들은 항상 다이어트하려고 노력하지만 그중 많은 사람들은 실패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⑦ I regret [saying/ to say] that I am unable to help you.
       (유감스럽지만, 저는 당신을 도와 줄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⑧ She regrets [to give/ giving] him a lot of money.
        (그녀는 그에게 많은 돈을 주었던 것을 후회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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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He stopped [smoking/ to smoke].
       (그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멈추었다. = 그는 멈춘 다음에 담배를 피웠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⑩ He stopped [to smoke/ smoking].
         (그는 담배 피우던 것을 멈추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⑪ At one time, camels were used to [carrying/ carry] goods across Arizona.
        (한 때, 낙타들은 아리조나 전역에 물건들을 나르도록 사용 되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⑫ I wasn't used to [carry/ carrying] a tray with one hand.
         (나는 한 손으로 쟁반을 나르는 것에 익숙하지 못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⑬ He [was used to/ used to] get up at 6.
        (그는 6시에 일어나곤 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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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① forget toV          (앞으로) ~할 것을 잊다
    forget ~ing         (과거에) ~했던 것을 잊다

 ② remember toV      (앞으로) ~할 것을 기억하다
    remember ~ing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다

 ③ try toV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는 것을 암시
    try ~ing            “시험 삼아 ~ 해 보다” 로 결과에 관계없이 중립적 표현

 ④ regret toV          (앞으로) ~하게 되어 유감이다
    regret ~ing         (과거에) ~한 것을 후회하다   

 ⑤ stop toV            (앞으로) ~하기 위해 멈추다
    stop ~ing           (과거에) ~하던 것을 멈추다

 ⑥ be used to V       ~하기 위해 사용되다
    be used to ~ing    ~에 익숙하다
    used to V          ~하곤 했다 

2. [정답]
 ① to buy      
 ② feeding      
 ③ lending     
 ④ to call     
 ⑤ opening
 ⑥ to be       
 ⑦ to say       
 ⑧ giving      
 ⑨ to smoke   
 ⑩ smoking 
 ⑪ carry       
 ⑫ carrying      
 ⑬ used to

[14-6] 정답 및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