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극미세영문법 
[24-1] 컨닝페이퍼

1.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구), 의문사”를 강조하려 할 때 사용하는 강조구문의 
    문장 구조를 설명하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다음 “Carl met Mr.Lee in the street.”라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구를 
    각각 강조구문 (It is.....that~)을 이용해서 강조하시오.

   ① 주어 Carl 강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목적어 Mr.Lee 강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부사구 in the street 강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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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o did Lucy meet in Seoul?"에서 
     의문사 who를 강조하기 위해 “It is ~ that” 강조구문을 사용하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I did not check my email until yesterday." 
     위 문장에서 “not until yesterday”를 강조하기 위해 “It is ~ that” 강조구문을 사용하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일반 동사를 강조할 때 강조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다음 문장들에서 밑줄 친 부분을 신경 써서 해석을 하시오.
   ① I do remember the situation vividl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She does try to explain the eve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That's what I did want to d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명사”를 강조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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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신경 써서 해석을 하시요
    ① He is the very man that the police have arrest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This is the very book that I need for my pap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다음 문장들에서 밑줄 친 부분을 신경 써서 해석을 하시요 
   ① What on earth are you talking abou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What ever are you do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다음 문장들에서 밑줄 친 부분을 신경 써서 해석을 하시오   
     ① I didn't hear the news at al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I am not sleepy at al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비교급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강조 표현들을 최소 5가지를 적으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다음 문법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자. 
     ① Friday would be a much better day than Saturday for our meeting. 
     ② Sally is still taller than her sister. 
     ③ He is even stronger than his brother.  
     ④ The train is far more expensive than the bus.
     ⑤ Jenny is very faster than Chu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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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최상급을 강조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를 모두 적으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조심해서 해석을 하시오
      ① Carl is by far the best player on our tea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This is by far the most valuable painting in the collec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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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It is(was) ~ that [who(m), which, when, where] ... ” 강조구문 사용

2. [정답]
    ① It was Carl that met Mr.Lee in the street.  
    ② It was Mr.Lee that Carl met in the street.
    ③ It was in the street that Carl met Mr.Lee.

3. [정답] 
    Who was it that Lucy met in Seoul?
       
4. [정답] 
    It was not until yesterday that I checked my email.

5. [정답] 
    일반 동사를 강조할 때는 “do, does, did + 동사원형”
    이때 do는 “정말로” 라고 해석을 하며, 강세를 두고 읽는다. 

6. [정답]
   ① 나는 그 상황을 생생하게 정말로 기억하고 있다.
   ② 그녀는 그 사건을 설명하려고 정말로 노력한다.
   ③ 그게 내가 바로 하고자 했던 것이다. 

7. [정답]
    “the very +명사”  “바로 그 명사” 로 해석

8. [정답]
    ① 그가 경찰들이 체포한 바로 그 남자이다.
    ② 이것이 내가 내 논문을 쓰기 위해 필요한 바로 그 책이다.

9. [정답]
    ① 도대체 너는 무슨 말을 하는 거니?
    ② 대체 넌 뭘 하고 있니?

[24-1]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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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답]
     ① 나는 그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② 나는 전혀 졸리지 않아.

11. [정답] 
     “much, still, even, a lot, far” + 비교급

12. [정답] 
     ⑤

13. [정답] 
     by far+ 최상급

14. [정답] 
     ① 칼은 우리 팀에서 단연코 최고의 선수이다.
     ② 이것은 수집품 중에서 정말 가장 값진 그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