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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미세영문법 [4-14] 컨닝페이퍼

1. 다음 문장을 조동사의 의미를 중시해서 밑줄 친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세요.    
 ① could+동사원형 (직설법 과거)  
    I could swim even when I was a bo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could +동사원형 (가정법 과거)  
    If I had a ticket, I could see the movi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could have PP (가정법 과거완료)
    If I had been here yesterday, I could have seen you.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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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문장을 조동사의 의미를 중시해서 밑줄 친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세요.    

 ① would + 동사원형 (직설법 과거)  

   He said that he would turn 20 next yea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would + 동사원형 (가정법 과거)  

   If it were a little bigger, I would wear i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would have PP (가정법 과거완료)  

   If you had come to my party yesterday, I would have been happ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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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문장을 조동사의 의미를 중시해서 밑줄 친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세요.    

 ① might +동사원형 (직설법 과거) 
 
   He said that it might rain toda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might + 동사원형 (가정법 과거) 

   If she knew my phone number, she might call 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might have PP (가정법 과거완료)  

   If I had been a model, she might have been happ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4. 다음 문장을 조동사의 의미를 중시해서 밑줄 친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세요.    

 ① should + 동사원형 (직설법 과거)  

   He said that the doctor should be here in a mome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should + 동사원형 (가정법 과거) 

   If he started earlier, he should be here no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should have PP (가정법 과거완료)  

   If he had started half an hour ago, he should have been he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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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① 심지어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도 수영을 할 수 있었다. 

② 내가 만약 티켓이 있다면, 나는 그 영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③ 만약 내가 어제 이것에 있었더라면, 나는 너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2. [정답] 
① 그는 그가 내년에 20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② 그게 조금만 크다면, 나는 그것을 입을 텐데. 

③ 네가 어제 내 파티에 왔더라면, 나는 행복했었을 텐데. 

3. [정답] 
① 그는 오늘 비가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② 만약 그녀가 내 번호를 안다면, 나에게 전화할지도 모를 텐데. 

③ 만약 내가 모델이었더라면, 그녀는 아마 행복 했었을 지도 모른다. 

4. [정답] 
① 그는 그 의사가 여기에 곧 올 것이다 라고 말했다. 

② 만약 그가 좀 더 일찍 출발한다면, 지금쯤 이곳에 도착할 것이다. 

③ 만약 그가 30분전에 출발했더라면, 그는 이것에 아마 도착했었을 것이다. 

[4-14] 정답 및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