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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미세영문법 개인별모의고사
[24-5](1)

1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서 생략 가능한 부분을 생략
해서 쓰시오.
Although it is small, the apartment is very expensiv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서 생략 가능한 부분을 생략
해서 쓰시오.
The rumor would be interesting, if it were tru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서 생략 가능한 부분을 생략
해서 쓰시오.
You can use mine if you want to use mi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서 생략 가능한 부분을 생략
해서 쓰시오.
When Dad was a boy, Dad had to walk to schoo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서 생략 가능한 부분을 생략
해서 쓰시오.
Prices are lower this year than they were last yea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괄호 안의 말은 생략된 말이다. 알맞은 위치에 넣어 문장
을 다시 쓰시오.
My sister always hums while taking a bath. (she i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괄호 안의 말은 생략된 말이다. 알맞은 위치에 넣어 문장
을 다시 쓰시오.
I'll go and meet him if necessary. (it i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괄호 안의 말은 생략된 말이다. 알맞은 위치에 넣어 문장
을 다시 쓰시오.
The man greeted me warmly, though sick. (he wa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괄호 안의 말은 생략된 말이다. 알맞은 위치에 넣어 문장
을 다시 쓰시오.
Mary's brothers are stronger than before. (they we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다음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적으시오.
Though she was tired, she went on work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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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적으시오.
The man who is called Jason came to see you.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다음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적으시오.
I studied very hard when I was you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다음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적으시오.
A: Would you like to come to the party?
B: I'd love to come to the par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다음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적으시오.
Do you think that he will be back so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밑줄 친 부분에 생략된 말로 알맞은 것은?
Though young, Nicholas is quite independent.

① he is
② he was
③ he did
④ he does
⑤ he i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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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Although small
[해설] 때, 조건, 양보 부사절애서 “주어+be동사”를 생략할 수 있
다. 단, 조건은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동일하고, 부사절의 
동사가 be동사 인 경우에 그러하다.

2 [정답] if true
[해설] 때, 조건, 양보 부사절애서 “주어+be동사”를 생략할 수 있
다. 단, 조건은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동일하고, 부사절의 
동사가 be동사 인 경우에 그러하다.

3 [정답] if you want to

4 [정답] When a boy
[해설] 때, 조건, 양보 부사절애서 “주어+be동사”를 생략할 수 있
다. 단, 조건은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동일하고, 부사절의 
동사가 be동사 인 경우에 그러하다.

5 [정답] than last year
6 [정답] 
My sister always hums while she is taking a bath.

7 [정답] 
I'll go and meet him if it is necessary.

8 [정답] 
The man greeted me warmly, though he was sick.

9 [정답] 
Mary's brothers are stronger than they were before.

10 [정답] she was
[해설] 때, 조건, 양보 부사절애서 “주어+be동사”를 생략할 수 있
다. 단, 조건은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동일하고, 부사절의 
동사가 be동사 인 경우에 그러하다.

11 [정답] who is

12 [정답] I was

13 [정답] come to the party

14 [정답] that

15 [정답] ①
[해설]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은 경우,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주어+be동사 는 생략이 가능하다. 현재시제이므로 he is 
가 생략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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