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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미세영문법 개인별모의고사
[23-9](1)

001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I cut the paper [by/ with] the scissors.
___________________

002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쓰시오.
➀ Asian people usually eat food ______ chopsticks.

➁ I’m not happy ______ my math test.

003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  with  for  by  from

We want to play soccer _____ a new ball.

004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치시오.
I go to the movies by my friend.
_____________________

005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말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그는 자기 아이들과 함께 야구를 했다.
(played, with, baseball, his children)
 ➡ H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06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말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연을 날리기 위해서, 가끔 그 연을 여러분 뒤에 둔 채로 달
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To make a kite fly, it is sometimes necessary to run 
[behind, with, you, i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07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말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 그 운동 선수는 두 손을 양 주머니 속에 넣을채로 그 강둑
을 따라 걸어갔다.”
The athlete walked along the river bank [his, with, in, 
his, hands, pocket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08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말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화이트씨는 그 시계에서 2분을 남겨 둔채로 타임 아웃을 외
쳤다.
Mr.White called time out [two  /the / with / on / left / 
minutes/ clock].

009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말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한 소년이 헬멧을 착용한 채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중이다.”
A little boy is riding his bike [on, his, with, helme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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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말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한 어린 소녀가 자기 손에 모자를 들고 뛰고 있는 중이다.”
A little girl is running [a, her, cap, in, with, han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11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말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그 남자는 창문을 연채로 자동차를 몰고 있다”.
The man is driving a car [open, windows, the, with].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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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미세영문법 개인별모의고사 [23-9](1)

001 [정답] with

002 [정답] 
➀ with
➁ with

003 [정답] with

004 [정답] with

005 [정답] played baseball with his children

006 [정답] with it behind you

007 [정답] with his hands in his pockets

008 [정답] with two minutes left on the clock

009 [정답] with his helmet on

010 [정답] with a cap in her hand

011 [정답] with the windows op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