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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목적어	자리	채우기
타동사(receive)의 목적어 자리를 채우는 문제이므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명사 (A)

와 동명사 (C)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명사 (A) approval 

(승인)이 정답이다.

02	 주어	자리	채우기
문장의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D) Discussions 

(토론, 토의)가 정답이다. 

03	 목적어	자리	채우기
타동사(prevented)의 목적어 자리를 채우는 문제이다.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소

유대명사 (A), 목적격 인칭대명사 (B), 또는 재귀대명사 (D)가 올 수 있다. 주어(the 

government)와 목적어가 지칭하는 것(companies)이 다르므로 목적격 인칭대명사 

(B) them이 정답이다. 

04	 주어	자리	채우기
문장의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고 명사 office와 함께 ‘사무장’이

라는 뜻의 복합 명사를 이루는 명사 (C) manager가 정답이다. 

05	 보어	자리	채우기
be동사(is) 다음에 보어로 올 수 있는 것은 형용사 (C)와 명사 (D)이다. 형용사 보어를 

써서 진주어(that ~ by Friday)를 설명하면 ‘모든 부서장들이 비용 견적을 금요일까

지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이 되므로 (C) vital(필수 불가결의, 

매우 중대한)이 정답이다. 

06	 동사	자리	채우기
등위접속사(and) 다음에 동사구(visit her ~ offices)가 왔으므로 앞에도 동사구가 와야 

한다. 그런데 동사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동사 (B) goes가 정답이다. 

07	 목적어	자리	채우기
타동사(to provide)의 목적어 자리를 채우는 문제이다.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동명사 (A)

와 명사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명사 (D) motivation(동기 부

여, 자극)이 정답이다. 

08	 주어	자리	채우기
문장의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므

로 빈칸 뒤의 목적어(business hours)와 함께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동명사 (C)  

Extending(연장하는 것)이 정답이다. 

09	 보어	자리	채우기
be동사(are)의 보어로 올 수 있는 것은 명사 (B), 형용사 (C)이다. 형용사 보어를 써서 

주어를 설명하면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주거 지역을 세우는 것을 주저한다’라는 자연

스러운 문맥이 되므로 (C) hesitant(주저하는)가 정답이다. 

10	 주어	자리	채우기
빈칸에는 문장 안에서 주어로 쓰인 명사절 (  Kortex Technologies wants)을 이

끄는 접속사가 와야 하므로 명사절 접속사 (A) What이 정답이다.

11	 보어	자리	채우기
be동사(were) 다음에 보어로 올 수 있는 것은 명사 (A), (C), 또는 형용사 (D)이다. 형

용사 보어를 써서 주어를 설명하면 ‘카트리지 용기에 결함이 있다’라는 자연스러운 문

맥이 되므로 (D) defective(결함이 있는)가 정답이다. 

12	 보어	자리	채우기
주격 보어를 갖는 동사(to become)의 보어 자리를 채우는 문제이므로 보어가 될 수 

있는 형용사 (A), 명사 (D)가 정답의 후보이다. 형용사 보어를 써서 to 부정사가 꾸미는 

명사(farmers)를 설명하면 ‘농부들이 생산적이다’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이 되므로 (A) 

productive(생산적인)가 정답이다. 

13	 동사	자리	채우기
주절에 동사가 없으므로 빈칸에는 동사 (B) 또는 (C)가 와야 한다. 단수 주어(Dr. Marshall) 

가 왔으므로 동사도 단수여야 한다. 따라서 단수/복수에 관계 없이 쓸 수 있는 과거 시

제 (C) revealed가 정답이다. 

14	 수식어구를	이끄는	것	채우기
이 문장은 주어(Sanders Corporation), 동사(decided), 목적어(to build ~ factory)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its monthly production target은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

야 한다. 수식어 거품을 이끌 수 있는 to 부정사 (C)와 분사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월

간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

사 (C) To achieve가 정답이다. 

15	 주어	자리	채우기
문장의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B) Applicants 

(지원자)가 정답이다. 

16	 목적어	자리	채우기
타동사(completed)의 목적어 자리를 채우는 문제이므로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 (B)

와 명사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명사 (D) proposal(제안서)

이 정답이다. 

17	 보어	자리	채우기
목적격 보어를 갖는 동사(find)가 왔으므로 형용사 (A), 동명사 (B), 명사 (D)가 정답의 

후보이다. 형용사 보어를 써서 목적어(a space)를 설명하면 ‘가게를 위한 적합한 공간’

이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이 되므로 (A) suitable(적합한)이 정답이다. 

18	 보어	자리	채우기
be동사(is) 다음에 보어로 올 수 있는 것은 형용사 (B)와 명사 (C)이다. 부사(heavily)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형용사이므로 (B) dependent(의존하는, 의지하는)가 정답이다. 

19	 수식어구를	이끄는	것	채우기
이 문장은 주어(The opening), 동사(was delayed)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several ~ security system은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가 

없는 거품구이므로 거품구를 이끌 수 있는 전치사 (C)와 (D)가 정답의 후보이다. ‘터미

널의 개장은 몇몇 문제들로 인해 지연되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이유를 나타

내는 (C) due to(~ 때문에)가 정답이다. 

20	 목적어	자리	채우기
타동사(present)의 목적어 자리를 채우는 문제이므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동명사 

(A)와 명사 (B)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 앞에 부정관사(an)가 왔으므로 명사 (B)  

exhibition(전시)이 정답이다. 

21	 동사	자리	채우기
주절에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 (B) arrived가 정답이다. 

22	 주어	자리	채우기
부사절의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A) 또는 

동명사 (B)가 정답의 후보이다.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명사 (A) representatives(대

표)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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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식어절을	이끄는	것	채우기
이 문장은 주어(Mr. Gomez), 동사(was assigned)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빈칸 이

하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was requested)가 있는 

거품절이므로, 보기 중 거품절을 이끌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B) while이 정답이다. 

24	 동사	자리	채우기
주절에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 (B)와 (C)가 정답의 후보이다. ‘Kaider’s 체육관은 사람

들에게 할인된 회비를 제공한다’라는 능동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능동태 동사 (C) 

is offering이 정답이다. 

25	 동사	자리	채우기
주절에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 (D) predict가 정답이다. 

26	 보어	자리	채우기
be동사(had been) 다음에 보어로 올 수 있는 것은 형용사 (A), 명사 (C)와 (D)이다. 형

용사 보어를 써서 주어를 설명하면 ‘아파트는 비어 있다’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이 되므

로 (A) vacant(비어 있는)가 정답이다. 

27	 수식어절을	이끄는	것	채우기
이 문장은 주어(Passengers), 동사(can expect), 목적어(delays and cancellations)

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빈칸 이하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

은 동사(are)가 있는 거품절이므로, 보기 중 거품절을 이끌 수 있는 관계사 (A) when

이 정답이다. 

28	 목적어	자리	채우기
타동사(contact)의 목적어 자리를 채우는 문제이다.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 (B), 소유대명사 (C), 재귀대명사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이 문장의 주어(they)

와 빈칸의 목적어가 지칭하는 것(Mr. Bullock)이 다르므로 목적격 인칭대명사 (B) him

이 정답이다. 

29	 주어	자리	채우기
주절의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동명사 (A)와 명

사 (C)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명사 (C) conclusion이 정

답이다. 

30	 목적어	자리	채우기
타동사(expects)의 목적어 자리를 채우는 문제이므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명사 (B) 

growth(성장)가 정답이다. 

31	 목적어	자리	채우기
타동사(made)의 목적어 자리를 채우는 문제이다.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

로 (A)와 (B)가 정답의 후보이다. ‘빠른 결정을 내렸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자연스러우

므로 (B) decision(결정)이 정답이다. 

32	 주어	자리	채우기
문장의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A) profits(이익)

가 정답이다. 

33	 수식어구를	이끄는	것	채우기
이 문장은 주어(The advertising team), 동사(will gather)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빈

칸 이하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수식어 거품을 이끌 수 있는 전치사 (A), (B), 

(C)가 정답의 후보이다. ‘고객과의 회의 후에 모일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B) after(~ 후에)가 정답이다. 

34	 보어	자리	채우기
be동사(is)의 보어 자리를 채우는 문제이다. 보어로 올 수 있는 동명사 (A), 형용사 (B), 

명사 (C)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 앞에 부정관사(an)가 왔으므로 명사 (C) adaptation 

(각색 작품, 번안물)이 정답이다. 

35	 주어	자리	채우기
문장의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소유대명사 (C) 또는 주격 인

칭대명사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당신은 꽃 준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주격 인칭대명사 (D) you(당신)가 정답이다. 

36	 동사	자리	채우기
문장에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 (A) anticipates가 정답이다. 

37	 명사	어휘	고르기		
‘한정판 Earthlife지 연감’이라는 문맥이므로 (B) edition(판)이 정답이다.

38	 동사	자리	채우기
조동사(will)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C) deliver가 정답이다. 

39	 동사	어휘	고르기
‘12개 호 전부에 대한 연간 요금의 절반만  할 것이다’(you will only   half 

the annual rate for all twelve issues)라는 문맥이므로 연간 요금의 절반만 내도 된

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 pay(돈을 내다, 지불

하다)가 정답이다. 

40	 알맞은	문장	고르기
빈칸의 앞 문장 ‘That’s a total savings of 70 percent for two subscriptions!’에서 

이는 두 개 구독에 총 70퍼센트가 절약된 금액이라고 했고, 빈칸의 뒤 문장 ‘So act 

now while the offer lasts!’에서 그러니 할인이 계속되는 동안 지금 행동하라고 했으

므로 빈칸에는 다른 어떤 구독 서비스도 이렇게 큰 할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

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따라서 (A) No other subscription service offers such big 

discounts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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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have	+	p.p.’	채우기
빈칸 뒤에 목적어(that all part-time ~ each month)가 온 것으로 보아 have동사(has)

와 함께 완료형 동사를 만드는 p.p.형 (C) requested가 정답이다. 

02	 동사	자리	채우기
주절의 동사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동사 (A), (B)가 정답의 후보이다. ‘Venti Automotive 

사는 공장에 최신 기계를 갖추다’라는 능동의 의미로 ‘equip A with B’(A에 B를 갖추다)

를 써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능동태 동사 (B) equipped가 정답이다.

03	 자동사와	타동사	구별하여	채우기
목적어(the heavy traffic congestion) 앞에 전치사(for)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빈칸에는 

자동사 (A)와 (B)가 올 수 있다. 전치사 for와 함께 쓰여 ‘~의 원인이 되다’라는 의미를 

만드는 account의 3인칭 단수형 (A) accounts가 정답이다. 

04	 동사	자리	채우기
문장의 동사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동사 (B),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단수 주어(Head 

researcher Hugh Baldwin)가 왔으므로 단수 동사 (B) supervises가 정답이다.

05	 수식어절을	이끄는	것	채우기
이 문장은 주어(traffic), 동사(has ~ decreased)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several new routes ~ to City Hall은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

은 동사(were added)가 있는 거품절이므로 거품절을 이끌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A) 

Since가 정답이다. 

06	 목적어	자리	채우기
타동사(has received)의 목적어를 찾는 문제이다.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

사이므로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 (B)와 명사 (C)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 앞에 부정

관사(an)가 왔으므로 명사 (C) invitation이 정답이다. 

07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채우기
조동사처럼 쓰이는 표현 be able to(are able to)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B) participate가 정답이다. 

08	 ‘have	+	p.p.’	채우기
빈칸 뒤에 목적어(that the head office ~ Berlin)가 온 것으로 보아, have동사(has)와 

함께 완료형 동사를 만드는 p.p.형 (D) suggested가 정답이다. 

09	 주어	자리	채우기
문장의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B)와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복수 동사(help)가 왔으므로 복수 명사 (D) benefits(복지)가 정답이다. 

10	 ‘be	+	p.p.’	채우기
‘Copeland Finance사의 상호가 유지되다’라는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수동형 문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be동사(was)와 함께 수동태 동사를 만드는 p.p.형 (C) retained

가 정답이다. 

11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채우기
조동사(can)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A) induce가 정답이다. 

12	 ‘be	+	p.p.’	채우기
‘고객들은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라는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수동형 

문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be동사(are)와 함께 수동태 동사를 만드는 p.p.형 (C) 

prohibited가 정답이다. 

13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채우기
조동사(should)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B) leave가 정답이다. 

14	 ‘have	+	p.p.’	채우기
빈칸 뒤에 목적어(a notice)가 온 것으로 보아, have동사(has)와 함께 완료형 동사를 

만드는 p.p.형 (D) posted가 정답이다. 

15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채우기
조동사(must)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C) divide가 정답이다. 

16	 ‘have	+	p.p.’	채우기
빈칸 뒤에 목적어(the new restaurant)가 온 것으로 보아 have동사(have)와 함께 완

료형 동사를 만드는 p.p.형 (B) tried가 정답이다. 

17	 ‘be	+	-ing’	채우기
be동사(is) 뒤에 와서 동사 형태를 만드는 p.p.형 (B)와 -ing형 (D)가 정답의 후보이

다. 빈칸 뒤에 목적어(interviews)가 있고 ‘면접 일정을 수립하다’라는 능동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be동사와 함께 능동 진행형 동사를 만드는 –ing형 (D) scheduling이 

정답이다. 

18	 주어	자리	채우기
문장에서 be동사(is) 앞에 위치한   consumer trends는 주어 자리이다. 주어 자

리에 와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동명사이므로 (B) Observing이 정답이다. 

19	 동사	자리	채우기
문장의 동사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동사 (A), (C)가 정답의 후보이다. ‘시의회가 취업률

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여 더 많은 산업을 끌어들이려고 시도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

어야 하므로 현재 진행 시제 (C) is attempting이 정답이다.

20	 ‘have	+	p.p.’	채우기	
빈칸 뒤에 목적어(its competitors)가 온 것으로 보아 have동사(has)와 함께 완료형 동

사를 만드는 p.p.형 (B) overtaken이 정답이다.

21	 ‘be	+	p.p.’	채우기
‘영업시간이 연장되다’라는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수동형 문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be동사(are)와 함께 수동태 동사를 만드는 p.p.형 (D) extended가 정답이다. 

22	 수식어구를	이끄는	것	채우기
이 문장은 주어(Passengers), 동사(complained)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the 

new subway line은 주어를 꾸며주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수식어 거품이 될 

수 있는 것은 분사이므로 (B) using이 정답이다. 

23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채우기
조동사(can)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A) attend가 정답이다. 

24	 ‘have	+	p.p.’	채우기
빈칸 뒤에 목적어(Mika Yoshida)가 온 것으로 보아, have동사(has)와 함께 완료형 동

사를 만드는 p.p.형 (D) recognized가 정답이다. 

25	 ‘be	+	-ing’	채우기
‘대형 운송회사들이 방법을 찾아왔다’라는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능동형 문장이 되어

야 한다. 따라서 be동사(been)와 함께 능동태 동사를 만드는 -ing형 (D) searching

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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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목적어	자리	채우기
타동사(has asked)의 목적어 자리를 채우는 문제이다.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

사이므로 (A), (B), (C)가 정답의 후보이다. ‘쇼핑객들에게 요청했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C) shoppers가 정답이다. 

27	 ‘be	+	p.p.’	채우기
‘Helen Wheeler의 임용이 승인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수동형 문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be동사(was)와 함께 수동태 동사를 만드는 p.p.형 (A) approved

가 정답이다.

28	 동사	자리	채우기
주절에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 (B)와 (C)가 정답의 후보이다. 복수 주어(Customer  

demands)가 왔으므로 복수 동사 (C) influence가 정답이다. 

29	 ‘be	+	p.p.’	채우기
‘Josie Garder는 승진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수동형 문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be동사(was)와 함께 수동태 동사를 만드는 p.p.형 (C) promoted가 정답이다. 

30	 수식어절을	이끄는	것	채우기
이 문장은 주어(The human resource manager), 동사(will be), 보어(responsible)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빈칸 이하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

사(arrives)가 있는 거품절이므로 보기 중 거품절을 이끌 수 있는 관계사 (A) who와 부

사절 접속사 (B) when이 정답의 후보이다. ‘그녀가 월요일에 도착하면’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B) when(~할 때에)이 정답이다. 

31	 ‘be	+	p.p.’	채우기
‘차량은 옮겨질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수동형 문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be동사(be)와 함께 수동태 동사를 만드는 p.p.형 (A) removed가 정답이다. 

32	 동사	자리	채우기
문장에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 (A)와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단수 주어(Mr. Tripp’s 

delayed visit)가 왔으므로 단수 동사 (A) was가 정답이다. 

33	 수식어절을	이끄는	것	채우기
이 문장은 주어(she), 동사(comes)로 이루어진 완전한 절이므로   Mr. Dickens 

~ illness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allows)가 있는 거

품절이므로 거품절을 이끌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A) Even though(~에도 불구하고)

가 정답이다. 

34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채우기
조동사(may)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C) enter가 정답이다. 

35	 ‘be	+	p.p.’	채우기
‘방문객들은 무료 셔틀버스로 수송된다’라는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수동형 문장이 되

어야 한다. 따라서 be동사(are)와 함께 수동태 동사를 만드는 p.p.형 (D) transported

가 정답이다.

36	 자동사와	타동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 뒤에 목적어(several popular marketing strategies)가 바로 온 것으로 보아 빈칸

에는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바로 가지는 타동사가 와야 한다. 따라서 타동사 mention

의 과거형 (B) mentioned가 정답이다. 

37	 동사	어휘	고르기		전체	문맥	파악
모든 보기가 a booth(부스)를 목적어로 취하면서 문맥이 자연스러우므로 이 문장만으

로는 정답을 고를 수 없다. 따라서 주변 문맥이나 전체 문맥을 파악해야 한다. 뒤 문

장에서 부스 설치에 관한 지침이 이 편지에 동봉되어 있다(Enclosed with this letter 

is a list of guidelines for setting up your booth)고 했고, 지문의 뒷부분에서 부스

와 용구들을 배치하는 것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날에만 허용된다(Arranging booths 

and materials ~ is permitted only on the day before the event begins)고 했으므

로 이 편지가 부스를 예약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스를 예약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를 만드는 동사 reserve(예약하다)의 동명사 (B) reserving

이 정답이다. 

38	 ‘be	+	p.p.’	채우기
be동사(be)와 함께 동사를 만들 수 있는 p.p.형 (B)와 –ing형 (C)가 정답의 후보이다.  

‘확신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수동형 문장이 되어야 하므로 be동사와 함

께 수동태 동사를 만드는 p.p.형 (B) assured가 정답이다. 

39	 형용사	어휘	고르기
부가 서비스를  한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services will be available at no 

  charge)라는 문맥이므로 ‘추가(적인) 요금 없이’라는 의미가 가장 자연스럽다. 

따라서 (D) extra(추가의, 여분의)가 정답이다. 

40	 알맞은	문장	고르기
빈칸의 앞 문장 ‘We can even provide you with useful tips and advice to draw 

students to your company.’에서 심지어 학생들을 귀사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용한 

팁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바라건대 이것이 귀하 부스의 성

공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따라서 (C) Hopefully, this will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your booth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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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간	표현과	일치하는	동사	채우기
문장에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 (B),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과거 시간 표현(three 

months ago)이 있으므로 과거 시제 (D) updated가 정답이다. 

02	 올바른	시제의	동사	채우기
문장에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 (A)와 (C)가 정답의 후보이다. 대중교통이 현재 시점(this 

year)에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현재 진행 시제를 써야 하므로 

(C) is experiencing이 정답이다. 

03	 동사	자리	채우기
문장의 동사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동사 (A)와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단수 주어 

(Ms. Kyle)가 왔으므로 단수 동사 (A) maintains가 정답이다. 

04	 올바른	시제의	동사	채우기
관계절의 동사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동사 (A), (B), (C) 중 하나를 정답으로 골라야 한

다. Troy Barrett이 15년 전부터 현재까지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현재 완

료 시제 (C) has been이 정답이다. 

05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채우기
조동사(will)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동사원형 (A) increase가 정답이다. 

06	 올바른	시제의	동사	채우기
주절의 동사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동사 (B),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종속절의 동

사(found)가 과거 시제이므로 주절도 과거 시제가 와야 한다. 따라서 (C) wrote가 정

답이다. 

07	 올바른	시제의	동사	채우기
등위접속사(and) 뒤에 동사구(is scheduled ~ hours)가 왔으므로 앞에도 동사구가 

와야 한다. 그런데 첫 번째 동사구의 동사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동사 (A), (B), (C)가 

정답의 후보이다. 미래 시간 표현(in 10 minutes)이 있으므로 미래 진행 시제 (B) will 

be starting이 정답이다. 

08	 시간	표현과	일치하는	동사	채우기
문장에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 (B),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과거 시간 표현 

(recently)이 있으므로 과거 시제 (C) conducted가 정답이다. 

09	 ‘be	+	p.p.’	채우기
‘조립 라인 고장이 발견되다’라는 수동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be동사(was)와 함께 

수동태 동사를 만드는 p.p.형 (A) found가 정답이다. 

10	 시간	표현과	일치하는	동사	채우기
문장의 동사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동사 (A), (B),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미래 시간 표

현(next quarter)이 있으므로 미래 시제 (D) will discontinue가 정답이다. 

11	 시간	표현과	일치하는	동사	채우기
문장에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 (A),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미래 시간 표현(next 

month)이 있으므로 미래 시제 (A) will apply가 정답이다. 

12	 시간	표현과	일치하는	동사	채우기
문장에 동사가 없으므로 p.p.형(shut down) 앞에 와서 동사 형태를 만드는 be동사 (A), 

(B),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미래 시간 표현(until this coming Friday)이 있으므로 미

래 시제 (B) will be가 정답이다. 

13	 동사	자리	채우기
부사절(as its ~ needs)에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 (A)와 (B)가 정답의 후보이다. 복수 주

어(its delivery services)가 왔으므로 복수 동사 (A) suit이 정답이다. 

14	 시간	표현과	일치하는	동사	채우기
문장에 동사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동사 (A)와 (C)가 정답의 후보이다. 과거 시간 표현

(last week)이 있으므로 과거 시제 (A) convened가 정답이다.

15	 보어	자리	채우기
주격 보어를 갖는 become(to become)이 왔으므로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 

(A), 형용사 (D)가 정답의 후보이다. 형용사 보어를 써서 to 부정사가 꾸며 주는 대상

(Delicioso Corporation)을 설명하면 ‘Delicioso사가 성공적이다’라는 자연스러운 문맥

이 되므로 (D) successful(성공적인)이 정답이다. 

16	 올바른	시제의	동사	채우기
문장에 동사가 없으므로 p.p.형(permitted) 앞에 와서 동사 형태를 만드는 be동사 (A), 

(B), (C)가 정답의 후보이다. ‘이착륙 시 기내에서의 휴대 전화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이야기 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제 (A)와 (B) 중 하나를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 단수 주어(Usage)가 왔으므로 단수 동사 (B) is가 정답이다. 

17	 올바른	시제의	동사	채우기
부사절(After Mr. Totti ~ brochure)에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 (A)와 (B)가 정답의 후보

이다. 주절의 동사(requested)가 과거 시제이므로 종속절에도 과거나 과거 완료 시제

가 와야 한다. 따라서 과거 시제 (A) saw가 정답이다. 

18	올바른	시제의	동사	채우기
that절(that the company ~ schedule)에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 (B),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주절의 동사(announced)가 과거 시제이므로, 종속절(that절)에는 과거나 과

거 완료가 와야 한다. 따라서 과거 시제 (C) finished가 정답이다. 

19	 올바른	시제의	동사	채우기
과거의 특정 시점(그들이 오전 휴식 시간을 갖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미 참석자들에게 

오후 회의의 발표자 변경을 알렸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과거 완료 시제를 써야 한다. 

따라서 (C) had notified가 정답이다. 

20	 시간	표현과	일치하는	동사	채우기
현재 완료 시간 표현(since his first year)이 있으므로 현재 완료 시제 (A) has instructed 

가 정답이다. 

21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채우기
조동사처럼 쓰이는 표현(would like to)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동사원형 

(B) meet이 정답이다. 

22	 올바른	시제의	동사	채우기
주절의 동사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동사 (A),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종속절의 동

사(attended)가 과거이므로 주절에도 과거 동사가 와야 한다. 따라서 과거 시제 (D) 

gathered가 정답이다. 

23	 올바른	시제의	동사	채우기
주절의 동사(will visit)가 미래 시제이므로 종속절의 동사도 미래를 나타내야 하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절(when ~ delivered)에서는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현재 시제

를 쓰므로 (B) is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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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간	표현과	일치하는	동사	채우기
미래 시간 표현(tomorrow morning)이 있으므로 미래 시제 (D) will be가 정답이다. 

25	 올바른	시제의	동사	채우기
주절의 동사(noticed)가 과거 시제이므로 종속절(that절)에는 과거나 과거 완료가 와야 

한다. 따라서 과거 완료 시제 (A) had disappeared가 정답이다. 

26	 올바른	시제의	동사	채우기
복수 주어(recording devices)가 왔으므로 복수 동사 (A),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건물 내에서 녹음 장비 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표현하고 있으

므로 현재 시제 (A) are가 정답이다. 

27	 시간	표현과	일치하는	동사	채우기
이 문장은 동사 believe의 목적어로 쓰인 that절의 that이 생략된 형태이다. 명사절(that 

the public’s ~ over the year)의 동사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동사 (A), (B), (D)가 정

답의 후보이다. 현재 완료 시간 표현(over the year)이 있으므로 현재 완료 시제 (B) 

has caused가 정답이다. 

28	 시간	표현과	일치하는	동사	채우기
문장의 동사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동사 (A),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과거 시간 표

현(last Saturday)이 있으므로 과거 시제 (C) spoke이 정답이다. 

29	 시간	표현과	일치하는	동사	채우기
문장에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 (B),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과거 시간 표현(several 

years ago)이 있으므로 과거 시제 (C) suffered가 정답이다. 

30	 주어와	수일치하는	동사	채우기
문장에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 (C)와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주어(Many corporate 

leaders)가 복수이므로 복수 동사 (D) are advised가 정답이다. 

31	 시간	표현과	일치하는	동사	채우기
현재 완료 시간 표현(since the company opened 30 years ago)이 있으므로 현재 완

료 시제 (D) has been이 정답이다. 

32	 시간	표현과	일치하는	동사	채우기
문장의 동사 자리가 비어 있고 현재 시간 표현(each quarter)이 있으므로 현재 시제 

(B)와 (C)가 정답의 후보이다. ‘Tintinit Electronics사는 수익 목표를 수정한다’라는 능

동의 의미이고 뒤에 목적어(their revenue goals)가 있으므로 능동태 동사 (B) revises

가 정답이다. 

33	 ‘be	+	-ing’	채우기
be동사(are) 뒤에 와서 동사 형태를 만드는 –ing형 (A)와 p.p.형 (C)가 정답의 후보이

다. 뒤에 목적어(strict waste management systems)가 있으므로 능동태 동사가 필

요하다. 따라서 be동사(are)와 함께 능동태 동사를 만드는 –ing형 (A) implementing

이 정답이다. 

34	 시간	표현과	일치하는	동사	채우기
문장의 동사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빈칸에는 p.p.형(restored)과 함께 수동태 동사를 

만드는 be동사 (A), (C), (D)가 올 수 있다. 과거 시간 표현(earlier this year)이 있으므

로 과거 시제 (C)와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단수 주어(The exterior)가 왔으므로 단수 

동사 (C) was가 정답이다. 

35	 시간	표현과	일치하는	동사	채우기
문장에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 (A),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과거 시간 표현(yesterday 

morning)이 있으므로 과거 시제 (D) arrived가 정답이다. 

36	 주어	자리	채우기
문장의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동명사 (A), to 부

정사 (B), 명사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복수 동사(have helped)가 왔으므로 복수 명

사 (D) Advances가 정답이다. 

37	 올바른	시제의	동사	채우기		주변	문맥	파악
‘Prime Somsack사는 거래에 서명하다’라는 문맥인데, 이 경우 빈칸이 있는 문장만으

로는 올바른 시제의 동사를 고를 수 없으므로 주변 문맥이나 전체 문맥을 파악한다.  

뒤 문장에서 양도 날짜는 거래 직후에 발표되었다(a takeover date was announced 

right after the deal)고 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 이미 성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거래에 

서명한 것은 과거의 일이므로 과거 시제 (C) signed가 정답이다. 

38	 ‘be	+	p.p.’	채우기
‘최고 경영자로부터 낙관론이 표현되다’라는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수동형 문장이 되

어야 한다. 따라서 be동사(was)와 함께 수동태 동사를 만드는 p.p.형 (D) expressed

가 정답이다. 

39	 형용사	어휘	고르기		주변	문맥	파악
모든 보기가 동사(prove)의 보어로 쓰여 자연스러운 문맥이 되므로 주변 문맥이나 전

체 문맥을 파악해야 된다. 앞 문장에서 최고 경영자 Wilson Dunk는 은행 산업으로

의 PSI사의 첫 사업에 대한 낙관론을 표했다(optimism for PSI’s initial venture into 

the banking industry was expressed by chief executive officer Wilson Dunk)고 

한 것으로 보아, 이번 인수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에 이로운 것이다’라는 의미를 만드는 (C) beneficial(이로운, 유익한)이 정답이다. 

40	 알맞은	문장	고르기
빈칸의 앞 문장 ‘PSI has three active construction projects, all of which are at 

varying stages of completion.’에서 PSI사는 세 개의 진행 중인 공사 프로젝트가 있

는데, 이 모두는 각기 다른 완성 단계에 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작년에 시작한 첫 

번째 공사는 봄쯤에는 끝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따라서 (D) The first 

one it started last year will be finished by spring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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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주방용품이 조립되다’라는 수동의 의미이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be동사

(are) 다음에 와서 수동태 동사를 만드는 p.p.형 (C) assembled가 정답이다. 

02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5형식 동사(ask)의 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경영진 비서는 요청받다’라는 수동의 의

미이므로 수동태 동사 (D) is asked가 정답이다. 

03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문장의 동사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동사 (A),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텔레비전은 

이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다’라는 수동의 의미이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수동태 동사 (C) is expected가 정답이다. 

04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문장에 동사가 없으므로 (A),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백화점은 ~으로 알려지다’

라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수동태 동사 (A) is known이 정답이다. 

05	 주어	자리	채우기
문장의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A)와 (B)가 정답

의 후보이다. 복수 동사(have been slipping)가 왔으므로 복수 주어 (B) profits(이익)

가 정답이다. 

06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공장 안전 규정이 개정되다’라는 수동의 의미이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be동

사(were) 다음에 와서 수동태 동사를 만드는 p.p.형 (C) revised가 정답이다. 

07	 올바른	시제의	동사	채우기
문장에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 (A)와 (B)가 정답의 후보이다. 단수 주어(Mr. Patel)가 왔

으므로 단수 동사 (B) has posted가 정답이다. 

08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기업 총회가 열리다’라는 수동의 의미이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be동사(be) 

다음에 와서 수동태 동사를 만드는 p.p.형 (B) held가 정답이다. 

09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주절의 동사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동사 (B), (C)가 정답의 후보이다. ‘최근의 조사들은 

판매량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다’라는 능동의 의미이고 동사 뒤에 목적어(that 

~ decline)가 있으므로 능동태 동사 (B) indicate가 정답이다. 

10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감정 동사(please)의 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주어(The CEO)가 기쁨을 느끼므로 수

동태를 써야 한다. 따라서 be동사(is)와 함께 수동태 동사를 만드는 p.p.형 (C) pleased

가 정답이다. (be pleased to do: ~하게 되어 기쁘다)

11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채우기
조동사(can)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동사원형 (D) have가 정답이다. 

12	 주어	자리	채우기
문장의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B) instructions 

가 정답이다. 

13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be동사(be) 뒤에 와서 동사 형태를 만들 수 있는 –ing형 (B)와 p.p.형 (D)가 정답의 후

보이다. ‘직원들은 두 시간 일찍 퇴근하도록 허락되다’라는 수동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

로 be동사와 함께 수동태 동사를 만드는 p.p.형 (D) allowed가 정답이다. (be allowed 

to do: ~하도록 허락되다)

14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참가자들은 최신 정보를 알게 되다’라는 수동의 의미이고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be동사(were) 다음에 와서 수동태 동사를 만드는 p.p.형 (C) updated가 정답이다. 

15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새 휴대전화는 전시되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be동사(are)와 함께 수동태 동사

를 만드는 being + p.p.형 (C) being exhibited가 정답이다. 

16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문장에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 (B),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인건비의 증가는 고

용주들이 지출을 줄이도록 내몰다’라는 능동의 의미이고 동사 뒤에 목적어(many  

employers)가 있으므로 능동태 동사 (C) have driven이 정답이다. 

17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문장의 동사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동사 (A),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그 계약은  

~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다’라는 능동의 의미이고 동사 뒤에 목적어(the cost)가 있으

므로 능동태 동사 (D) includes가 정답이다. 

18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주절의 동사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동사 (A)와 (C)가 정답의 후보이다. ‘모든 이들이  

~일 것이라고 예상하다’라는 능동의 의미이고 동사 뒤에 목적어(that ~ conference)

가 있으므로, 능동태 동사 (A) anticipated가 정답이다. 

19	 수식어구	채우기
‘~을 위한 목적이다’라는 표현의 be intended to(are intended to) 다음에는 동사원형

이 와야 하므로 동사원형 (D) offer가 정답이다. 

20	 수식어구를	이끄는	것	채우기
이 문장은 주어(Mr. Cordero), 동사(went)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sending  

~ delivery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가 없는 거품구이

므로 거품구를 이끌 수 있는 전치사 (A)와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이메일을 보내는 대

신에 가게로 직접 가다’라는 의미이므로 전치사 (D) Instead of(~ 대신에)가 정답이다. 

21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부사절 접속사(After)가 이끄는 종속절의 동사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동사 (B), (C), (D)

가 정답의 후보이다. ‘회의가 연기되다’라는 수동의 의미이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

므로, 수동태 동사 (D) was postponed가 정답이다. 

22	 동사	자리	채우기
문장의 동사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동사 (B)와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단수 주어

(clothing division)가 왔으므로 단수 동사 (D) operates가 정답이다. 

23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문장에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 (B),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Continental Research

사는 연구를 수행하다’라는 능동의 의미이고 동사 뒤에 목적어(numerous studies)가 

있으므로 능동태 동사 (D) performs가 정답이다. 

24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조동사(will)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동사원형 (A), (C), (D)가 정답의 후보이

다. ‘그 소설의 특별판이 판매되다’라는 수동의 의미이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수동태 동사 (C) be sold가 정답이다. 

25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방문객들은 사진을 찍는 것이 금지되다’라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be동사(are) 다음에 

와서 수동태 동사를 만드는 p.p.형 (A) prohibited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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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Lorelie Montgomery가 프로그램을 짜다’라는 능동의 의미이고 동사 뒤에 목적어(the 

automated equipment)가 있기 때문에 능동태 동사가 와야 한다. 따라서 be동사(is)와 

결합하여 능동태 동사를 만드는 –ing형 (C) programming이 정답이다. 

27	 가정법	동사	채우기
If절에 had p.p.(had been decreased)가 왔으므로 주절에는 이와 짝을 이루는 would 

have p.p.가 와야 한다. 따라서 (A) would have recovered가 정답이다. 

28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문장에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 (B),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방문객들은 서류를 작

성하도록 요구받다’라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수동태 동사 (B) are required가 정답이다. 

(be required to do: ~하도록 요구받다)

29	 올바른	시제의	동사	채우기
have동사(have) 다음에 와서 동사 형태를 만드는 p.p.형 (A)와 been + -ing (D)가 정

답의 후보이다. ‘이사회는 어디로 본사를 이전할지 결정했다’라는 완료의 의미이므로 

have와 함께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드는 p.p.형 (A) reached가 정답이다. 

30	 가정법	동사	채우기
If절에 had p.p.(had ~ taken)가 왔으므로 주절에는 이와 짝을 이루는 would have 

p.p.가 와야 한다. 빈칸 앞에 would가 있으므로 have + p.p. (B) have been assumed

가 정답이다. 

31	 가정법	동사	채우기
If절에 had p.p.(had been made)가 왔으므로 주절에는 이와 짝을 이루는 would have 

p.p.가 와야 한다. 따라서 (D) would have been이 정답이다. 

32	 보어	자리	채우기
be동사(be) 다음에 보어로 올 수 있는 것은 형용사 (A), 명사 (B)와 (D)이다. 형용사 보

어를 써서 주어(Lanie)를 설명하면 ‘Lanie는 ~을 책임지다’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이 되

므로 (A) responsible(책임이 있는)이 정답이다. 

33	 가정법	동사	채우기
if가 생략되어 주어(Ms. Gail)와 조동사(Had)가 도치된 절에 had p.p.(Had ~ handed)

가 왔으므로 주절에는 이와 짝을 이루는 would have p.p.가 와야 한다. 따라서 (C) 

would not have had가 정답이다. 

34	 가정법	동사	채우기
주절에 might have p.p.(might have started)가 왔으므로 if절에는 이와 짝을 이루는 

had p.p.가 와야 한다. 이 경우 if가 생략되어 주어(the shipment)와 조동사(Had)의 자

리가 바뀌면서 had가 이미 문장 앞으로 나와 있으므로 빈칸에는 p.p.형 (C)나 (D)가 

와야 한다. 주어와 동사(deliver)가 ‘수송품이 배달되다’라는 의미의 수동 관계이므로 

have동사(Had)와 함께 수동태를 만드는 been + p.p. (C) been delivered가 정답이다. 

35	 가정법	동사	채우기
의문문이 아닌 평서문의 맨 처음에 들어가야 할 조동사를 선택하는 문제이므로, 가정

법에서 if가 생략되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문장임을 알 수 있다. 주절에 조동사 + 동

사원형(may broaden)이 왔으므로 가정법 미래 문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법 

미래에 사용되는 조동사 (D) Should가 정답이다. 

36	 가정법	동사	채우기
if가 생략되어 주어(Mr. Dalton)와 조동사(Had)가 도치된 절에 had p.p.(Had ~ complained) 

가 왔으므로 주절에는 이와 짝을 이루는 would have p.p.가 와야 한다. 따라서 (C) 

would have exchanged가 정답이다. 

37	 형용사	어휘	고르기
피부를 상하게 하고(damage the skin) 심지어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may even 

cause skin cancer) 것은 햇빛에의 노출이 빈번할 때이다. 따라서 (C) frequent(빈번

한)가 정답이다. 

38	 접속부사	채우기		주변	문맥	파악
빈칸이 콤마와 함께 문장의 맨 앞에 온 접속부사 자리이므로 앞 문장과 빈칸이 있는 문

장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여 정답을 선택해야 한다. 앞 문장에서 Skinclear Sunblock이 

최근에 식품 의약국의 승인을 받았다(Skinclear Sunblock has recently gained the 

approval of the Bureau of Food and Drugs)고 했고, 빈칸이 있는 문장에서는 이것

이 전국 피부과 협회에 의해 적극 추천된다(it is highly recommended by the National 

Dermatological Society)고 했으므로 두 문장 모두에서 Skinclear Sunblock을 인정한 

기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가 정보를 제시할 때 사

용하는 접속부사 (B) Moreover(더욱이)가 정답이다.  

39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제품은 안전함이 보장되다’라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수동태 동사 (C) is guaranteed

가 정답이다. 

40	 알맞은	문장	고르기
Skinclear Sunblock의 장점을 설명한 후, 빈칸의 앞 문장 ‘You don’t need to take 

our word for it though.’에서 그렇지만 선크림에 대한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고 했고, 빈칸의 뒤 문장 ‘We’re certain you’ll agree that Skinclear is superior!’

에서 당신이 Skinclear사가 우수하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으므로 빈

칸에는 당신이 써볼 수 있도록 무료 샘플을 동봉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따라서 (D) We have enclosed a free sample for you to try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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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to	부정사	채우기
이 문장은 능동태 문장이 수동태가 되면서 목적어(Chapman Associates)가 주어 

자리에 오고 동사(is expected) 뒤에 목적격 보어가 남은 형태이다. 동사 expect(is  

expected)의 목적격 보어로는 to 부정사가 와야 하므로 (D) to submit이 정답이다. 

02	 올바른	시제의	동사	채우기
주절의 동사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동사 (A),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조건 부사절

(once ~ launched)에서 현재 시제(is launched)를 써서 미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주

절에는 미래 시제가 와야 한다. 따라서 (A) will begin이 정답이다. 

03	 to	부정사의	동사원형	채우기
동사 ask(asked)는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이다. 따라서 to와 함께 to 

부정사를 만드는 동사원형 (D) undergo가 정답이다. 

04	 to	부정사	채우기
동사 order(has ordered)의 목적격 보어로는 to 부정사가 와야 하므로 (C) to work

가 정답이다. 

05	 ‘be	+	p.p.’	채우기
‘고용 증명서가 요청될 것이다’라는 수동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be동사(be)와 함

께 수동태 동사를 만드는 p.p.형 (A) required가 정답이다. (be required to do: ~하

도록 요구받다)

06	 to	부정사	채우기
이 문장은 능동태 문장이 수동태가 되면서 목적어(Renowned journalist Anne Line)

가 주어 자리로 가고 동사 뒤에 목적격 보어(  a speech ~ Minnesota)가 남

은 형태이다. 동사 invite(was invited)는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를 취하므로 (D) to 

deliver가 정답이다. 

07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be동사(is)와 함께 동사 형태를 이룰 수 있는 p.p.형 (A)와 –ing형 (C)가 정답의 후보

이다. ‘Jigsaw Furnishing사는 ~으로 잘 알려지다’라는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수동태 

문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be동사와 함께 수동태 동사를 만드는 p.p.형 (A) known

이 정답이다. 

08	 동사	자리	채우기
단수 주어(Mr. Otto)가 왔으므로 단수 동사 (A),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Mr. Otto는 

~에 감사를 표하고 싶어한다’라는 의미이므로 (C) would like(~하고 싶다)가 정답이다. 

09	 to	부정사	채우기
동사 manage(managed) 다음에는 to 부정사가 와야 하므로 (C) to speak이 정답이다. 

10	 to	부정사	채우기
명사 chance 다음에는 명사를 꾸며 주어 형용사 역할을 하는 to 부정사가 와야 하므

로 (D) to study가 정답이다. (chance to do: ~할 기회)

11	 to	부정사의	동사원형	채우기
‘제안서를 완성하기 위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를 만

들어야 한다. ‘in order to + 동사원형’은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 대신 쓰일 수 있

으므로 동사원형 (D) finish가 정답이다. 

12	 to	부정사	채우기
목적어 자리에 온 명사절(that ~ Friday)은 주어(the packages), 동사(are), 보어

(ready)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sent to the trade fair in Berlin은 수식어 거

품으로 보아야 한다. 보기 중 수식어 거품을 이끌 수 있는 것은 to 부정사이므로 (A) 

to be가 정답이다.

13	 to	부정사의	to	채우기
‘주문을 하기 위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동사원형(place)과 함께 목적을 나타내

는 to 부정사를 만들 수 있는 (B) to가 정답이다. 

14	 동사	자리	채우기
문장의 동사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A)와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단수 주어(The building  

technician)가 왔으므로 단수 주어와 함께 쓸 수 있는 과거 동사 (A) detected가 정

답이다. 

15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be동사(has been)와 함께 동사 형태를 만드는 p.p.형 (B)와 –ing형 (C)가 정답의 후보

이다. ‘계약의 일부가 외국 고객들에게 잘못 이해되다’라는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수동

태 동사가 와야 하므로 p.p.형 (B) misinterpreted가 정답이다. 

16	 to	부정사의	동사원형	채우기
‘해외 손님을 수용하기 위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를 

만들어야 한다. to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A) accommodate가 정답이다. 

17	 to	부정사	채우기
동사 ask(asks)의 목적격 보어로는 to 부정사가 와야 하므로 (C) to drop이 정답이다. 

18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채우기
조동사(can)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C) register가 정답이다. 

19	 원형	부정사	채우기
준 사역동사 help(helped)의 목적격 보어로는 원형 부정사 또는 to 부정사가 와야 하

므로 원형 부정사 (A) escort가 정답이다. 

20	 to	부정사	채우기
이 문장은 주어(Alto Automotives), 동사(will be hosting), 목적어(a party)를 갖춘 완

전한 절이므로   the launch of its newest sports car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

야 한다. 보기 중 수식어 거품을 이끌 수 있는 to 부정사 (B) To celebrate가 정답이다. 

21	 to	부정사	채우기
이 문장은 능동태 문장이 수동태가 되면서 목적어(Assembly line workers)가 주어 자

리로 가고 동사 뒤에 목적격 보어(  with all ~ regulations)가 남은 형태이다. 동

사 advise(are advised)는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를 취하므로 (B) to comply가 정

답이다. 

22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채우기
조동사처럼 쓰이는 표현 be able to(has been able to)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와야 하

므로 (C) apply가 정답이다. 

23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문장에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 (B),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단수 주어(The bank)

가 왔으므로 단수 동사 (B)와 (C)가 올 수 있다. ‘그 은행은 엄청난 수입을 만들어

낸다’는 능동의 의미이고 뒤에 목적어(an ~ income)가 있으므로 능동태 동사 (B)  

generates가 정답이다. 

24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for	채우기
to 부정사(to sign)의 의미상의 주어로는 ‘for + 명사’가 쓰이므로 명사(all visitors)와 함

께 쓰여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이루는 (A) for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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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to	부정사	채우기
이 문장은 능동태 문장이 수동태가 되면서 목적어(the company’s vice president, 

Lisa Bain)가 주어 자리로 가고 동사(will be chosen) 뒤에 목적격 보어가 남은 형태

이다. 동사 choose(chosen)는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를 취하므로 (B) to succeed

가 정답이다. 

26	 to	부정사의	동사원형	채우기
‘전시된 회의 탁자 중 일곱 개를 구매하기 위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목적을 나

타내는 to 부정사를 만들어야 한다. to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D) purchase

가 정답이다. 

27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보고서가 투자자들에게 배포되다’라는 수동의 의미이고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be동

사 다음에 와서 수동태 동사를 만드는 p.p.형 (D) distributed가 정답이다. 

28	 시간	표현과	일치하는	동사	채우기
문장의 동사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동사 (A), (B), (C)가 정답의 후보이다. 현재 완료

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recently)이 있으므로 현재 완료 시제 (C) have received가 정

답이다. 

29	 to	부정사의	동사원형	채우기
‘생산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를 

만들어야 한다. to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C) avoid가 정답이다. 

30	 to	부정사	채우기	
동사 encourage(to encourage)의 목적격 보어로는 to 부정사가 와야 하므로 (C) to 

exercise가 정답이다. 

31	 원형	부정사	채우기
사역동사 have(had)는 목적격 보어로 원형 부정사를 가지므로 (B) attend가 정답이다. 

32	 to	부정사의	동사원형	채우기
동사 want(wants)는 목적어로 to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이다. to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C) adjust가 정답이다. 

33	 to	부정사의	동사원형	채우기
이 문장은 능동태 문장이 수동태가 되면서 목적어(Guests)가 주어 자리로 가고 동사

(are ~ advised) 뒤에 목적격 보어가 남은 형태이다. 동사 advise(advised)는 목적

격 보어로 to 부정사를 취하므로 to와 함께 to 부정사를 만드는 동사원형 (B) keep

이 정답이다.

34	 to	부정사	채우기
형용사 pleased 다음에는 to 부정사가 와야 하므로 (C) to announce가 정답이다. (be 

pleased to do: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다) 

35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동사 need(needs)는 목적어로 to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이다. to 다음에는 동사원형

이 와야 하므로 동사원형 (B),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물품이 기재되다’라는 수동

의 의미이고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to 부정사의 수동형을 만드는 be + p.p. (D) be 

indicated가 정답이다. 

36	 ‘지각동사	+	목적어	+	현재분사’	채우기
지각동사 see(saw)의 목적격 보어 자리가 비어 있다.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

에는 원형 부정사나 현재분사가 올 수 있으므로 보기 중 현재분사 (C) leaving이 정

답이다. 

37	 올바른	시제의	동사	채우기		주변	문맥	파악
빈칸 뒤에 목적어(a ~ workshop)가 왔으므로 능동태 동사 (A), (B), (C)가 정답의 후보

이다. 이 경우 빈칸이 있는 문장만으로는 올바른 시제의 동사를 고를 수 없으므로 주변 

문맥이나 전체 문맥을 파악해야 한다. 뒤 문장에서 행사는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

최될 것(The event will take place from September 10 to 11)이라고 했으므로 미래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시제 (C) will host가 정답이다. 

38	 to	부정사	채우기
이 문장은 능동태 문장이 수동태가 되면서 목적어(employees)가 주어 자리에 오고 뒤

에 목적격 보어가 남은 형태이다. 동사 ask(will be asked)는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

를 취하므로 (D) to participate가 정답이다. 

39	 형용사	어휘	고르기
‘좋은 팀워크가 결국 더 협조적이고 생산적인 근무 환경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자연스러우므로 형용사 (A) productive(생산적인)가 정답이다. 

40	 알맞은	문장	고르기
문단 앞부분에서 모든 직원이 교육에 참가해야 한다고 한 후, 빈칸의 앞 문장 ‘Only a 

few core staff will oversee office functions ~ and we have already chosen them.’

에서 오직 몇몇의 핵심 직원들만이 사무실 직무들을 감독할 것이며, 이미 그들을 선

정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만약 사무실에 남아있어야 한다면 통지를 받을 것이라

는 내용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따라서 (A) You will be informed if you need to stay 

in the office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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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명사	채우기
동사 continue(continue)의 목적어 자리에는 to 부정사 또는 동명사가 와야 하므로 동

명사 (D) rising이 정답이다. 

02	 동명사	채우기
전치사(for)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동명사 (C) 또는 명사 (D)이다. 이 중 뒤에 

목적어(her)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동명사이므로 (C) welcoming이 정답이다. 

03	 to	부정사	채우기
형용사 likely는 to 부정사를 취하는 형용사이므로 to 부정사 (D) to appear가 정답이다. 

04	 ‘have	+	p.p.’	채우기
과거 특정 시점 이래로 지금까지를 의미하는 표현인 ‘since + 과거(the beginning of 

last year)’가 있으므로 현재 완료 시제가 와야 한다. 따라서 have동사(has)와 함께 완

료형을 만드는 p.p.형 (C) worked가 정답이다. 

05	 동명사	채우기
전치사(by)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 또는 동명사이므로 동명사 (A) 

investing이 정답이다. 

06	 동명사	채우기
‘spend + 시간’(spent ~ time) 다음에는 동명사가 와야 하므로 (D) observing이 정

답이다.

07	 동명사	채우기
타동사(finish)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동명사 (A) 또는 명사 (B), (C)이다. 

이 중 뒤에 목적어(the government officials)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동명사이므로 (A) 

interviewing이 정답이다. 

08	 to	부정사	채우기
‘정시에 회의에 도착하기 위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 

(D) To arrive가 정답이다. 

09	 동명사	채우기
전치사(to)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동명사 (B) 또는 명사 (C)이다. 이 중 뒤

에 목적어(accidents)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동명사이므로 (B) preventing이 정답이다. 

10	 동명사	채우기
동사 like(does not like)는 동명사 또는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질 수 있으므로 보기 

중 동명사 (D) driving이 정답이다. 

11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제안이 고려되다’라는 수동의 의미이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수동태 동

사가 와야 한다. 따라서 be동사(is) 다음에 와서 수동 진행형을 만드는 (D) being  

considered가 정답이다. 

12	 동사	자리	채우기
문장의 동사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동사 (A)와 (C)가 정답의 후보이다. 단수 주어(The 

personnel director)가 왔으므로 단수 동사 (A) helps가 정답이다. 

13	 동명사	채우기
전치사(by)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 (A), (D) 또는 동명사 (B)이다. 이 중 

뒤에 목적어(a new hospital wing)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동명사이므로 (B) financing

이 정답이다. 

14	 동명사	채우기
동사 suggest(suggested)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갖는 동사이므로 (D) closing이 정

답이다. 

15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새로운 시스템이 직원들에 의해 설치되다’라는 수동의 의미이고 뒤에 목적어가 없으

므로 수동태 동사 (C) was installed가 정답이다. 

16	 동명사와	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타동사(has)의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와야 하므로 명사 (B), (C), (D)가 정답의 후보

이다. 빈칸 앞에 복수 명사 앞에 쓰이는 수량 표현(several)이 왔으므로 복수 명사 (C) 

openings(빈 자리)가 정답이다. 

17	 동명사	채우기
전치사(Apart from)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 (A) 또는 동명사 (D)이다. 

이 중 뒤에 목적어(subway and street maps)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동명사이므로 (D) 

displaying이 정답이다. 

18	 동명사	채우기
문장에서 be동사(was) 앞에 위치한   a building ~ library는 주어 자리이다. 주어 

자리에 와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명사 (A) Obtaining이 정답이다. 

19	 동명사와	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전치사(of)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 (A) 또는 동명사 (D)이다. 이 중 

뒤에 목적어(a new set of ~ guidelines)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동명사이므로 (D)  

establishing이 정답이다. 

20	 to	부정사의	동사원형	채우기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를 만

들어야 한다. to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A) share가 정답이다. 

21	 동명사와	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전치사(by)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 (A) 또는 동명사 (B)이다. 이 중 뒤

에 목적어(a ~ plant)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동명사이므로 (B) developing이 정답이다. 

22	 시간	표현과	일치하는	동사	채우기
문장에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 (B)와 (C)가 정답의 후보이다. 미래 시간 표현(at the end 

of this week)이 있으므로 미래 시제 (C) will leave가 정답이다. 

23	 동명사와	to	부정사	구별하여	채우기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recommend(recommended)의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동명사 (B) enhancing이 정답이다. 

24	 동명사	채우기
문장에서 be동사(was) 앞에 위치한   the software ~ functions는 주어 자리이

다. 주어 자리에 와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동명사이므로 (C) Demonstrating

이 정답이다. 

25	 동명사	채우기
동사 enjoy(enjoys)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동명사 (B) 또는 명사 (D)이다. 이 

중 뒤에 목적어(articles)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동명사이므로 (B) reading이 정답이다. 

26	 동명사와	to	부정사	구별하여	채우기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postpone(could postpone)의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

으므로 (A) submitting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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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be	+	p.p.’	채우기
‘정부의 명령이 실행되다’라는 수동의 의미이고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수동태 

동사가 와야 한다. 따라서 be동사(be) 다음에 와서 수동태 동사를 만드는 p.p.형 (D) 

implemented가 정답이다. 

28	 동명사와	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전치사(of)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 (A) 또는 동명사 (C)이다. 이 중 뒤

에 목적어(DeSilva’s latest ~ accessories)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동명사이므로 (C) 

promoting이 정답이다. 

29	 동명사	채우기
전치사(With)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동명사 또는 명사이므로 보기 중 동명

사 (B) improving이 정답이다. 

30	 동명사와	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문장에서 동사(requires) 앞에 위치한   sales ~ products는 문장의 주어이다. 주

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 (A), (D) 또는 동명사 (B)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 뒤에 목

적어(sales levels)가 있으므로 동명사 (B) Estimating이 정답이다. 

31	 동명사와	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타동사(to take)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고 소유격 대명사(his)의 꾸밈을 받을 수 있

는 명사 (A), (C)와 동명사 (B)가 정답의 후보이다. ‘자리에 앉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

므로 (A) seat 또는 (C) seats가 와야 한다. 단수 주어(the passenger)에게 ‘자리에 앉

으라’고 했으므로 단수 명사 (A) seat(자리)가 정답이다. 

32	 동명사	채우기
have difficulty(has difficulty) 다음에는 동명사가 와야 하므로 (C) negotiating이 정

답이다. 

33	 시간	표현과	일치하는	동사	채우기
문장에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 (B),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현재 시간 표현(usually)

이 있으므로 현재 시제 (B)와 (C) 중에서 단수 주어(George Hummel)와 함께 쓸 수 있

는 단수 동사 (C) meets가 정답이다. 

34	 동명사와	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문장에서 be동사(is) 앞에 위치한   lost data ~ crash는 주어 자리이다. 주어 자

리에 와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 (A)와 동명사 (B)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 뒤

에 목적어(lost data)가 있으므로 동명사 (B) Recovering이 정답이다. 

35	 to	부정사	채우기
‘공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 

(B) To improve가 정답이다. 

36	 동명사와	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전치사(of)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동명사 (A) 또는 명사 (B)이다. 빈칸 뒤에 

목적어(more business clients)가 왔으므로 동명사 (A) attracting이 정답이다. 

37	 동명사와	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전치사(for)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동명사 (A), 명사 (B), (D)이다. 뒤에 목적

어(Ideal House Magazine)가 왔으므로 동명사 (A) reading이 정답이다. 

38	 동사	어휘	고르기		주변	문맥	파악	
‘귀하의 구독은 12월 20일에  할 예정이다’라는 문맥에서 자연스러운 의미를 만드

는 (B),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이 있는 문장만으로 정답을 고를 수 없으므로 

주변 문맥이나 전체 문맥을 파악한다. 뒤 문장에서 5일 이내에 구독을 갱신하면 15퍼

센트 할인을 받을 것(You will receive a 15 percent discount ~ if you renew your 

subscription within the next five days)이라고 했으므로, 구독이 곧 만기된다는 내용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 expire(만기되다)가 정답이다. 

39	 접속부사	채우기		주변	문맥	파악	
빈칸이 콤마와 함께 문장 맨 앞에 온 접속부사 자리이므로 접속부사 (A), (C), (D)가 정

답의 후보이다. 빈칸이 있는 문장만으로 정답을 고를 수 없으므로 앞 문장과 빈칸이 

있는 문장의 의미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앞 문장에서 구독을 갱신하면(if you renew 

your subscription) 15퍼센트 할인을 받을 것(You will receive a 15 percent discount)

이라고 했고, 빈칸이 있는 문장에서는 무료 티켓 두 장을 줄 것(we will give you two 

free tickets)이라고 했으므로 구독을 갱신함에 따라 추가로 주어지는 혜택들에 대해 이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 In addition(게다가)이 정답이다. 

40	 알맞은	문장	고르기
빈칸의 앞 문장 ‘These events demonstrate how easy it is to change the look of 

your home.’에서 이 행사들은 집 외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준다고 했

으므로 빈칸에는 이들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계획되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따라서 (B) They have been designed for those with limited experience

가 정답이다.

CHAPTER 06- 
동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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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사	채우기
빈칸은 대명사(Those)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자리이므로 분사 (D)  

seeking이 정답이다. 

02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보기 중 be동사(was) 다음에 보어로 올 수 있는 것은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B)와 

(D)이다. 감정동사 amaze가 왔으므로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지, 감정의 원인인지를 구

별해서 분사를 채워야 한다. 이 경우 주어(The work)가 놀라게 된 원인이므로 현재분

사 (D) amazing이 정답이다. 

03	 동명사	채우기
look forward to(looking forward to)의 to는 전치사이므로 to 다음에는 동명사가 와야 

한다. 따라서 (C) reading이 정답이다. 

04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은 명사(professionals)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자리이므로 분사 (B)와 

(C)가 정답의 후보이다. 수식받는 명사(professionals)와 분사가 ‘전문가들이 유명해지

다’라는 의미의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C) distinguished가 정답이다. 

05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이 문장은 주어(Lawson Financial), 동사(provided), 목적어(Kylie Warner)를 갖춘 완

전한 절이므로,   her ~ department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보기 중 

수식어 거품이 될 수 있는 것은 분사 (A)와 (D)이다. 주절의 주어(Lawson Financial)와 

분사구문이 ‘Lawson Financial사는 그녀가 소중한 일원임을 재확인하다’라는 의미의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A) reconfirming이 정답이다. 

06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be동사(be) 다음에 올 수 있는 명사 (A), -ing형 (B), p.p.형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참

석자들은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지다’라는 수동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be동사와 함

께 수동태 동사를 만드는 p.p.형 (D) divided가 정답이다. 

07	 동명사	채우기
전치사(despite)의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또는 동명사가 올 수 있으므로 동명사 (A)와 

(C)가 정답의 후보이다. ‘선적을 수령하다’라는 능동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동명사의 

능동 완료형 (C) having received가 정답이다. 

08	 분사	채우기
명사(Employees) 뒤에서 명사를 꾸미는 것은 분사이므로 분사 (B) using이 정답이다. 

09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이 문장은 주어(Regent Air International), 동사(purchased), 목적어(12 new aircrafts)

로 이루어진 완전한 절이므로, formerly   as Regal Air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보기 중 수식어 거품이 될 수 있는 것은 분사 (A)와 (B)이다. 주절의 주어(Regent 

Air International)와 분사구문이 ‘Regent 국제 항공사는 이전에 Regal 항공사로 알려

졌다’라는 의미의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B) known이 정답이다. 

10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은 명사(engineers)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이므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A)와 

(B)가 정답의 후보이다. ‘경력 있는 기술자들’이라는 의미이므로 ‘경력 있는’을 의미하

는 과거분사 (B) experienced가 정답이다. 

11	 동명사와	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은 be동사(was)의 보어 자리를 채우는 문제이므로 명사 (A)와 동명사 (C)가 정답

의 후보이다. ‘Ms. Jenkins의 주 책임은 변경을 제안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고 뒤에 목적어(changes)가 있으므로 동명사 (C) proposing이 정답이다. 

12	 to	부정사	채우기
이 문장은 능동태 문장이 수동태가 되면서 목적어(Personnel)가 주어 자리에 오고 동

사(are required) 뒤에 목적격 보어가 남은 형태이다. 동사 require의 목적격 보어로는 

to 부정사가 와야 하므로 (C) to present가 정답이다.

13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은 복합 명사(sales figures)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이므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B)와 (C)가 정답의 후보이다. 수식받는 명사(sales figures)와 분사가 ‘판매 수치가 예

상되다’라는 의미의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C) expected가 정답이다. 

14	 to	부정사	채우기
보기 중 be동사(was) 뒤에 올 수 있는 것은 p.p.형 (A)와 to 부정사 (C)이다. 빈칸 뒤에 

목적어(the architect’s plans)가 왔고 ‘회의의 목적은 건축가의 계획을 공개하는 것이

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명사 역할을 하는 to 부정사 (C) to reveal이 정답이다. 

15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이 문장은 주어(guests), 동사(may choose), 목적어(gift items)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

로, 빈칸 이하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보기 중 수식어 거품이 될 수 있는 분

사 (A)와 (C)가 정답의 후보이다. 주절의 주어(guests)와 분사구문이 ‘손님들이 ~을 포

함하다’라는 능동의 의미가 되어야 하고 뒤에 목적어(toys ~ merchandise)가 왔으므

로 현재분사 (C) including이 정답이다. 

16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이 명사(brands)를 앞에서 꾸미는 형용사 자리이므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C)와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일류 브랜드’라는 의미이므로 ‘일류의’를 의미하는 현재

분사 (C) leading이 정답이다. 

17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은 be동사(was)의 보어 자리이므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A)와 (B)가 정답의 

후보이다. 주어(Laura Weller)가 관심을 느끼는 주체이므로 과거분사 (B) interested

가 정답이다. 

18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기차가 지연되다’라는 수동의 의미이고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수동태 동사가 와야 한

다, 따라서 be동사(was)와 함께 수동태 동사를 만드는 p.p.형 (A) delayed가 정답이다. 

19	 분사	채우기
이 문장은 주어(Mr. Lang), 동사(is), 보어(responsible)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the building manager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수식어 거품을 이끌 수 있

는 분사 (A)와 (D), to 부정사 (C)가 정답의 후보이다. 주어(Mr. Lang)와 분사구문이  

‘Mr. Lang은 건물 관리인이다’라는 능동의 의미이므로 현재분사 (D) Being이 정답이다. 

20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은 명사(work schedules)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이므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B)와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수식받는 명사(work schedules)와 분사가 ‘업무 일정이 

수정되다’라는 의미의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D) revised가 정답이다. 

21	 동명사와	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문장에서 be동사(is) 앞에 위치한 Reserved   for the concert는 주어 자리이

다. 분사(Reserved)의 꾸밈을 받으면서 주어가 될 수 있는 명사 (A), (C), (D)가 정답

의 후보이다. 단수 동사(is)가 왔으며 명사 자리 앞에 관사가 없으므로 불가산 명사 (C) 

seating이 정답이다. 

CHAPTER 07-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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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이 문장은 주어(The senator), 동사 (toured), 목적어(the town’s ~ building)를 갖춘 완

전한 절이므로,   by the city mayor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수식어 거품

을 이끌 수 있는 to 부정사 (A), 분사 (B)와 (C)가 정답의 후보이다. 주어(The senator)

와 분사구문이 ‘상원의원이 시장에 의해 동행되다’라는 의미의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

분사 (C) accompanied가 정답이다.

23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be동사(was) 다음에 보어로 올 수 있는 것은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A)와 (C)이

다. that절의 주어(attendance)가 실망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원인이므로 현재분사 (A) 

disappointing이 정답이다. 

24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은 명사(grand opening)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이므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A)와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수식받는 명사(grand opening)와 분사가 ‘Hyperlink 

호텔의 개장식은 저조하게 참석되었다’라는 의미의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A)  

attended가 정답이다. 

25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소음이 방해하다’라는 능동의 의미이므로 be동사(was)와 함께 능동 진행형을 만드는 

-ing형 (B) distracting이 정답이다.

26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부사절 접속사(before) 뒤에 올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절 또는 분사구문이므로 분사 (A),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주어(Mr. Taylor)와 분사구문이 ‘Ms. Taylor가 연구 과제를 시

작하다’라는 의미의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A) starting이 정답이다. 

27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은 명사(magazine)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이므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C)와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수식받는 명사(magazine)와 분사가 ‘잡지가 세계적으로 인정

받다’라는 의미의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C) recognized가 정답이다. 

28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부사절 접속사(After) 뒤에 올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절 또는 분사구문이므로 분사 (A), 

(B)가 정답의 후보이다. 주어(the company)와 분사구문이 ‘회사가 아이디어를 논의하

다’라는 의미의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A) discussing이 정답이다.

29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은 명사(cost)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이므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A)와 (C)가 

정답의 후보이다. 수식받는 명사(cost)와 분사가 ‘비용이 증가하다’라는 의미의 능동 관

계이므로 현재분사 (C) rising이 정답이다. 

30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부사절 접속사(before) 뒤에 올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절 또는 분사구문이므로 분사 (A),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주어(Martha Bjorland)와 분사구문이 ‘Martha Bjorland가 방책

을 제안하다’라는 의미의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A) recommending이 정답이다. 

31	 동명사	채우기
빈칸은 동사 suggest(suggested)의 목적어 자리이므로 명사 (A)와 동명사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 뒤에 목적어(refreshments)가 왔으므로 동명사 (D) ordering이 정답이다. 

32	 분사	채우기
빈칸은 명사(operations)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이므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C) 

expanded가 정답이다. 

33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은 명사(merchandise)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이므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A)

와 (C)가 정답의 후보이다. 수식받는 명사(merchandise)와 분사가 ‘제품이 파손되다’

라는 의미의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A) damaged가 정답이다. 

34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은 명사(document)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이므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B)와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수식받는 명사(document)와 분사가 ‘문서가 첨부되다’라는 의

미의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D) attached가 정답이다. 

35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은 명사(delivery)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이므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A)와 (D)

가 정답의 후보이다. 수식받는 명사(delivery)와 분사가 ‘배송이 예정되다’라는 의미의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A) scheduled가 정답이다. 

36	 분사	채우기
빈칸은 명사(requests)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이므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B) 

repeated가 정답이다. 

37	 동사	어휘	고르기
‘지도는 전례 없는 수준의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동사 

contain(담고 있다)의 3인칭 단수형 (B) contains가 정답이다. 

38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은 명사(dimensions)를 뒤에서 꾸미는 분사 자리이므로 분사 (B), (C)가 정답의 

후보이다. 수식받는 명사(dimensions)와 분사가 ‘크기가 머리카락 한 가닥에 비슷하

다’라는 능동의 의미이고 빈칸 뒤에 목적어(those ~ hair)가 있으므로 현재분사 (C) 

approximating이 정답이다. 

39	 알맞은	시제의	동사	채우기		전체	문맥	파악
문장의 동사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동사 (A), (B),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이 있는 

문장만으로 올바른 시제의 동사를 고를 수 없으므로 주변 문맥이나 전체 문맥을 파악

한다. 지문 앞부분에서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에 대한 3차원 형태 지도를 만드는 데 성

공했다(scientists ~ have succeeded in creating a 3-D map of the human brain)고 

했고 빈칸 앞 문장에서 의학계 회원들은 특히 이 최근 개발에 흥분하고 있다(Members 

of the medical community are particularly excited by this recent development)고 

했으므로 과학자들이 그 지도가 미래에 뇌 연구를 면밀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기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예상을 나타내는 미래 시제 (D) 

will allow가 정답이다. 

40	 알맞은	문장	고르기
지문의 앞부분에서 Dorset 대학의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에 대한 3차원 형태 지도를 만

드는 데 성공했다고 했고, 빈칸의 뒤 문장 ‘Effective treatments for Alzheimer’s and 

dementia are among the breakthroughs that are sought after.’에서 알츠하이머 병

과 치매에 효과적인 치료법들은 수요가 많은 획기적 발전에 속한다고 했으므로 빈칸에

는 연구원들은 특히 치유법을 찾는데 관심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따라

서 (D) Researchers are especially interested in finding cures가 정답이다.

CHAPTER 07-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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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명사	자리	채우기
전치사(in)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D) preparation이 정

답이다. 

02	 명사	자리	채우기
타동사(initiated)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B) investigations

가 정답이다. 

03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은 명사(places)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이므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A),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수식받는 명사(places)와 분사가 ‘장소들이 방문되다’라는 의미의 수

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A) visited가 정답이다. 

04	 명사	자리	채우기
타동사(had to halt)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동명사 또는 명사이므로 명사 

(C), 동명사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명사 자리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경우 동명사보다 명

사가 와야 하므로 명사 (C) operation이 정답이다. 

05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새로운 법규가 시행되다’라는 수동의 의미이고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수동태 

동사 (B) was implemented가 정답이다. 

06	 사람명사	추상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타동사(will contact)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A), (C)가 정

답의 후보이다. ‘지원자들에게 연락할 것이다’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을 만드는 사람명

사 (C) applicants가 정답이다.

07	 명사	자리	채우기
타동사(to prohibit)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동명사 또는 명사이므로 동명

사 (C), 명사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명사 (D) dismissal

이 정답이다. 

08	 동명사와	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전치사(on)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동명사 또는 명사이므로 명사 (A)와 (B), 

동명사 (C)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 뒤에 목적어(the museum’s Web site)가 왔으므

로 동명사 (C) updating이 정답이다. 

09	 명사	자리	채우기
타동사(offers)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C), (D)가 정답의 후

보이다. ‘Prospero 화원은 다양한 종류의 꽃과 꽃다발을 제공한다’라는 의미이므로 명

사 (D) variety(갖가지)가 정답이다. 

10	 동사	자리	채우기
문장에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 (B),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주어(The technician)가 

단수이므로 단수 동사 (B) has installed가 정답이다. 

11	 명사	자리	채우기
타동사(has not reached)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동명사 또는 명사이므로 

명사 (B), 동명사 (C)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 앞에 부정관사(a)가 왔으므로 명사 (B) 

decision이 정답이다. 

12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	채우기
명사(office) 뒤 빈칸에는 복합 명사(명사 + 명사)를 만드는 명사 (A), (B), (D)가 올 수 

있다. ‘사무용품’이라는 의미의 복합 명사 office supplies를 만드는 (B) supplies가 정

답이다. 

13	 사람명사	추상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전치사(on)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A), (D)가 정답의 후

보이다.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다’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을 만드는 추상명사 (D) 

evaluation(평가)이 정답이다. 

14	 to	부정사의	동사원형	채우기
빈칸은 가주어 it의 진주어 자리이다. 진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to 부정사이므로 빈칸 

앞의 to 와 함께 to 부정사를 만드는 동사원형 (A) select가 정답이다. 

15	 명사	자리	채우기
소유격(the research team’s)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B) contribution 

이 정답이다. 

16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은 복합 명사(gift certificate)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이므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

사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수식받는 명사(gift certificate)와 분사가 ‘상품권이 동봉

되다’라는 의미의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D) enclosed가 정답이다. 

17	 사람명사와	사물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전치사(of)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동명사 또는 명사이므로 명사 (B), (C)와 

동명사(D)가 정답의 후보이다. ‘시민들에 의해 제작된 모든 발명품’이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을 만드는 사물명사 (B) inventions(발명품)가 정답이다. 

18	 명사	자리	채우기
전치사(In)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동명사 (A), 명사 (C)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명사 (C) response가 정답이다. 참고로, 동명사 또는 명사 자

리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경우 명사가 주로 온다는 점을 알아두자. 

19	 명사	자리	채우기
타동사(To strengthen)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A) interaction 

이 정답이다. 

20	 단수와	복수	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형용사(economic)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B),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복수 명사 앞에 오는 수량 표현 Many가 있으므로 복수 명사 (B) benefits

가 정답이다. 

21	 단수와	복수	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형용사(huge)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A), (C)가 정답의 후보이

다. 부정관사(a)가 왔으므로 단수 명사 (C) surprise가 정답이다. 

22	 명사	자리	채우기
전치사(until)의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와야 하므로 명사 (B) notice가 정답이다. 

23	 올바른	시제의	동사	채우기
문장의 동사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동사 (B),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종속절(that  

employees ~ all times)에 과거 진행 시제(were ~ carrying)가 왔으므로 주절에도 과

거 시제가 와야 한다. 따라서 과거 시제 (B) expressed가 정답이다. 

24	 명사	자리	채우기
전치사(as)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동명사 또는 명사이므로 명사 (B), 동

명사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 앞에 부정관사(a)가 왔으므로 명사 (B) reminder

가 정답이다. 

CHAPTER 08-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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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단수와	복수	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be동사(are)의 보어가 될 수 있고 형용사(new)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

로 명사 (A)와 (B)가 정답의 후보이다. 복수 명사 앞에 오는 수량 표현(many)이 있으므

로 복수 명사 (A) approaches가 정답이다. 

26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	채우기
‘고객 만족’이라는 의미의 복합 명사 customer satisfaction을 만드는 명사 (C)  

satisfaction(만족)이 정답이다. 

27	 사람명사와	추상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전치사(Following)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A), (B)가 정답

의 후보이다. ‘기계에 대한 철저한 검사 이후’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상명사 (B) inspection(검사)이 정답이다. 

28	 사람명사와	추상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종속절(Because ~ companies)의 주어 자리가 비어있다.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은 명사이므로 명사 (A),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많은 참가자들’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고 빈칸 앞에 복수 명사 앞에 오는 수량 표현 numerous가 있으므로 사람명사의 복

수형 (D) participants가 정답이다. 

29	 사람명사와	추상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타동사(received)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으면서 복수 명사 앞에 오는 수량 표현

(several)과 함께 쓸 수 있는 복수 명사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냉방 시스템 작

동 불량에 대한 불평을 받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추상명사 (C) complaints(불

평)가 정답이다. 

30	 사람명사와	추상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전치사(of)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A), (D)가 정답의 후보

이다.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와 조언’이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을 만드는 사람명사 (D) 

professionals(전문가들)가 정답이다. 

31	 사람명사와	추상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소유격(their)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합병 계약’이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을 만드는 추상명사 (D)  

competitiveness(경쟁력)가 정답이다. 

32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	채우기
‘수익 감소’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명사 profit과 함께 복합 명사 profit loss의 복수

형을 만드는 명사 (A) losses가 정답이다. 

33	 to	부정사의	동사원형	채우기
‘직원들을 수용하기 위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를 

만들어야 한다. to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B) accommodate가 정답이다. 

34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부사(financially)의 꾸밈을 받아 be동사(are)의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분사 (B), (C)

가 정답의 후보이다. be동사의 주어인 관계대명사 that이 가리키는 선행사(products)

와 보어가 ‘제품이 유망하다’라는 의미의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C) promising(유

망한, 전도 유망한)이 정답이다. 

35	 사람명사와	추상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타동사(offers)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A), (C)가 정답의 

후보이다.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다’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을 만드는 추상명사 (C) 

service(서비스)가 정답이다. 

36	 to	부정사	채우기
‘도시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관광 안내소를 열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

므로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 (B) to improve가 정답이다. 

37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	채우기
명사(opportunities) 앞 빈칸에는 복합 명사(명사 + 명사)를 만드는 명사 (A), 명사를 꾸

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B)나 (D)가 올 수 있다. 문맥상 ‘채용 기회’라는 의미

가 되어야 자연스러우므로 복합 명사 employment opportunities를 만드는 명사 (A) 

employment(채용)가 정답이다. 

38	 알맞은	문장	고르기
빈칸의 앞 문장 ‘In general, these firms provide a narrow range of services.’에서 

대개 이 회사들은 한정된 범위의 서비스들을 제공한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그들은 

금융, 고객 서비스, 그리고 홍보를 전문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따라서 

(B) They specialize in finance, customer service, and public relations가 정답이다.

39	 동사	어휘	고르기		주변	문맥	파악
‘GenPride사가 은행과 보험 회사에 서비스들을 ___하다’라는 문맥에서 자연스러운 

의미를 만드는 (B),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이 있는 문장만으로는 정답을 고를 수 

없으므로 주변 문맥이나 전체 문맥을 파악해야 한다. 앞 문장에서 이 회사들은 한정

된 범위의 서비스들을 제공한다(these firms provide a narrow range of services)

고 언급했으며, 빈칸 앞에서 예를 들면(For example)이라고 했다. 따라서 GenPride

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알 수 있으므로 동사 offer(제공하다)의 3인칭 단수형 

(B) offers가 정답이다. 

40	 올바른	시제의	동사	채우기	
급속히 발전하는 BPO 산업이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되는 것(the booming 

BPO industry   the key to solving the issue of unemployment)이 우리의 바람

(our hope)이라고 했으므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시제 (A), 미래 완료 시제 (B)가 정답의 후보이다. 등위접속사

(and) 뒤에 will이 생략된 동사원형 encourage가 있으므로 미래 시제 (A) will become

이 정답이다. 

CHAPTER 08-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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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격에	맞는	인칭대명사	채우기
명사(proposal) 앞에서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는 인칭대명사는 소유격이므로 (B) his

가 정답이다. 

02	 격에	맞는	인칭대명사	채우기
종속절(because ~ Qatar)의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주격 인

칭대명사 (A) I가 정답이다. 

03	 격에	맞는	인칭대명사	채우기
타동사(send)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인칭대명사는 재귀대명사 (B), 목적격 (C), 

소유대명사 (D)이다. ‘Mr. Jancovic은 그녀에게 사본 한 부를 보낼 것이다’라는 의미

이고 목적어(her)와 주어(Mr. Jancovic)가 서로 다른 사람을 지칭하므로 목적격 (C) 

her가 정답이다. 

04	 those	채우기
빈칸 뒤의 전치사구(with boarding passes)를 수식어로 받아 ‘탑승권을 소지한 사람

들’이라는 의미를 만드는 지시대명사 (C) those(~한 사람들)가 정답이다. 

05	 동명사	채우기
전치사(Despite)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

사 (D) being absent가 정답이다. 

06	 재귀대명사	채우기
전치사(on)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소유대명사 (A), 재귀대명사 (B), 재귀대

명사 관련 관용 표현을 만드는 (C)이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혼자 힘으로 설치하다’

라는 의미이므로 재귀대명사 관련 관용 표현 on one’s own(혼자 힘으로, 홀로)을 만드

는 (C) your own이 정답이다. 

07	 부정대명사/형용사	채우기
‘다른 부서로 옮기기를 희망하는 어떤 직원이라도’라는 의미이므로 ‘어떤 ~이라도’를 

의미하는 부정형용사 (D) Any가 정답이다. 

08	 동명사와	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전치사(Because of)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동명사 (A)와 명사 (B),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이 중, 목적어 자리 앞에 부정관사(a/an)가 없고, ‘계획 수립이 뛰어나다’라

는 문맥이 되어야 하므로 동명사 (A) planning이 정답이다.

09	 분사	채우기
명사(employees)를 앞에서 꾸밀 수 있는 것은 형용사 역할을 하고 부사(newly)의 꾸밈

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분사이므로 분사 (D) contracted가 정답이다. 

10	 사람명사와	추상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문장의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 (B)와 (C)가 정답의 후보

이다. ‘언어 장벽이라는 도전 과제’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추상명사 (B) challenges 

(도전 과제, 과제)가 정답이다. 

11	 격에	맞는	인칭대명사	채우기
명사(family) 앞에서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는 소유격 인칭대명사 (B) their가 정답이다. 

12	 부정대명사/형용사	채우기
복수 동사(are)가 왔으므로 복수 주어 (A) others(다른 것들)가 정답이다. 

13	 명사	자리	채우기
전치사(In)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A)와 (D)가 정답의 후보

이다. ‘어제 발표된 성명서에서’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D) statement(성명서)가 정

답이다. 참고로, 빈칸 앞의 부정관사(a)도 명사 자리를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 

14	 부정대명사/형용사	채우기
‘임차인들이 주택 계약을 연장하고자 한다면’이라는 조건의 의미이므로 조건문에 쓰이

는 부정형용사 (C) any가 정답이다. 

15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	채우기
빈칸 앞의 명사(living)와 함께 ‘생활비’라는 의미의 복합 명사 living expense의 복수

형을 만드는 명사 (C) expenses(비용)가 정답이다. 

16	 격에	맞는	인칭대명사	채우기
명사(facilities) 앞에서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는 인칭대명사는 소유격이므로 (D) our

가 정답이다. 

17	 격에	맞는	인칭대명사	채우기
전치사(to)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인칭대명사는 소유대명사 (B), 재귀대명사 (C), 

목적격 (D)이다. ‘그녀에게 제공된 파일들’이라는 의미이므로 목적격 인칭대명사 (D) 

her가 정답이다. 

18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명사(tour)를 꾸밀 수 있는 것은 형용사이므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C), (D)가 정

답의 후보이다. 수식받는 명사(tour)와 분사가 ‘견학이 안내되다’라는 의미의 수동 관계

이므로 과거분사 (C) guided가 정답이다.

19	 명사	자리	채우기
소유격(her)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D) strength가 정답이다. 

20	 격에	맞는	인칭대명사	채우기
전치사(for)의 목적어 자리에 온 명사(contribution)를 앞에서 형용사처럼 꾸밀 수 있는 

인칭대명사는 소유격이므로 (C) their가 정답이다. 

21	 격에	맞는	인칭대명사	채우기
타동사(help)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인칭대명사는 목적격 (B), 재귀대명사 (C), 

소유대명사 (D)이다.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턴트’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목적격 (B) him이 정답이다. 

22	 동명사와	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타동사(received)의 목적어 자리에는 동명사 (B) 또는 명사 (C)가 올 수 있다. 빈칸 앞

에 부정관사(a)가 있으므로 명사 (C) promotion이 정답이다. 

23	 동명사	채우기
문장에서 be동사(is) 앞에 위치한   up-to-date ~ progress는 문장의 주어 자리

이다. 보기 중 주어가 될 수 있는 동명사 (A)와 명사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동명사이므로 (A) Keeping이 정답이다. 

24	 격에	맞는	인칭대명사	채우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관계절의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 주어 자리에 올 수 있

는 인칭대명사는 소유대명사 (A), 주격 (D)이다. ‘그가 서류를 요청하다’라는 의미가 되

어야 하므로 주격 인칭대명사 (D) he가 정답이다.

25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	채우기
전치사(of)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고 명사(repair)와 함께 ‘수리 작업’이라는 의미의 

복합 명사 repair work를 만드는 명사 (D) work(작업)가 정답이다. 

26	 격에	맞는	인칭대명사	채우기
전치사(with)의 목적어 자리에 온 명사(clients)를 앞에서 형용사처럼 꾸밀 수 있는 것

은 소유격 인칭대명사이므로 (B) their가 정답이다. 

CHAPTER 09- 
대명사

1

Hackers Test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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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재귀대명사	채우기
전치사(by)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인칭대명사는 목적격 (A)와 재귀대명사 (C)이

다. ‘혼자서 마무리하다’라는 의미이므로 by oneself(혼자서, 혼자 힘으로)를 만드는 재귀

대명사 (C) himself가 정답이다. 

28	 격에	맞는	인칭대명사	채우기
전치사(In)의 목적어 자리에 온 명사(book)를 앞에서 형용사처럼 꾸밀 수 있는 것은 소

유격 인칭대명사이므로 (C) her가 정답이다. 

29	 부정대명사/형용사	채우기
‘최고의 노래 중 하나’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주절의 주어(the latest single)를 대신할 수 

있는 부정대명사 (B) one이 정답이다. 

30	 명사와	수/인칭	일치된	대명사	채우기
복수 명사(light fixtures) 앞에서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는 소유격 인칭대명사 (B)와 (C)

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에 들어갈 대명사가 대신하는 것은 단수 명사 new gallery이

므로 단수 명사를 가리키는 소유격 (B) its가 정답이다. 

31	 동명사	채우기
문장에서 be동사(is) 앞에 위치한   an ~ requests는 문장의 주어 자리이다. 주어

가 될 수 있는 명사 (A)와 동명사 (B)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 뒤에 목적어(an efficient 

and helpful way)가 왔으므로 동명사 (B) Developing이 정답이다. 

32	 부정대명사/형용사	채우기
‘또 다른 것으로 교환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므로 (C) another(또 다른 하나)가 정답이다. 

33	 격에	맞는	인칭대명사	채우기
전치사(to)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소유대명사 (A), 목적격 인칭대명사 (B), 재귀대

명사 (D)가 정답의 후보이다. ‘그녀의 것과 동일한 여행 가방’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

므로 소유대명사 (A) hers(그녀의 것)가 정답이다. 

34	 재귀대명사	채우기
주어(Sarah Lincoln)를 강조해서 ‘Sarah Lincoln이 스스로 면접을 시행하다’라는 의미

를 나타낼 때는 강조하고자 하는 말 뒤, 또는 문장 뒤에 재귀대명사를 쓸 수 있다. 따

라서 (C) herself가 정답이다.

35	 부정대명사/형용사	채우기
‘몇몇 컨테이너들이 화물선에 적재되었다’라는 의미이므로 ‘몇몇’을 의미하는 부정대명

사 (A) Some과 (B) Any가 정답의 후보이다. 긍정문에 쓰였으므로 (A) Some이 정답이다. 

36	 those	채우기
빈칸 뒤의 분사(planning)를 수식어로 받아 ‘계획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만드는 지

시대명사 (C) Those(~한 사람들)가 정답이다. 

37	 명사	자리	채우기
소유격(The department’s)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C) replacement가 

정답이다. 

38	 명사	어휘	고르기		전체	문맥	파악
‘Naz는 5명의 가능성이 있는  으로부터 선택되다’라는 문맥에서 자연스러운 의

미를 만드는 모든 보기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이 있는 문장만으로 정답을 고를 수 

없으므로 주변 문맥이나 전체 문맥을 파악한다. 지문 앞부분에서 Anne Naz가 국

제 무역 부서의 새로운 장으로 임명되었다(Anne Naz was appointed as the new 

head of the International Trade Department)고 했으므로 Naz가 지원제가 아닌 임

명제 방식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andidate(후보자)의 복수형 (B) 

candidates가 정답이다. 

39	 명사와	수/인칭	일치된	대명사	채우기		전체	문맥	파악	
복합 명사(export industry) 앞에서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는 인칭대명사는 소유격이

므로 모든 보기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이 있는 문장만으로 정답을 고를 수 없으므로 

주변 문맥이나 전체 문맥을 파악한다. ‘국제 관계에 대한 Naz의 전문 지식은  의 

국내 수출 산업의 성장에 매우 귀중할 것이다’(Naz’s expertise ~ will be invaluable 

to the growth of   national export industry)라고 말한 사람은 Bell이므로, Bell과 

Naz의 관계를 살펴 보아야 한다. 지문 중간에서 대변인 Luis Bell에 따르면(According 

to spokesperson Luis Bell)이라고 했으므로 Bell은 Naz가 속한 단체의 대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Naz의 전문 지식은 우리의 국내 수출 산업의 성장에 매우 귀

중할 것이다’라는 문맥을 만드는 1인칭 복수형 (A) our가 정답이다.

40	 알맞은	문장	고르기
지문의 앞부분에서 Anne Naz가 국제 무역 부서(ITD)의 새로운 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한 후, 빈칸의 앞 문장 ‘Her considerable involvement ~ has opened up business 

opportunities for many local manufacturers and craftsmen.’에서 그녀의 상당한 관

여는 많은 지역 제조업체들과 공예가들을 위한 사업 기회들을 열어 주었다고 했고, 빈

칸의 뒤 문장 ‘The ITD believes she will be an asset to the department.’에서 ITD

는 그녀가 부서의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그녀(Anne Naz)

가 이 관계를 유지하고 더 견고하게 만드는 일을 계속해왔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적절

하다. 따라서 (C) She has continued to support his network and make it stronger

가 정답이다.

CHAPTER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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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용사	자리	채우기
복합 명사(computer program)를 꾸밀 수 있는 것은 형용사이므로 형용사 (C)  

innovative(혁신적인)가 정답이다. 

02	 형용사	자리	채우기
명사(outcome)를 꾸밀 수 있는 것은 형용사이므로 형용사 (C) probable(있음 직한)

이 정답이다. 

03	 격에	맞는	인칭대명사	채우기
복합 명사(team members) 앞에서 형용사처럼 쓸 수 있는 인칭대명사는 소유격이므

로 (D) his가 정답이다. 

04	 형용사	관용	표현	채우기
‘발표를 막 시작하려고 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be about to do(막 ~하려고 하

다)를 만드는 (B) about이 정답이다.

05	 형용사	자리	채우기
명사(budget)를 꾸밀 수 있는 것은 형용사이므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B) limited 

(한정된, 제한된)가 정답이다. 

06	 문맥에	어울리는	형용사	채우기
be동사(to be)의 보어 자리에 올 수 있고 부사(highly)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분사 (B), 

형용사 (C)가 정답의 후보이다. ‘강의들이 매우 유익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형용사 (C) informative(유익한)가 정답이다. 

07	 문맥에	어울리는	형용사	채우기
be동사(has been)의 보어 자리에 올 수 있고 부사(continuously)의 꾸밈을 받을 수 있

는 형용사 (C)와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쇼는 계속 성공해왔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

므로 형용사 (D) successful(성공적인)이 정답이다. 

08	 명사	자리	채우기
전치사(for)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B) delivery가 정답

이다. 

09	 보어	자리	채우기
be동사(are) 뒤에 올 수 있는 명사 (B), -ing형 (C), 형용사 (D)가 정답의 후보이다. 형

용사 보어를 써서 주어를 설명하면 ‘사고들은 예방할 수 있다’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이 

되므로 형용사 (D) preventable(예방할 수 있는)이 정답이다. 

10	 형용사	자리	채우기
명사(move)를 꾸밀 수 있는 것은 형용사이므로 형용사 (C) strategic(전략적인)이 정

답이다. 

11	 격에	맞는	인칭대명사	채우기
복합 명사(room key) 앞에서 형용사처럼 쓸 수 있는 인칭대명사는 소유격이므로 (A) 

her가 정답이다. 

12	 문맥에	맞는	형용사	채우기
명사(content)를 꾸밀 수 있는 분사 (B), 형용사 (C)가 정답의 후보이다. ‘공격적인 내용’

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형용사 (C) aggressive(공격적인)가 정답이다. 

13	 명사에	맞는	수량	표현	채우기
복수 명사(customers) 앞에 쓰는 수량 표현이 와야 하므로 (B) All이 정답이다. 

14	 사람명사와	추상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전치사(for)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A), (D)가 정답의 후보

이다. ‘뛰어난 지난 분기 실적’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며, 빈칸 앞에 부정관사(a/an)가 

없으므로 추상명사 (D) performance(실적)가 정답이다. 

15	 형용사	자리	채우기
명사(project)를 꾸밀 수 있는 분사 (C), 형용사 (D)가 정답의 후보이다. ‘긴 프로젝트’라

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형용사 (D) lengthy(긴, 오랜)가 정답이다. 

16	 형용사	관용	표현	채우기
‘이사를 준비할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be responsible for(~에 책임

이 있다)를 만드는 (B) responsible이 정답이다. 

17	 형용사	자리	채우기
명사(introduction)를 꾸밀 수 있는 형용사 (A), 분사 (D)가 정답의 후보이다. ‘간략한 소

개’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형용사 (A) brief(간략한)가 정답이다. 

18	 격에	맞는	인칭대명사	채우기
명사(vehicles) 앞에서 형용사처럼 쓸 수 있는 인칭대명사는 소유격이므로 (C) their

가 정답이다. 

19	 문맥에	어울리는	형용사	채우기
be동사(is) 뒤에 올 수 있는 형용사 (A)와 (C), –ing형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여권 사

본을 보관할 것이 권장되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형용사 (C) advisable(권할 만

한)이 정답이다. 

20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명사(schedule)를 꾸밀 수 있는 것은 형용사이므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A), (D)

가 정답의 후보이다. ‘상세한 일정’이라는 의미이므로 과거분사 (A) detailed(상세한)

가 정답이다. 

21	 사람명사와	추상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타동사(has experienced)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A), (D)

가 정답의 후보이다. ‘최소한의 성장을 겪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추상명사 (A) 

growth(성장)가 정답이다. 

22	 형용사	자리	채우기
be동사(was)의 보어 자리에 올 수 있고 부사(quite)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형용사 (A), 

분사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운동은 하기 꽤 간단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형

용사 (A) simple(간단한)이 정답이다. 

23	 보어	자리	채우기
be동사(was)의 보어 자리에 올 수 있고 부사(extremely)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형용사이므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C) complicated(복잡한)가 정답이다. 

24	 형용사	자리	채우기
소유격(A worker’s)과 명사(lapse) 사이에 올 수 있는 것은 형용사이므로 형용사 (B) 

momentary(순간적인)가 정답이다. 

25	 형용사	자리	채우기
복합 명사(office spaces)를 꾸밀 수 있는 분사 (A), 형용사 (B)가 정답의 후보이다.  

‘가격이 알맞은 사무실 공간’이라는 의미이므로 형용사 (B) affordable(가격이 알맞은, 입

수 가능한)이 정답이다. 참고로, 등위접속사(and)로 연결된 두 개의 형용사(affordable, 

secure)가 복합명사(office spaces)를 꾸미고 있다.

CHAPT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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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보어	자리	채우기
be동사(is)의 보어 자리에 올 수 있고 부사(easily)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형용사

이므로 형용사 (C) identifiable(알아볼 수 있는)이 정답이다. 

27	 문맥에	어울리는	형용사	채우기
빈칸은 주격 보어 자리이므로 형용사 (A)와 (C), 명사 (B)가 정답의 후보이다. 보어가 

주어를 설명해서 ‘중국의 생산 공장에 의존한다’라는 의미를 만들어야 하므로 형용사 

(A) reliant(의지하는, 신뢰하는)가 정답이다. 참고로, reliant는 주로 전치사 on과 함께 쓰

인다는 점을 알아두자. 

28	 형용사	자리	채우기
복합 명사(dining rooms)를 꾸밀 수 있는 형용사 (C), 분사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매력적인 식사 공간’이라는 의미이므로 형용사 (C) attractive(매력적인)가 정답이다. 

29	 문맥에	어울리는	형용사	채우기
복합 명사(construction materials)를 꾸밀 수 있는 것은 형용사이므로 형용사 (A), (D)

가 정답의 후보이다. ‘믿을 수 있는 건축 자재’라는 의미이므로 형용사 (D) dependable 

(믿을 수 있는, 의존할 수 있는)이 정답이다. 

30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be동사(is)의 보어 자리에 올 수 있고 부사(highly)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형용

사이므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A)와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주어(the noise)와 

보어가 ‘소음이 산만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A) distracting

이 정답이다. 

31	 단수와	복수	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타동사(made)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B), (C)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 앞에 부정관사(an)가 있으므로 단수 명사 (B) agreement가 정답이다. 

32	 형용사	자리	채우기
빈칸은 주격 보어 자리이므로 명사 (C), 형용사 (D)가 정답의 후보이다. 형용사 보어

를 써서 진주어(to present ~ April 5)를 설명하면 ‘4월 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필

요가 있다’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이 되므로 형용사 (D) necessary(필요한)가 정답이다.

33	 형용사	자리	채우기
빈칸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취하는 5형식 동사 consider(considered)의 목적격 

보어 자리이므로 명사 (A)와 (D), 형용사 (B)가 정답의 후보이다. 형용사 보어를 써서 

진목적어(to finish ~ deadline)를 설명하면 ‘보고서를 마감일까지 끝내는 것이 어렵다’

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이 되므로 형용사 (B) difficult(어려운)가 정답이다.  

34	 to	부정사의	동사원형	채우기
동사 ask(has asked)의 목적격 보어로는 to 부정사가 와야 하므로 빈칸 앞의 to와 함

께 to 부정사를 만드는 동사원형 (D) postpone이 정답이다. 

35	 문맥에	어울리는	형용사	채우기
be동사(was)의 보어 자리에 올 수 있고 부사(so)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형용사이

므로 형용사 (D),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A), (C)가 정답의 후보이다. ‘이력서가 매우 

인상 깊다’라는 의미이므로 형용사 (D) impressive(인상 깊은)가 정답이다. 

36	 재귀대명사	채우기
전치사(by)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인칭대명사는 목적격 (A), 소유대명사 (C), 재

귀대명사 (D)이다. ‘Ms. Watson은 혼자 일했다’라는 의미이므로 by oneself(혼자서, 혼

자 힘으로)를 만드는 재귀대명사 (D) herself가 정답이다. 

37	 알맞은	문장	고르기
빈칸의 뒤 문장 ‘your (probationary) period will end, and you will become a 

regular employee of the company.’에서 수습 기간이 끝나 회사의 정규 직원이 

될 것이라고 했고, 지문의 뒷부분에서 앞으로의 연봉 인상과 새로운 관리자에 대

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Veralink사에서의 새로운 고용 상태에 대해 알린

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따라서 (D) This is to update you on your new 

employment status at Veralink Corporation이 정답이다.

38	 형용사	자리	채우기
소유격(your)과 명사(period) 사이에 올 수 있는 것은 형용사이므로 형용사 (C)  

probationary(수습의)가 정답이다. 

39	 시간	표현과	일치하는	시제의	동사	채우기
미래 시간 표현(next paycheck)이 있으므로 미래 시제 (A) will be가 정답이다. 

40	 형용사	어휘	채우기		주변	문맥	파악
‘최근 평가에서 받은 최고 점수를 통해  하다’라는 문맥에서 자연스러운 의미를 

만드는 형용사 (A), (B),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이 있는 문장만으로 정답을 고

를 수 없으므로 주변 문맥이나 전체 문맥을 파악해야 한다. 앞 문장에서 회사는 귀

하의 업무 성과에 매우 만족한다(The company is very satisfied with the quality of 

your work)고 했다. 앞 문장을 의미하는 이것(This)은 최근의 직원 수행 평가에서 받

은 호평들(glowing reviews you received in your recent employee performance  

evaluation)에서 알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B) evident(명백한)가 정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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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사	자리	채우기
동사(will be closed)를 꾸미기 위해서는 부사가 와야 하므로 부사 (B) temporarily(일

시적으로)가 정답이다. 

02	 부사	자리	채우기
형용사(reliable)를 꾸미기 위해서는 부사가 와야 하므로 부사 (B) equally(동등하게, 똑

같이)가 정답이다. 

03	 명사	자리	채우기
전치사(for)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B)와 (D)가 정답의 후

보이다. ‘역사적 건물의 보존을 위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명사 (D) preservation 

(보존)이 정답이다. 

04	 부사	자리	채우기
동사(turn off)를 꾸미기 위해서는 부사가 와야 하므로 부사 (B) kindly(부디, 친절하게)

가 정답이다. 

05	 부사	자리	채우기
조동사(can)와 동사원형(help) 사이에 와서 동사를 꾸밀 수 있는 것은 부사이므로 부

사 (B) eventually(결국)가 정답이다. 

06	 부사	자리	채우기
be동사(were)와 p.p.형(recorded) 사이에 와서 동사를 꾸밀 수 있는 것은 부사이므로 

부사 (B) inaccurately(부정확하게)가 정답이다. 

07	 의미에	맞는	부사	채우기
‘차량의 수리는 거의 다 되었다’라는 의미를 만드는 부사 (B) almost(거의)가 정답이다. 

08	 격에	맞는	인칭대명사	채우기
복합 명사(job applications)를 꾸밀 수 있는 인칭대명사는 소유격이므로 (D) their가 

정답이다. 

09	 부사	자리	채우기
be동사(was)와 p.p.형(finished) 사이에 와서 동사를 꾸밀 수 있는 것은 부사이므로 부

사 (C) completely(완전히)가 정답이다. 

10	 강조	부사	채우기
비교급(better)을 강조하는 부사 (A) even(훨씬)이 정답이다. 

11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회사 정찬에 대한 준비는 ~에 의해 감독되다’라는 수동의 의미이고 빈칸 뒤에 목적어

가 없으므로 수동태 동사 (D) will be supervised(감독될 것이다)가 정답이다. 

12	 부사	자리	채우기
be동사(is)와 p.p.형(intended) 사이에 와서 동사를 꾸밀 수 있는 것은 부사이므로 부

사 (B) primarily(주로)가 정답이다. 

13	 부사	자리	채우기
동사(closed)를 꾸미기 위해서는 부사가 와야 하므로 부사 (D) recently(최근에, 요즈

음)가 정답이다. 

14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	채우기
명사(regulations) 앞 빈칸에는 복합 명사(명사 + 명사)를 만드는 명사 (A)와 (D),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C)가 올 수 있다. ‘안전 규정’이라는 의미의 복합 명사 safety regulation

을 만드는 명사 (A) safety(안전)가 정답이다. 

15	 의미에	맞는	부사	채우기
be동사(is)와 p.p.형(respected) 사이에 와서 동사를 꾸밀 수 있는 것은 부사이므로 부

사 (D) highly(매우, 높이)가 정답이다. 

16	 시간	부사	채우기
동사(has)를 꾸밀 수 있는 것은 부사이므로 부사 (A), (B), (C)가 정답의 후보이다. ‘끝

내야 할 보고서가 여전히 많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B) still(여전히, 아직)이 정

답이다. 

17	 부사	자리	채우기
형용사(available)를 꾸미기 위해서는 부사가 와야 하므로 부사 (A) continuously(계속

해서, 연속적으로)가 정답이다. 

18	 강조	부사	채우기
비교급(larger)을 강조하는 부사 (B) much(훨씬)가 정답이다. 

19	 의미에	맞는	빈도	부사	채우기
동사(had)를 꾸밀 수 있고 ‘너무 바빠서 휴식 시간이 거의 없었다’라는 의미를 만드는 

부사 (B) hardly(거의 ~ 않다)가 정답이다. 

20	 부사	자리	채우기
전치사구(after ~ week)를 꾸미기 위해서는 부사가 와야 하므로 부사 (C) directly(바

로, 즉시로)가 정답이다. 

21	 부사	자리	채우기
동사(hires)를 꾸밀 수 있는 것은 부사이므로 부사 (D) frequently(종종)가 정답이다. 

22	 격에	맞는	인칭대명사	채우기
명사(film)를 꾸밀 수 있는 인칭대명사는 소유격이므로 (C) his가 정답이다. 

23	 부사	자리	채우기
준동사(to improve)를 꾸밀 수 있는 것은 부사이므로 부사 (C) successfully(성공적으

로)가 정답이다. 

24	 빈도	부사	채우기
‘항상 조언을 해주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부사 (B) always(항상)가 정답이다. 

25	 보어	자리	채우기
be동사(be)의 보어 자리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올 수 있는데 빈칸 앞에 부사(mutually) 

가 있으므로 부사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형용사 (D) beneficial(이로운)이 정답이다. 

26	 의미에	맞는	부사	채우기
‘임대 계약서를 보낸 후에 보증금도 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또한’을 의

미하는 부사 (A),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이 문장 중간에 있으므로 문장 처음

이나 중간에 올 수 있는 부사 (A) also가 정답이다.

27	 형용사	자리	채우기
명사(rooms)를 꾸밀 수 있고 ‘호텔은 매력적인 객실들을 제공한다’라는 의미를 만드는 

형용사 (C) attractive(매력적인)가 정답이다. 

28	 접속부사	채우기
빈칸은 뒤에 온 절(it ~ competitors)을 꾸미는 부사 자리이므로 부사 (A)와 (B)가 정답

의 후보이다. and 앞에 온 절에서 ‘Dilliner 은행의 성공은 훌륭한 고객 서비스 때문이

다’라고 했고 빈칸이 있는 절에서 ‘그 은행은 다른 경쟁자들보다 이점이 있다’고 했으

므로 앞뒤 절이 인과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 therefore(그러므로)가 정답이다. 

CHAPTER 11-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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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람명사와	추상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전치사(from)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으며 분사(renowned)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명사 (A), (B), (C)가 정답의 후보이다. ‘유명한 사진작가들의 작품’이라는 의미가 되어

야 하므로 사람명사 (C) photographers(사진작가)가 정답이다. 

30	 시간	부사	채우기
‘이번 달 말에 실시된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이후에, 나중에’를 의미하는 시간 

부사 (B) later가 정답이다. 

31	 형용사	자리	채우기
명사(efforts)를 꾸밀 수 있는 것은 형용사이므로 (C) exceptional(뛰어난, 예외적인)이 

정답이다. 

32	 강조	부사	채우기
‘오직 프로젝트 관리자만이 마감일을 바꿀 수 있다’라는 강조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강조 부사 (C) only(오직, 단지)가 정답이다. 

33	 to	부정사의	동사원형	채우기
‘고객을 더 잘 응대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부사 역할을 하는 to 부

정사를 만들어야 한다. to 뒤에는 동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B) serve가 정답이다. 참

고로, 준동사(to serve)를 꾸미는 부사(better)는 정답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4	 접속부사	채우기
빈칸이 뒤의 절(it ~ airlines)을 꾸미는 부사 자리이므로 접속부사 (B)와 (C)가 정답의 

후보이다. 접속부사는 앞뒤 절의 의미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앞 절과 빈칸이 있

는 절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여 정답을 골라야 한다. 앞 절에서 ‘Pan-Atlantica 항공사

는 행선지 수를 늘려야 한다’라고 했고 빈칸이 있는 문장에서는 ‘다른 항공사들과 경

쟁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으므로 앞뒤 절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부사 (C) or else 

(그렇지 않으면)가 정답이다. 

35	 보어	자리	채우기
be동사(is being)의 보어 자리에는 명사 (A), 형용사 (B), 분사 (D)가 올 수 있다. 빈칸 

앞에 부사(quite)가 왔으므로 ‘Ms. Lenz는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의미를 만드는 형

용사 (B) cautious(조심스러운)가 정답이다. 

36	 시간	부사	채우기
‘Mr. Chang은 이전에 상파울루로 출장을 다녀왔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이전

에’를 의미하는 시간 부사 (A) once가 정답이다. 

37	 형용사	자리	채우기
명사(program)를 꾸밀 수 있는 것은 형용사이므로 형용사 (C) running(계속되는, 연속

하는)이 정답이다. 

38	 접속부사	채우기		주변	문맥	파악
빈칸이 콤마와 함께 문장 맨 앞에 온 접속부사 자리이므로 모든 보기가 정답의 후

보이다. 따라서 앞 문장과 빈칸이 있는 문장의 의미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앞 문장

에서는 지난 여름과 올해의 공통점(Just like last summer, this course will include  

~ mock auditions)을 알려 준 반면, 빈칸이 있는 문장에서는 수업 시간이 단축된다

며(the classes will be shortened) 작년과 달라진 점을 알리고 있다. 따라서 앞 문장

과 대조되는 내용의 문장에서 사용되는 접속부사 (D) However(그러나)가 정답이다. 

39	 알맞은	문장	고르기
문단의 앞부분에서 Voicecreations사가 목소리 연기 여름 강좌에서 제작 스튜디오를 

방문할 시간을 만들 것이라고 한 후, 빈칸의 앞 문장 ‘Participants can watch one of 

the program’s episodes being recorded there.’에서 참가자들은 그곳에서 녹음되는 

프로그램의 에피소드들 중 하나를 볼 수 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이것은 등록자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따라서 (B) This promises 

to be special treat for enrollees가 정답이다.

40	 명사	어휘	채우기		주변	문맥	파악
‘ 은 8월 1일에 시작된다’라는 문맥에서 자연스러운 의미를 만드는 모든 보기가 정

답의 후보이다. 빈칸이 있는 문장만으로 정답을 고를 수 없으므로 주변 문맥 또는 전

체 문맥을 파악해야 한다. 지문 앞 부분에서 ‘Voicecreations사는 또 다른 일련의 목

소리 연기 수업들을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할 것이다’(Voicecreations will hold 

another series of voice acting classes from August 15 to 17)라고 했고 빈칸 뒤 문장

에서 ‘활동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Ms. Regina Jackson과 통화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

하라’(To sign up for the activity, you may call Ms. Regina Jackson ~ or visit our 

Web site ~)고 했으므로, 빈칸이 있는 문장에서는 ‘가입은 8월 1일에 시작된다’라는 표

현이 가장 자연스럽다. 따라서 admission(가입)의 복수형 (B) Admissions가 정답이다.

CHAPTE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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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사	자리	채우기
준동사(to check)를 꾸밀 수 있는 것은 부사이므로 부사 (D) carefully(신중하게)가 정

답이다. 

02	 전치사	채우기
동사 benefit(will benefit)과 함께 쓰여 ‘~으로부터 이득을 얻다’라는 의미를 만드는 전

치사 (C) from이 정답이다. 

03	 격에	맞는	인칭대명사	채우기
타동사(allows)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인칭대명사는 목적격 (B)와 소유대명사 

(D)이다. ‘우리가 ~하도록 해주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목적격 인칭대명사 (B) 

us가 정답이다. 

04	 강조	부사	채우기
비교급(more)을 강조하는 부사 (D) even(훨씬)이 정답이다. 

05	 in/at/on	구별하여	채우기
요일(Tuesdays and Fridays) 앞에 쓰는 전치사 (D) on이 정답이다. 

06	 전치사	채우기
명사구 low costs와 함께 ‘저렴한 가격으로’라는 의미를 만드는 전치사 (C) at이 정

답이다. 

07	 시점/기간	전치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 뒤에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seven working days)이 있으므로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A), (B)가 정답의 후보이다. ‘영업일 7일 이내에 반품되거나 교환될 수 있다’라

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B) within(~ 이내에)이 정답이다. 

08	 명사에	맞는	수량	표현	채우기
복수 명사(applicants) 앞에 올 수 있는 수량 표현 (D) All이 정답이다. 

09	 전치사	채우기
‘항공편을 준비하는 것을 담당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charge of와 함께  

사용되어 ‘~을 담당하는, ~을 책임지고 있는’이라는 의미를 만드는 전치사 (D) in

이 정답이다. 

10	 명사	자리	채우기
타동사(get)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A), (C)가 정답의 후보

이다. ‘학교는 부모님으로부터 허락을 요구한다’라는 의미이므로 명사 (C) permission 

(허락)이 정답이다.

11	 시점/기간	전치사	구별하여	채우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10 P.M.)이 왔으므로 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 (A) after가 정답

이다. 

12	 부사	자리	채우기
조동사(will)와 동사원형(influence) 사이에 와서 동사를 꾸미기 위해서는 부사가 와야 

하므로 부사 (B) negatively(부정적으로)가 정답이다. 

13	 시점/기간	전치사	구별하여	채우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tomorrow morning)이 왔으므로 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 (D) 

until이 정답이다. 

14	 전치사	채우기
동사 provide(were provided)와 함께 ‘~을 제공하다’라는 의미를 만드는 전치사 (B) 

with이 정답이다. 

15	 전치사	채우기
이 문장은 주어(Participants), 동사(are instructed)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빈칸 이하

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가 없는 거품구이므로, 거품구

를 이끌 수 있는 전치사 (A), (B), (D)가 정답의 후보이다. ‘간략한 오리엔테이션 다음에 

이동할 것을 전달받다’라는 의미이므로 (B) following(~ 다음에, ~에 이어)이 정답이다. 

16	 시점/기간	전치사	구별하여	채우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his promotion)이 왔으므로 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 (C) Prior 

to가 정답이다. 

17	 전치사	채우기
큰 공간 내 장소(the suburban area) 앞에 쓰는 전치사 (B) in이 정답이다. 

18	 전치사	채우기
빈칸 뒤의 명사구(its competitor’s one)를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 전치사 (A), (D)가 

정답의 후보이다. ‘경쟁자의 실적을 넘어서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전치사 (D) 

over(~을 넘어)가 정답이다. 

19	 형용사	자리	채우기
명사(prices)를 꾸밀 수 있는 형용사 (A), 분사 (B)가 정답의 후보이다. ‘합리적인 가격’

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형용사 (A) reasonable(합리적인)이 정답이다. 

20	 시점/기간	전치사	구별하여	채우기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more than 15 years)이 왔으므로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C) 

for가 정답이다. 

21	 전치사	채우기
‘버스 정류장은 시청 가까이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전치사 (C) near(~ 가

까이)가 정답이다. 

22	 전치사	채우기
이 문장은 주어(the personnel department), 동사(managed), 목적어(to organize  

~ anniversary)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limited budget은 수식어 거품으로 보

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가 없는 거품구이므로, 거품구를 이끌 수 있는 전

치사 (B), (D)가 정답의 후보이다.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멋진 기념행사를 준비

해냈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양보를 나타내는 전치사 (D) Despite(~에도 불구하

고)가 정답이다. 

23	 전치사	채우기
‘Bennett교를 건너서 차로 금방이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

사 (B) across(~을 가로질러)가 정답이다. 

24	 전치사	채우기
‘효과적인 광고를 통해 수익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전치사 (B) 

through(~을 통해서)가 정답이다. 

25	 격에	맞는	인칭대명사	채우기
형용사처럼 명사(neighbors)를 꾸밀 수 있는 소유격 인칭대명사 (B) its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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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전치사	채우기
‘가까운 동료 몇 명을 제외하고는 최고 경영자가 사임할 계획이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제외를 나타내는 전치사 (A) except(~을 제외하고

는)가 정답이다. 

27	 전치사	채우기
‘병가 사용과 휴가일에 대해 상기시키는 주의’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전치사 (A) 

regarding(~에 관하여)이 정답이다. 

28	 전치사	채우기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a press conference)이 왔으므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C) 

At이 정답이다. 

29	 전치사	채우기
‘신용카드로 지불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전치사 (C) by(~으로, ~에 의하여)

가 정답이다. 

30	 전치사	채우기
‘신청서는 시설 도처에 배부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전치사 (D)  

throughout(~의 도처에)이 정답이다.

31	 전치사	채우기
‘허가 없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제외를 나타내는 전치

사 (B) without(~ 없이, ~이 없다면)이 정답이다. 

32	 전치사	채우기
‘투자자들을 위한 분기별 재무 회의’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

사 (C) for(~을 위한)가 정답이다. 

33	 전치사	채우기
‘모든 맞춤 차량을 대여했는데, 구형 트럭은 제외되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제

외를 나타내는 전치사 (D) except for(~을 제외하고는)가 정답이다. 

34	 전치사	채우기
‘어학원의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려면’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전치사 (B) 

about(~에 대해, ~에 관하여)이 정답이다. 

35	 전치사	채우기
‘그들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직장에 가는 대신 카풀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전치사 (A) instead of(~ 대신에)가 정답이다. 

36	 전치사	채우기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the next five years)이 왔으므로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C) 

over(~ 하는 동안, ~에 걸쳐)가 정답이다. 

37	 태에	맞는	동사	채우기
‘일정이 잡히다’라는 수동의 의미이고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수동태 동사 (A) 

was scheduled가 정답이다. 

38	 알맞은	문장	고르기
지문의 앞부분에서 행사 일정이 변경되어 예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했고, 빈칸의 앞 문

장 ‘I tried to find some way to make the new schedule work, but it was impractical.’

에서 새로운 일정이 가능하도록 어떤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불가능했다고 했으

므로 빈칸에는 따라서 취소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따라서 (D)  

I thus have no choice but to withdraw가 정답이다.

39	 전치사	채우기
that절은 주어(participants), 동사(can cancel), 목적어(their reservations)를 갖춘 완전

한 절이므로 빈칸 이하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가 없는 

거품구이므로 거품구를 이끌 수 있는 전치사 (B),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행사 최

소 일주일 전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전치사 (D) before 

(~전에)가 정답이다. 

40	 동사	어휘	고르기
‘총액이 은행 계좌로 예치되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동사 deposit(예치하다)의 

p.p.형 (A) deposited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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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관접속사	채우기
‘업무를 검토할 뿐만 아니라 회사 예산 분석도 담당한다’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을 만드

는 상관접속사 (B) as well as(~ 뿐만 아니라 ~도)가 정답이다. 

02	 상관접속사	채우기
상관접속사 either에 맞는 짝을 채우는 문제이므로 (D) or가 정답이다. 

03	 to	부정사의	동사원형	채우기
이 문장은 능동태 문장이 수동태가 되면서 목적어(attendees)가 주어 자리로 가고 동

사(were asked) 뒤에 목적격 보어가 남은 형태이다. 동사 ask는 목적격 보어로 to 부

정사를 취하므로 to와 함께 to 부정사를 만드는 동사원형 (D) complete가 정답이다. 

04	 등위접속사	채우기
10과 11을 대등하게 연결해 주는 등위접속사 (A), (B), (C)가 정답의 후보이다. ‘은행은 

6월 10일과 11일에 영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을 만드는 (B) and(그

리고)가 정답이다. 

05	 부사	자리	채우기
빈칸 뒤에 온 형용사(accountable)를 꾸밀 수 있는 부사 (C) partly가 정답이다. 

06	 상관접속사	채우기
상관접속사 nor에 맞는 짝을 채우는 문제이므로 (A) Neither가 정답이다. 

07	 상관접속사	채우기
and와 맞는 상관접속사 짝이 필요하므로 (C) both가 정답이다. 

08	 상관접속사	채우기
and와 맞는 상관접속사 짝이 필요하므로 (B) both가 정답이다. 

09	 사람명사와	추상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전치사(to)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A)와 (D)가 정답의 후보이다. 

‘화장품 업계의 증가하는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을 만드는 추상

명사 (D) competition(경쟁)이 정답이다. 

10	 상관접속사	채우기
상관접속사 either에 맞는 짝을 채우는 문제이므로 (B) or가 정답이다. 

11	 상관접속사	채우기
and와 맞는 상관접속사 짝이 필요하므로 (D) both가 정답이다. 

12	 사람명사와	추상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주절의 동사(revealed) 앞에 온   of the customer survey는 주어 자리이다.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 (A), 명사 (C)와 (D)가 정

답의 후보이다. ‘고객 설문 조사의 분석’이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

상명사 (C) Analysis(분석)가 정답이다. 

13	 상관접속사	채우기
상관접속사 either에 맞는 짝을 채우는 문제이므로 (C) or가 정답이다. 

14	 보어	자리	채우기
주격 보어를 갖는 동사 become(has become)의 보어 자리를 채우는 문제이므로 보

어가 될 수 있는 형용사 (A), 명사 (B)와 (C)가 정답의 후보이다. 형용사 보어를 써서 주

어(Albert Vinzons)를 설명하면 ‘Albert Vinzons는 ~으로 유명해졌다’라는 자연스러

운 문맥이 되므로 형용사 (A) popular(유명한)가 정답이다. 

15	 상관접속사	채우기
상관접속사 Neither에 맞는 짝을 채우는 문제이므로 (B) nor가 정답이다. 

16	 상관접속사	채우기
빈칸 앞의 not과 함께 쓰여 상관접속사 but also에 맞는 짝인 not only를 만드는 (D) 

only가 정답이다. 

17	 전치사	채우기
‘그의 후임자로 발표할 것 같다’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치사 (B) 

as(~으로)가 정답이다. 

18	 상관접속사	채우기
상관접속사 or에 맞는 짝을 채우는 문제이므로 (A) Either가 정답이다. 

19	 상관접속사	채우기
상관접속사 both에 맞는 짝을 채우는 문제이므로 (C) and가 정답이다.

20	 상관접속사	채우기
상관접속사 but also에 맞는 짝을 채우는 문제이므로 (D) Not only가 정답이다. 

21	 상관접속사	채우기
상관접속사 Neither에 맞는 짝을 채우는 문제이므로 (D) nor가 정답이다. 

22	 전치사	채우기
‘로비 프런트 근처의 건물 관리 사무소’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치

사 (D) near(~ 근처의)가 정답이다. 

23	 상관접속사	채우기
상관접속사 or에 맞는 짝을 채우는 문제이므로 (B) either가 정답이다. 

24	 상관접속사	채우기
상관접속사 both에 맞는 짝을 채우는 문제이므로 (D) and가 정답이다. 

25	 등위접속사	채우기
동명사구(eating in the dining car)와 동명사구(being served at their seats)를 대등하

게 연결할 수 있는 등위접속사 (D) or가 정답이다. 

26	 상관접속사	채우기
빈칸 앞의 but과 함께 쓰여 상관접속사 not only에 맞는 짝인 but also를 만드는 (D) 

also가 정답이다. 

27	 상관접속사	채우기
전치사구(at the box office)와 전치사구(on the theater’s Web site)를 대등하게 연결

할 수 있는 상관접속사 B as well as A(A뿐 아니라 B도)를 만드는 (A) well이 정답이다. 

28	 등위접속사	채우기
동사구(started ~ ago)와 동사구(is now ~ promotion)를 대등하게 연결할 수 있는 등

위접속사 (B),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근무하기 시작했고 이제 승진할 예정이다’

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을 만드는 (B) and(그리고)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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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전치사	채우기
이 문장은 주어(Production levels), 동사(are), 보어(down)를 갖춘 완전한 문장이므로 

  decreased demand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가 

없는 거품구이므로, 거품구를 이끌 수 있는 전치사 (B),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줄

어든 수요(decreased demand)는 생산량이 감소한(Production levels ~ down) 이유

이므로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C) due to가 정답이다. 

30	 등위접속사	채우기
동명사구(making personal phone calls)와 동명사구(using the Internet for personal 

reasons)를 대등하게 연결할 수 있는 등위접속사 (B)와 (C)가 정답의 후보이다. ‘사적

인 전화를 하는 것과 개인적 이유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피한다’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을 만드는 (B) and(그리고)가 정답이다. 

31	 상관접속사	채우기
상관접속사 Neither에 맞는 짝을 채우는 문제이므로 (C) nor가 정답이다. 

32	 전치사	채우기
‘역사적인 지역을 통과하는 도보 여행’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B) through(관통하여)가 정답이다. 

33	 등위접속사	채우기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으로 인해 지연되었다’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을 만드는 등위

접속사 (C) but(하지만)이 정답이다. 

34	 상관접속사	채우기
상관접속사 or에 맞는 짝을 채우는 문제이므로 (B) either가 정답이다. 

35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be동사(is)의 보어 자리에 분사를 채우는 문제이다. that절의 주어(the restaurant)와 

분사가 ‘식당이 갖추어지다’라는 의미의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C) stocked가 정

답이다. 

36	 상관접속사	채우기
상관접속사 but also에 맞는 짝을 채우는 문제이므로 (C) Not only가 정답이다. 

37	 동사	어휘	고르기
Mr. McEnroe에게 회사가 자발적인 제품 회수를 시작하였음(has started its voluntary 

product recall)을 알린다는 문맥이 되어야 자연스러우므로 (B) inform(알리다)가 정답

이다. 

38	 알맞은	시제의	동사	채우기		주변	문맥	파악
빈칸은 복수 취급하는 2인칭 주어 you의 동사 자리이므로 (B), (C), (D)가 정답의 후보

인데, 이 경우 빈칸이 있는 문장만으로 올바른 시제의 동사를 고를 수 없으므로 주변 

문맥이나 전체 문맥을 파악해야 한다. 뒤 문장에서 제품을 반환하길 원하시면(if you 

want to return the product)이라고 했으므로 과거(November 15)에 구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시제 (C) bought이 정답이다. 

39	 등위접속사	채우기
빈칸은 동사구(refund the amount you paid in full)와 동사구(replace the product)를 

대등하게 연결하는 등위접속사를 채우는 문제이다. ‘지불한 금액을 전부 환불해드리거

나 제품을 교체해 드리기 위해’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을 만드는 (A) or(또는)가 정답이다.

40	 알맞은	문장	고르기
지문 중간에서 회수 제품은 동일한 회사가 제조한 냉장고 모델로 교체 될 수 있다고 

했고, 빈칸의 앞 문장 ‘Please note that the new item you choose must have similar 

specifications.’에서 선택하는 새로운 제품은 비슷한 사양이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 

달라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오직 선정된 모델들만이 대체품으로 제공된다는 내용이 들

어가야 적절하다. 따라서 (A) Only selected models are offered as replacements

가 정답이다.

CHAPTER 13- 
등위접속사와 상관접속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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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계대명사	채우기
관계절(  want to be ~ much) 안에 주어가 없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C) who

가 정답이다. 

02	 관계대명사	채우기
관계절(  résumés ~ investments)에는 빈칸 뒤의 명사(résumés)를 꾸며서 관계

절 내의 주어 역할을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므로 (B) whose가 정답이다. 

03	 격에	맞는	인칭대명사	채우기
종속절(as soon as ~ Triumph Properties)은 ‘그들 둘 다 Triumph Properties사에서 

사직하자마자’라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 이때 빈칸에 들어갈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

은 주절의 주어(Karl Russell and Satchi Murayama)이므로 3인칭 복수 목적격 인칭

대명사 (B) them이 정답이다. 

04	 관계사	자리	채우기
사람 선행사(Josh Davidson)가 왔고 관계절(  is transferring ~ month) 안에 주

어가 없으므로 사람 주격 관계대명사 (A) who가 정답이다. 

05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 뒤에 온 명사(technician)를 꾸밀 수 있는 분사 (B),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숙련

된 기술자’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과거분사 (D) experienced(숙련된)가 정답이다. 

06	 관계대명사	채우기
관계절(  businesses are privately owned)에는 빈칸 뒤의 명사(businesses)를 

꾸며서 관계절 내의 주어 역할을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므로 (B) whose

가 정답이다. 

07	 관계대명사	채우기
이 문장은 주어(new product), 동사(failed), 목적어(to gain popularity ~ market)를 갖

춘 완전한 절이므로 for ___ it was designed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

식어 거품은 주어(it), 동사(was designed)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빈칸 앞의 전치사

(for)와 함께 ‘전치사 + 관계대명사’ 형태로 완전한 절을 이끌 수 있는 관계대명사 (A), 

(B)가 정답의 후보이다. 선행사(the target market)가 사물이므로 사물 목적격 관계대

명사 (B) which가 정답이다.

08	 관계사	자리	채우기
관계절(  had ~ rate) 안에 주어가 없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D) that이 정답

이다. 

09	 관계대명사	채우기
이 문장은 주어(Mark Fisher), 동사(provided), 목적어(the statistics)를 갖춘 완전한 절

이므로 on ___ the credit report was based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

식어 거품은 주어(the credit report), 동사(was based)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빈칸 

앞의 전치사(on)와 함께 ‘전치사 + 관계대명사’ 형태로 완전한 절을 이끌 수 있는 목적

격 관계대명사 (C) which가 정답이다.

10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 뒤에 완전한 절(the Natural ~ symposium)이 와 있으므로 완전한 절을 이끌 수 

있는 관계부사 (A)와 (C)가 정답의 후보이다. 선행사(The auditorium)가 장소를 가리키

므로 장소 선행사와 함께 쓰는 관계부사 (C) where가 정답이다. 

11	 분사	자리	채우기
명사(the contract)를 꾸미는 것은 형용사이므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D) signed

가 정답이다. 

12	 관계대명사	채우기
사물 선행사(services)가 왔고 관계절(  assist ~ seminars) 안에 주어가 없으므로 

사물 선행사와 함께 쓸 수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C) that이 정답이다. 

13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has ~ headquarters)이 와서 빈칸 앞의 선행사

(Romsine Design)를 꾸며주고 있으므로, 불완전한 절을 이끌 수 있는 주격 관계대명

사 (A) which가 정답이다. 

14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부사절 접속사(As) 뒤에 올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절 또는 분사구문이므로 분사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회의에서 논의되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만드는 과거분사 (C) 

discussed가 정답이다. 

15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구별하여	채우기
이 문장은 주어(The manager), 동사(will carry out), 목적어(an evaluation)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to   the customer complaints were forwarded는 수식어 거

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주어(the customer complaints), 동사(were 

forwarded)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빈칸 앞의 전치사(to)와 함께 ‘전치사 + 관계대

명사’ 형태로 완전한 절을 이끌 수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B) whom이 정답이다.

16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  are sent ~ offices)이 와서 앞의 명사(the 

reports)를 꾸며주고 있으므로 불완전한 절을 이끌 수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B) that

이 정답이다. 

17	 관계대명사	채우기
관계절(  would ~ space) 안에 주어가 없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C) who가 

정답이다.

18	 상관접속사	채우기
상관접속사 nor에 맞는 짝을 채우는 문제이므로 (B) Neither가 정답이다. 

19	 관계대명사	채우기
사람 선행사(Staff members)가 왔고 관계절(  would ~ workshop) 안에 주어가 

없으므로 사람 주격 관계대명사 (D) who가 정답이다. 

20	 관계대명사	채우기
사물 선행사(The exhibition)가 왔고 관계절(  will ~ September) 안에 주어가 없

으므로 사물 주격 관계대명사 (A) which가 정답이다. 

21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are ~ needs)이 와서 앞의 명사(properties)를 꾸

며주고 있으므로, 불완전한 절을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사 (B)와 (C)가 정답의 후보이

다. 사물 선행사(properties)가 왔으므로 사물 주격 관계대명사 (C) which가 정답이다.

22	 문맥에	어울리는	형용사	채우기
빈칸은 be동사(is)의 보어 자리이므로 형용사 (A)와 (D), 명사 (B)가 정답의 후보이다.  

형용사 보어를 써서 진주어(to read up ~ traditions)를 설명하면 ‘관습과 전통에 대

해 읽어 두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이 되므로 형용사 (D) advisable(현

명한, 권할만한)이 정답이다. 

23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seemed ~ fundraiser)이 와서 앞의 명사 

(candidates)를 꾸며주고 있으므로, 불완전한 절을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사 (A) who

가 정답이다. 

CHAPTER 14- 
관계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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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은 명사(the land)를 뒤에서 꾸미는 관계절을 이끄는 자리이다. 빈칸 뒤에 주어

(the train), 동사(was)를 갖춘 완전한 절이 왔으므로 완전한 절을 이끄는 관계부사 (C) 

where가 정답이다. 

25	 관계대명사	채우기
관계절(  arrive ~ opening) 안에 주어가 없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A) who

가 정답이다. 

26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 뒤에 완전한 절(she once did business)이 와 있고 전치사(with)로 끝나고 있으

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B) which가 정답이다. 

27	 관계대명사	채우기
관계절(  were ~ areas) 안에 주어가 없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D) who가 정

답이다. 

28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plan ~ February 9)이 와서 앞의 명사(Conference  

participants)를 꾸며주고 있으므로, 불완전한 절을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사 (C) who

가 정답이다. 

29	 동명사	자리	채우기
전치사(for)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 (A)와 동명사 (C)가 정답의 후보이다. 뒤

에 목적어(Delphi Airlines)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동명사이므로 동명사 (C) choosing

이 정답이다. 

30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Ms. White ~ morning)이 와서 앞의 명사(the 

survey)를 꾸며주고 있으므로 불완전한 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B)와 (C)가 정답

의 후보이다. 사물 선행사(the survey)가 왔으므로 사물 목적격 관계대명사 (C) that

이 정답이다. 

31	 관계대명사	채우기
that절은 주어(he), 동사(did not win), 목적어(the award)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for 

  he was nominated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주어(he), 

동사(was nominated)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빈칸 앞의 전치사(for)와 함께 ‘전치사 

+ 관계대명사’ 형태로 완전한 절을 이끌 수 있는 관계대명사 (C), (D)가 정답의 후보이

다. 선행사(the award)가 사물이므로 사물 목적격 관계대명사 (D) which가 정답이다. 

32	 관계대명사	채우기
관계절(  misplaces ~ pass) 안에 주어가 없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A) who

가 정답이다. 

33	 등위접속사	채우기
‘고장이 났지만 즉시 수리되었다’라는 의미를 만들면서 동사구(broke ~ ago)와 동사

구(was ~ immediately)를 대등하게 연결하는 등위접속사 (D) but(하지만)이 정답이다. 

34	 동명사	채우기
전치사(on)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 (C), 

명사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시도하는 것을 계속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동

명사 (C) trying이 정답이다.

35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명사(the program)를 뒤에서 꾸밀 수 있는 분사 (B),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수식받는 

명사(the program)와 분사가 ‘프로그램이 요구되다’라는 의미의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

분사 (B) required가 정답이다. 

36	 관계대명사	채우기
관계절(  is ~ speech) 안에 주어가 없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A) who가 정

답이다. 

37	 전치사	채우기
기간 표현(the past two decades)이 왔으므로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C) over(~에 

걸쳐, ~동안)가 정답이다. 

38	 알맞은	문장	고르기
지문의 앞부분에서 회장님이 창립 기념일 파티의 프로그램을 재단의 업적에 초점을 맞

추라고 요청했다고 했고, 빈칸의 앞 문장 ‘So I have brainstormed some ideas and 

would like to discuss them with you when we meet.’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생

각해보았고 만날 때 이들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솔직한 의견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따라서 (B) I hope you can give 

me your honest opinion이 정답이다.

39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구별하여	채우기
관계절(  works ~ department) 안에 주어가 없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D) who

가 정답이다. 

40	 알맞은	시제의	동사	채우기		전체	문맥	파악
‘축하 행사는 12월 5일에 개최되다’라는 문맥인데, 이 경우 빈칸이 있는 문장만으로 올

바른 시제의 동사를 고를 수 없으므로 주변 문맥이나 전체 문맥을 파악한다. 12월 5일

(December 5)은 지문 앞 부분에 나온 이메일의 발신 날짜인 10월 31일(October 31) 이

후이므로 축하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은 이메일을 작성한 시점보다 미래임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미래 시제 (B) will be held가 정답이다. 

CHAPTER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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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사절	접속사	자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Mr. Howard ~ Joel Green)을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빈칸 이하

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arrives)가 있는 거품절이므

로 거품절을 이끌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C) once가 정답이다. 

02	 부사절	접속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the annual ~ begin)을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some  

~ absent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are)가 있는 거품

절이므로 거품절을 이끌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A),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일부 

연설자들이 결석하더라도, 회의는 예정대로 시작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C) Even if(비록 ~이지만)가 정답이다. 

03	 부사절	접속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Employees ~ days)을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빈칸 이하는 수식

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give)가 있는 거품절이므로 거품절

을 이끌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B), (C)가 정답의 후보이다. ‘사전 통지를 하는 경우에

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C) only if(오직 ~ 하는 경우에만)가 정답이다. 

04	 부사절	접속사	자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the advertising ~ work)을 갖춘 완전한 절이다. 따라서   

the deadline ~ forward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

(has been moved)가 있는 거품절이므로 거품절을 이끌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C) 

Because가 정답이다. 

05	 부사절	접속사	자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Users ~ charger)을 갖추고 있는 완전한 절이므로 빈칸 이하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수식어 거품 자리에 온 분사구문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부사절 접속사이므로 (B) before가 정답이다. 

06	 부사절	접속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The date ~ changed)을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빈칸 이하는 수

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could attend)가 있는 거품절이므

로 거품절을 이끌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C)와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임원들이 참석

할 수 있도록 시상식 날짜가 변경되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D) so that(~ 할 수 있도록)이 정답이다. 

07	 부사절	접속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the product ~ success)을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the staff 

~ prepare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had)가 있는 거

품절이므로 거품절을 이끌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B)와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주어

진 시간이 하루 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품 시연은 성공적이었다’라는 의

미가 되어야 하므로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B) Given that(~을 고려했을 때)

이 정답이다. 

08	 형용사	자리	채우기
명사(contributions)를 꾸밀 수 있는 형용사 (D) exceptional이 정답이다. 

09	 부사절	접속사	자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the hotel ~ computers)을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business 

~ Internet은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need)가 있는 거품

절이므로 거품절을 이끌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D) Since가 정답이다. 

10	 부사절	접속사	자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Ms. Jai ~ announcements)을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the 

financial ~ finishes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finishes)

가 있는 거품절이므로 거품절을 이끌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B) When이 정답이다. 

11	 전치사	채우기
‘연구를 발표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A of B(의미상 A가 동사, B가 목적어)를 

만들 수 있는 전치사 (D) of가 정답이다. 이 경우 presentation은 동사(발표하다), their 

study는 목적어(연구) 역할을 해서 ‘연구를 발표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12	 부사절	접속사	자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the furniture ~ shipped)을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payment  

~ received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has been  

received)가 있는 거품절이므로 거품절을 이끌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A),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지불 금액을 받은 후에, 공장으로 운송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C) After(~ 한 후에)가 정답이다. 

13	 부사절	접속사	자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it is ~ requirement)을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the company 

~ Spanish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prefers)가 있는 

거품절이므로 거품절을 이끌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C) Though가 정답이다. 

14	 복합관계대명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our staff  ~ problem)을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what ~ customer 

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is made)가 있는 거품절이므

로 빈칸 뒤의 what과 함께 쓰여 거품절을 이끌 수 있는 no matter what(무엇을 ~하더

라도)을 만드는 (B) No matter가 정답이다. 참고로, no matter what은 복합관계대명사 

whatever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5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은 명사(the proposal)를 뒤에서 꾸미는 관계절을 이끄는 자리이므로 관계부사 

(A)와 (D), 관계대명사 (C)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왔으므로 관계절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C) which가 정답이다.

16	 복합관계부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assembly ~ checks)을 갖춘 완전한 절이다. 따라서   time-

consuming ~ be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may be)가 

있는 거품절이므로 거품절을 이끌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A)와 (C), 복합관계부사 (B)

가 정답의 후보이다. ‘아무리 시간이 걸릴지라도’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복합관계

부사 (B) However(아무리 ~ 하더라도)가 정답이다. 

17	 부사절	접속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all maintenance ~ enroll)을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told 

~ superior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수식어 거품 자리에 온 분사구문(told 

otherwise by a superior) 앞에 올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B),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만약 상사에게 달리 듣지 않는다면’이라는 의미가 자연스러우므로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B) Unless(만약 ~이 아니라면)가 정답이다. 

18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은 명사(The designer)를 뒤에서 꾸미는 관계절(  created ~ collection)을 

이끄는 자리이므로 관계대명사 (B)와 (D), 관계부사 (C)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왔으므로 관계절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

사 (D) who가 정답이다. 

CHAPTER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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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명사	자리	채우기
타동사(has)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 앞에 

정관사(the)가 있는 것도 명사 자리를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 ‘친환경적인 제조 방법을 

따라야 할 책임’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명사 (D) responsibility(책임)가 정답이다. 

20	 복합관계부사	채우기
‘카트리지가 비워져 있을 때마다 버리도록 장려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복합

관계부사 (D) whenever (~ 할 때마다, 언제 ~ 하더라도)가 정답이다. 

21	 동사	자리	채우기
who   the recital은 앞의 명사(People)를 꾸며주는 관계절이다. 이 관계절에는 동

사가 없으므로 동사 (D) watched가 정답이다. 

22	 부사절	접속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the company ~ lawyer)을 갖추고 있는 완전한 절이므로   

receiving ~ resignation은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수식어 거품 자리에 온 분

사구문 앞에 올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A),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사임을 받아들인 

이래로 새 변호사를 찾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부사절 접속사 (A) Since 

(~ 한 이래로)가 정답이다.

23	 부사절	접속사	자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she ~ gym)을 갖추고 있는 완전한 절이므로    

Ms. Petrelli ~ work day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has)

가 있는 거품절이므로 거품절을 이끌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A), 복합관계대명사 (D)

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 뒤에 온 절은 주어(Ms. Petrelli), 동사(has), 목적어(a full work 

day)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완전한 절 앞에 오는 부사절 접속사 (A) Even though

가 정답이다. 

24	 부사절	접속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staff ~ productive)을 갖추고 있는 완전한 절이므로   the 

office ~ program은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has  

implemented)가 있는 거품절이므로 거품절을 이끌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A),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때문에 더 생산적이게 되었다’

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을 만들어야 하므로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D) Now 

that(~이기 때문에)이 정답이다. 

25	 부사절	접속사	자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Sultana ~ refunds)을 갖추고 있는 완전한 절이므로 only    
~ purchase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is returned)가 

있는 거품절이므로 거품절을 이끌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가 필요하다. only와 함께 부

사절 접속사 only if(오직 ~ 하는 경우에만)를 만드는 (C) if가 정답이다. 

26	 부사절	접속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All passengers ~ stay)을 갖추고 있는 완전한 절이므로 빈칸 이

하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has been switched off)가 

있는 거품절이므로 거품절을 이끌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A), (B), (D)가 정답의 후보

이다. ‘안전벨트 표시가 꺼질 때까지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A) until(~ 할 때까지)이 정답이다. 

27	 부사절	접속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national fuel ~ soon)을 갖추고 있는 완전한 절이므로   

the cost ~ increased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has  

increased)가 있는 거품절이므로 거품절을 이끌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A), (D)가 정

답의 후보이다. ‘석유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출 비용을 조정하지 않기로 합

의했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D) Although(비

록 ~이지만)가 정답이다. 

28	 자동사와	타동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 뒤에 목적어(a conclusion)가 온 것으로 보아, 빈칸에는 전치사 없이 목적어

를 바로 갖는 타동사가 와야 한다. 따라서 타동사 reach(~에 도달하다)의 과거형 (C) 

reached가 정답이다. 

29	 부사절	접속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Requests ~ accepted)을 갖추고 있는 완전한 절이므로 빈칸 이

하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수식어 거품 자리에 온 분사구문 앞에 올 수 있

는 부사절 접속사 (A), (B)가 정답의 후보이다. ‘공식 영수증이 수반되지 않는 한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B) 

unless(만약 ~이 아니라면)가 정답이다. 

30	 부사절	접속사	자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Ms. Stromberg ~ location)을 갖추고 있는 완전한 절이므로 

빈칸 이하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suggested)가 있는 

거품절이므로 거품절을 이끌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B) though가 정답이다. 

31	 부사절	접속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It is ~ advance)을 갖추고 있는 완전한 절이다. 따라서 빈칸 이하

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is guaranteed)가 있는 거품

절이므로 거품절을 이끌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A),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좌석

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미리 등록하길 권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목적을 나타내

는 부사절 접속사 (C) so that(~ 할 수 있도록)이 정답이다. 

32	 전치사	채우기
‘현 창고를 확장하는 대신에 새 창고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을 

만들어야 하므로 제외를 나타내는 전치사 (B) instead of(~ 대신에)가 정답이다. 

33	 명사	자리	채우기
전치사(Due to)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 (D) expansion이 정답이다. 

34	 부사절	접속사	자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it must ~ rates)을 갖추고 있는 완전한 절이다. 따라서   the 

bank ~ clients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wants)가 있

는 거품절이므로 거품절을 이끌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D) if가 정답이다. 

35	 부사절	접속사	자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Clay Majors ~ cello)을 갖추고 있는 완전한 절이므로 빈칸 이하

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performs)가 있는 거품절이

므로 거품절을 이끌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C) while이 정답이다. 

36	 to	부정사의	in	order	to	채우기
‘배달 처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동사원형(speed up) 앞

에 to가 와서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보기 중 to가 없으므

로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to 대신 쓸 수 있는 (A) In order to가 정답이다. 참고로,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to는 in order to 외에도 so as to로도 바꾸어 쓸 수 있다.

37	 부사절	접속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candidates ~ preferred)을 갖추고 있는 완전한 절이므로  

  Play-tech ~ programs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will provide)가 있는 거품절이므로 거품절을 이끌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C) 

Although가 정답이다. 

CHAPTER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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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명사	어휘	고르기		주변	문맥	파악
모든 보기가 ‘ 는 적어도 4년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문맥에서 자연스러운 의

미를 만든다. 빈칸이 있는 문장만으로 정답을 고를 수 없으므로 주변 문맥이나 전체 

문맥을 파악해야 한다. 지문 앞부분에서 현재 최신식의 쌍방향 컴퓨터 게임을 작업할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찾고 있다(is currently seeking graphic designers to work on 

its newest interactive computer game)고 했으며, 앞 문장에서 디자인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지원자가 선호된다고(candidates with basic knowledge 

of design software are preferred)했으므로 지원자들이 갖춰야 할 자격 요건들에 대

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명사 applicant(지원자)의 복수형 (B) applicants

가 정답이다. 

39	 올바른	시제의	동사	채우기		주변	문맥	파악
‘지원자들에게 신청서가 보내지다’라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수동태 동사 (B), (C)가 정답

의 후보이다. 이 경우 빈칸이 있는 문장만으로 올바른 시제의 동사를 고를 수 없으므로 

주변 문맥이나 전체 문맥을 파악해야 한다. 앞 문장에서 이 자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

들은 Muriel Collette에게 연락하라고(Those interested in the position are requested 

to contact Muriel Collette) 했으므로 미래에 신청서가 보내질 것이라는 문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시제 (C) will be mailed가 정답이다. 

40	 알맞은	문장	고르기
지문의 앞부분에서 그래픽 디자이너의 지원 자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빈칸의 앞 문

장 ‘Other requirements include ~ and a portfolio of your previous work.’에서 다

른 필요 요건들로 이전 작품의 포트폴리오를 포함한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제공된 모

든 작품 견본들은 최근 것이어야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따라서 (C) Any 

work examples provided must be recent가 정답이다.

CHAPTER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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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that	채우기
타동사(mentioned)의 목적어 자리에 온 절(coming ~ job) 앞에는 명사절 접속사가 와

야 하므로 명사절 접속사 (B) that이 정답이다. 

02	 의문사	채우기
타동사(to find out)의 목적어 자리에 온 절(trains ~ arriving) 앞에는 명사절 접속사가 

와야 하므로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의문사 (B) when이 정답이다. 

03	 if	채우기
타동사(would like to know)의 목적어 자리에 온 절은 주어(the client), 동사(wants), 

목적어(her), 목적격 보어(to fax ~ contracts)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완전한 절을 

이끌 수 있는 명사절 접속사 (A), (B)가 정답의 후보이다. ‘Ms. Collins는 고객이 그녀가 

계약서들을 팩스로 보내주길 원하는지 알고 싶어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명사

절 접속사 (B) if(~인지 아닌지)가 정답이다. 

04	 whether	(or	not)	채우기
주어 자리에 온 절은 주어(second movie), 동사(will be), 보어(popular)를 갖춘 완전

한 절이므로, 완전한 절을 이끌 수 있는 명사절 접속사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널리 인기 있을지는 두고 봐야 안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명사절 접속사 (C) 

Whether(~인지 아닌지)가 정답이다. 

05	 what과	that	구별하여	채우기
타동사(to describe)의 목적어 자리에 온 절은 보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므로 불완전

한 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B), (C)가 정답의 후보이다. ‘자동차 구매 시 요구 사항

이 무엇인지’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명사절 접속사 (B) what이 정답이다. 

06	 명사절	접속사	채우기
타동사(decide)의 목적어 자리에 온 절(chef ~ restaurant) 앞에는 명사절 접속사가 

와야 하는데 빈칸 뒤에 명사(chef)가 왔으므로 명사를 꾸미면서 명사절 내의 주어 역

할을 할 수 있는 의문형용사 (C) which가 정답이다. 

07	 복합관계대명사	채우기
주어 자리에 온 절(applies ~ this month) 앞에는 명사절 접속사가 와야 하는데, ‘상용 

고객 멤버십을 신청하는 누구든 간에’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복합관계대명사 (D) 

Whoever(누구든 간에)가 정답이다. 

08	 that	채우기
타동사(believe)의 목적어 자리에 온 절(paper ~ system) 앞에는 명사절 접속사가 와

야 하므로 명사절 접속사 (A), (B), (C)가 정답의 후보이다. ‘더 이상 쓸모 없어질 것이라

고 믿는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명사절 접속사 (C) that이 정답이다. 

09	 부사	자리	채우기
동사구(distributed the workload)를 꾸미기 위해서는 부사가 와야 하므로 부사 (C) 

equally(동등하게)가 정답이다. 

10	 관계대명사	채우기
빈칸은 명사(anyone)을 뒤에서 꾸미는 관계절(  is ~ service)을 이끄는 자리이므

로 관계대명사 (A), (B)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왔으

므로 관계절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B) who가 정답이다.

11	 that	채우기
idea는 동격절을 취하는 명사이다. idea와 동격을 이루는 절(brand name ~ demand) 

사이에는 명사절 접속사가 와야 하므로 명사절 접속사 (A) that이 정답이다. 

12	 의문사	채우기
전치사(in)의 목적어 자리에 온 절(proposal ~ meeting) 앞에는 명사절 접속사가 와야 

하는데 빈칸 뒤에 명사(proposal)가 왔으므로 명사를 꾸미면서 명사절 내에서 주어 역

할을 하는 의문형용사 (A) whose가 정답이다. 

13	 사람명사와	추상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타동사(provides)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이므로 명사 (B),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무료 설치를 제공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추상명사 (B) installation 

(설치)이 정답이다. 

14	 의문사	채우기
명사절을 취하는 형용사 sure가 왔으므로 명사절 접속사 (A), (C), (D)가 정답의 후보이

다. 빈칸 뒤에 명사(briefcase)가 왔으므로 명사를 꾸미면서 명사절 내에서 주어 역할

을 하는 의문형용사 (D) whose가 정답이다. 

15	 시점/기간	전치사	구별하여	채우기
‘4개월 이상의 연구 이후에 마침내 아이디어를 선보였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 (C) after(~ 이후에)가 정답이다. 

16	 if	채우기
이 문장은 목적어를 두 개 가지는 4형식 동사 ask를 쓴 능동태 문장이 수동태가 되

면서 간접 목적어(Staff members)가 주어 자리로 가고 동사(were asked) 뒤에 직

접 목적어가 남은 형태이다. 직접 목적어 자리에 온 절은 주어(they), 동사(would be  

attending), 목적어(the music education conference)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완전한 

절을 이끌 수 있는 명사절 접속사 (D) if가 정답이다. 

17	 의문사	채우기
타동사(needs to check)의 목적어 자리에 온 절은 주어(the clients), 동사(will arrive)

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완전한 절을 이끄는 의문부사 (A), (B)가 정답의 후보이다.  

‘누군가를 보내기 위해 공항에 언제 도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

므로 의문부사 (A) when이 정답이다. 

18	 의문사	채우기
타동사(covers)의 목적어 자리에 온 절은 주어(small businesses), 동사(can attract), 

목적어(customers)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완전한 절을 이끌 수 있는 의문부사 (C) 

how가 정답이다. 

19	 의문사	채우기
타동사(will discuss)의 목적어 자리에 온 절은 주어(types of test questions), 동사

(give), 간접 목적어(them), 직접 목적어(the most trouble)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완

전한 절을 이끌 수 있는 의문부사 (B)와 의문형용사 (C)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 뒤의 

명사(types)를 꾸미면서 ‘어떤 유형의 시험 문제들이 가장 어려웠는지’라는 의미를 만

드는 의문형용사 (C) which가 정답이다.

20	 전치사	채우기
‘4시까지 컨벤션센터에 도착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까지’를 의미하

는 전치사 (B), (C)가 정답의 후보이다. 그 중 ‘행동이 발생할 때까지’를 의미하는 전치

사 (C) by가 정답이다.

21	 복합관계대명사	채우기
타동사(find)의 목적어 자리에 온 절(they ~ for) 앞에 명사절 접속사를 채우는 문제이

므로 의문대명사 (A)와 복합관계대명사 (C)가 정답의 후보이다. ‘점원들은 쇼핑객들이 

찾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을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복합관계대명사 

(C) whatever(무엇이든 간에)가 정답이다. 

CHAPTER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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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what과	that	구별하여	채우기
타동사(reported)의 목적어 자리에 온 절은 주어(Coletech), 동사(has appointed), 목

적어(Mr. Heo)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완전한 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C) that

이 정답이다. 

23	 복합관계대명사	채우기
전치사(to)의 목적어 자리에 온 절(registers ~ April 9) 앞에는 명사절 접속사가 와야 

하므로 명사절 접속사 (A),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박람회에 등록하는 사람은 누

구든지 무료 티셔츠를 받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복합관계대명사 (C) 

whoever(누구든 간에)가 정답이다. 

24	 전치사	채우기
‘화요일 투자자 회의에 참석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장소를 나타내는 전

치사 (C) at이 정답이다. 

25	 복합관계대명사	채우기
타동사(do)의 목적어 자리에 온 절(is possible ~ successful)은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절이므로 불완전한 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A), (B), (C)가 정답의 후보이다. ‘성공

할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

므로 복합관계대명사 (C) whatever(무엇이든 간에)가 정답이다. 

26	 전치사	채우기
‘해고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전치사 (D) Instead of 

(~ 대신에)가 정답이다. 

27	 what과	that	구별하여	채우기
be동사(is)의 보어 자리에 온 절(Mr. Black ~ of)은 전치사(of)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

한 절이므로 불완전한 절을 이끄는 의문대명사 (C) what이 정답이다. 

28	 전치사	채우기
‘좋지 않은 평론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개봉했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양보를 나

타내는 전치사 (B) In spite of(~에도 불구하고)가 정답이다. 

29	 의문사	채우기
동사(did ~ mention)의 목적어 자리에 온 절(article ~ issue) 앞에는 명사절 접속사가 

와야 하는데 빈칸 뒤에 명사(article)가 왔으므로, 명사를 꾸미면서 명사절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의문형용사 (C) whose가 정답이다. 

30	 상관접속사	채우기
상관접속사 either와 맞는 짝을 채우는 문제이므로 (C) or가 정답이다. (either A or B: 

A 또는 B 중 하나) 

31	 부정대명사	채우기
문장의 주어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명사 자리에 올 수 있는 (A), (B), (C)가 정답의 후

보이다. 빈칸 뒤의 who와 함께 ‘누구나, 누구든 간에’를 의미하는 anyone who를 만

들어 ‘정상가로 구매한 사람은 누구나 무료 헤드폰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만드는 부정

대명사 (B) Anyone이 정답이다. 

32	 what과	that	구별하여	채우기
타동사(announced)의 목적어 자리에 온 절은 주어(Ms. Richmond), 동사(will run), 목

적어(their European office)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완전한 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

속사 (A) that이 정답이다. 

33	 whether	(or	not)	채우기
전치사구(in your room)와 전치사구(in the hotel’s café)를 대등하게 연결해서 

’whether A or B’를 만드는 (C) or가 정답이다. 

34	 의문사	채우기
주어 자리에 온 절(will ~ banquet) 앞에는 명사절 접속사가 와야 하므로 명사절 접속

사 (A), (B), (C)가 정답의 후보이다. ‘연회를 누가 준비할지’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명사절 접속사 (B) Who가 정답이다. 

35	 부사	자리	채우기
준동사구(deal ~ problems)를 꾸밀 수 있는 부사 (D) efficiently(효율적으로)가 정답

이다. 

36	 상관접속사	채우기
and와 맞는 상관접속사 짝이 필요하므로 (A) both가 정답이다.  

37	 올바른	시제의	동사	채우기
미래 시간 표현(next week)이 있으므로 미래 시제 (B) will be released가 정답이다. 

38	 형용사	어휘	고르기		주변	문맥	파악
모든 보기가 ‘모험 영화가 ___하다는 것을 알게되다’라는 문맥에서 자연스러운 의미

를 만들 수 있다. 빈칸이 있는 문장만으로 정답을 고를 수 없으므로 주변 문맥이나 전

체 문맥을 파악해야 한다. 뒤 문장에서 모험 영화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접근법을 바꿔야만 했다(I had never done an adventure film before, so I had to 

adjust my approach)고 했으므로 모험 영화가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

용사 (C) challenging(힘든)이 정답이다. 

39	 복합관계대명사	채우기
타동사(did)의 목적어 자리에 온 절(I could to give my best)은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

한 절이므로 불완전한 절을 이끄는 복합관계대명사 (C)와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나

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했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복합관계대명사 

(C) whatever(무엇이든 간에)가 정답이다. 

40	 알맞은	문장	고르기
빈칸의 앞 문장 ‘Fuller started acting ~ in People I Know, one of the most popular 

sitcoms’에서 Fuller는 가장 인기 있는 시트콤들 중 하나인 People I Know에서 연기

를 시작했다고 했고, 빈칸의 뒤 문장 ‘Following her success on TV, she ~ went 

on to perform in major movie productions.’에서 TV에서의 성공 후에 그녀(Fuller)는 

주요 영화 제작물에서 계속해서 연기를 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그녀는 곧 누구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따라서 (D) She became a 

household name soon after가 정답이다.

CHAPTER 16- 
명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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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교급	표현	채우기
빈칸 뒤에 than이 왔으므로 함께 비교급 표현을 만드는 비교급 (C) faster가 정답이다. 

02	 비교급	표현	채우기
빈칸 뒤에 than이 왔으므로 함께 비교급 표현을 만드는 비교급 (B) more advanced

가 정답이다. 

03	 최상급	표현	채우기
빈칸 앞에 the가 왔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물품들을 구매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

므로 최상급 (C) lowest가 정답이다. 

04	 비교급	표현	채우기
빈칸 앞에 비교급(smaller)이 왔으므로 함께 비교급 표현을 만드는 (D) than이 정답

이다. 

05	 명사	자리	채우기
that절 내의 주어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명사 (C) communication이 정답이다. 

06	 병치	구문	채우기
등위접속사(and) 앞에 형용사(Simple)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and 뒤에도 형용사가 와

야 한다. 따라서 형용사 (B) effective가 정답이다. 

07	 문맥에	어울리는	형용사	채우기
명사(report)를 꾸밀 수 있는 형용사 (B)와 (C), 분사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야생 동물

들에 대한 조사 보고서로 칭찬받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형용사 (C) investigative 

(조사의)가 정답이다. 

08	 병치	구문	채우기
등위접속사(and) 앞에 명사구(the principles ~ architecture)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and 뒤에도 명사구가 와야 한다. 따라서 빈칸 뒤의 in American society와 함께 명

사구를 만들 수 있는 명사 (C)와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전통 건축의 원리와 미국 사

회의 도시성’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명사 (D) urbanism(도시생활)이 정답이다. 

09	 병치	구문	채우기
등위접속사(but) 앞에 동사구(charges higher prices)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but 뒤에

도 동사구가 와야 한다. 따라서 빈칸 뒤의 delivery ~ purchase와 함께 동사구를 만

드는 동사 (A), (B)가 정답의 후보이다. 앞의 동사(charges)가 현재 시제이므로 현재 시

제 (A) guarantees가 정답이다. 

10	 병치	구문	채우기
등위접속사(and) 앞에 동사구(spoke to the architects)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and 뒤

에도 동사구가 와야 한다. 따라서 빈칸 뒤의 the site manager와 함께 동사구를 만드

는 동사 (B), (C)가 정답의 후보이다. 앞의 동사(spoke)가 과거 시제이므로 과거 시제 

(B) consulted가 정답이다. 

11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구별하여	채우기	
in   the current ~ described는 명사(the documents)를 뒤에서 꾸며주는 관계절이므

로 관계부사 (B)와 (C), 관계대명사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이 관계절은 전치사(in)의 목적어

가 빠진 불완전한 절이므로 불완전한 절을 이끌 수 있는 관계대명사 (D) which가 정답이다. 

12	 병치	구문	채우기
등위접속사(and) 앞에 to 부정사구(to pay for books)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and 뒤에

도 to 부정사구가 와야 한다. 이때, and 뒤의 to 부정사의 to는 생략이 가능하므로 동

사원형 (A) enroll이 정답이다. 

13	 부사절	접속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The office ~ valid)을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빈칸 이하는 수식어 거품

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has been agreed)가 있는 거품절이므로 거품

절을 이끌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A),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동의할 때까지 법적으로 유

효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부사절 접속사 (A) until(~ 할 때까지)이 정답이다. 

14	 병치	구문	채우기
상관접속사(not only A but B)의 Not only 뒤에 동사구(did the ~ workshop)가 연결

되어 있으므로 but 뒤에도 동사구가 와야 한다. 빈칸 뒤의 participants ~ skills와 함

께 동사구를 만드는 동사 (A)와 (C)가 정답의 후보이다. 앞의 동사(did ~ teach)가 과

거 시제이므로 과거 시제 (A) motivated가 정답이다. 

15	 복합관계부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Ms. Jurgens ~ day)을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no matter   

~ is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빈칸 앞의 no matter와 함께 수식어 거품을 이

끌 수 있는 no matter how(아무리 ~하더라도)를 만드는 (B) how가 정답이다. 참고로, 

no matter how는 복합관계부사 however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6	 최상급	표현	채우기
빈칸 앞에 the가 왔고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최상

급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이 중 빈칸 뒤의 명사(ratings)를 꾸밀 수 있는 것은 형

용사이므로 형용사의 최상급 (C) highest가 정답이다. 

17	 비교급	표현	채우기
빈칸 앞에 비교급(more expensive and troublesome)이 왔으므로 함께 비교급 표현

을 만드는 (A) than이 정답이다. 

18	 관계대명사	채우기
이 문장은 주어(The contact information), 동사(is included))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

로 to ___ the gift certificates ~ sent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

품은 주어(the gift certificates), 동사(are), 보어(to be sent)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빈칸 앞의 전치사(to)와 함께 ‘전치사 + 관계대명사’ 형태로 완전한 절을 이끌 수 있

는 목적격 복합관계대명사 (C), 목적격 관계대명사 (A),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선행사

(customers)가 사람이고 ‘상품권이 보내질 고객의 연락처가 포함되다’라는 의미가 되

어야 하므로 사람 목적격 관계대명사 (D) whom이 정답이다. 

19	 부사절	접속사	자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The product ~ held)을 갖춘 완전한 절이다. 따라서 

  more ~ celebration은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can 

attend)가 있는 거품절이므로 거품절을 이끌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C) so that이 정답이다. 

20	 보어	자리	채우기	
be동사(being)의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 (A)와 (C), 형용사 (D)가 정답의 후보이다.  

형용사 보어를 써서 주어(Georgetown Dental Center)를 설명하면 ‘Georgetown 치

과 센터가 환자들에 요구에 경청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이 되므로  

형용사 (D) attentive(경청하는, 친절한)가 정답이다. 

21	 최상급	표현	채우기
빈칸 앞에 the가 왔고 ‘~ 중에서 (가장 -한)’를 의미하는 Of the ~ district가 왔으므로 

함께 최상급 표현을 만드는 최상급 (B),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은 be동사(is)의 보

어 자리이므로 보어가 될 수 있는 형용사의 최상급 (B) easiest가 정답이다. 

CHAPTER 17- 
비교·병치·도치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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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사절	접속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many ~ returns)을 갖추고 있는 완전한 절이므로   the 

deadline ~ tomorrow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수식어 거품을 이끌 수 있는 

것은 부사절 접속사이므로 (A),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지불 기한이 내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D) Although(비록 ~이지만)가 정답이다. 

23	 관계부사	채우기
  Mr. Sung ~ investor는 명사(The restaurant)를 뒤에서 꾸며주는 관계절이므로 

관계부사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선행사(The restaurant)가 장소이므로 장소 선행

사와 함께 쓰는 관계부사 (D) where가 정답이다. 

24	 비교급	표현	채우기
빈칸 앞에 비교급(more difficult)이 왔으므로 함께 비교급 표현을 만드는 (A) than이 

정답이다. 

25	 관계사	자리	채우기
  is enclosed ~ letter는 명사(the form)를 뒤에서 꾸며주는 관계절이므로 관계

사 (C) that이 정답이다. 

26	 부사절	접속사	자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they ~ hotline)을 갖추고 있는 완전한 절이므로   credit  

~ plan은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수식어 거품을 이끌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A) If가 정답이다. 

27	 관계대명사	채우기
타동사(said)의 목적어 자리에 온 명사절(that ~ week)은 주어(this), 동사(was), 보어

(the cabinet)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in   she ~ week은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

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주어(she), 동사(had left), 보어(the research files)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빈칸 앞의 전치사(in)와 함께 ‘전치사 + 관계대명사’ 형태로 완전한 

절을 이끌 수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B),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선행사(the cabinet)

가 사물이므로 사물 목적격 관계대명사 (B) which가 정답이다.

28	 병치	구문	채우기
등위접속사(and) 앞에 동명사구(Offering assistance)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and 뒤에

도 동명사구가 와야 한다. 따라서 빈칸 뒤의 to product inquiries와 함께 동명사구를 

만드는 동명사 (C) responding이 정답이다. 

29	 최상급	표현	채우기
빈칸 뒤의 명사(critic)를 꾸밀 수 있는 것은 형용사이므로 형용사 (B), (D)가 정답의 후

보이다. ‘자신에 대한 가장 엄한 비평가’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을 만드는 최상급 (D) 

harshest가 정답이다. 

30	 부사절	접속사	채우기
이 문장은 필수성분(Colton Fashions ~ stores)을 갖춘 완전한 절이다. 따라서 

  they ~ government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

(receive)가 있는 거품절이므로 거품절을 이끌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C), (D)가 정답

의 후보이다. ‘건축 허가를 받는 즉시 상점 두 개를 추가로 개점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부사절 접속사 (D) as soon as(~ 하자마자)가 정답이다. 

31	 병치	구문	채우기
상관접속사(not only A but B)의 not only 뒤에 동사구(planned the presentation)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but 뒤에도 동사구가 와야 한다. 빈칸 뒤의 information ~ clients

와 함께 동사구를 만들 수 있는 동사 (A)와 (B)가 정답의 후보이다. 앞의 동사(planned)

가 과거 시제이므로 과거 시제 (B) made가 정답이다. 

32	 관계대명사	채우기
   album ~ charts는 명사(the singer)를 뒤에서 꾸며주는 관계절이다. 빈칸 뒤

의 명사(album)와 함께 관계절 내의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C) 

whose가 정답이다. 

33	 도치	구문	채우기
종속절(as the number ~ increases) 뒤에 온 주절에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를 포함하

는 (D) so does가 정답이다. 참고로, 이 문장은 ‘~도 역시 그러하다’라는 의미의 so가 

절의 맨 앞으로 나오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문장이다. 

34	 도치	구문	채우기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절(has Mr. Marshall begun) 앞에서 도치 구문을 이끌 수 있는 

‘Only + 부사’(Only recently)를 만드는 (C) Only가 정답이다. 

35	 도치	구문	채우기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절(had Ms. Levin been more excited) 앞에서 도치 구문을 이

끌 수 있는 부정어 (C) Never가 정답이다. 

36	 what과	that	구별하여	채우기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4형식 동사 tell(told)의 직접 목적어 자리에 온 절은 주어

(Krypto-Tech), 동사(will be hiring), 목적어(20 new researchers)를 갖춘 완전한 절이

므로 완전한 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B) that이 정답이다. 

37	 시간	표현과	일치하는	동사	채우기
과거 시간 표현(last year)이 있으므로 과거 시제 (A) achieved가 정답이다. 

38	 전치사	채우기
빈칸 뒤에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the year)이 있고, ‘이익은 그 해 동안 30억 달러였

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B) during(~ 동안)이 정답이다. 

39	 동사	어휘	고르기		주변	문맥	파악
‘총수입이 8억 달러로 20퍼센트  했다’라는 문맥에서 자연스러운 의미를 만드는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이 문장만으로 정답을 고를 수 없으므로 주변 문맥이나 

전체 문맥을 파악해야 한다. 뒤 문장에서 Anerton사는 막상막하의 경쟁사인 Xantyo 

Industries사를 앞질렀다(Anerton has overtaken close rival)고 했으며, Xantyo 

Industries사는 작년에 겨우 15퍼센트의 수입 성장을 기록했다(Xantyp Industries, 

which ~ last year)고 했으므로 Anerton사는 15퍼센트 이상의 성장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사 grow(증가하다, 성장하다)의 과거형 (D) grew가 정답이다.

40	 알맞은	문장	고르기
빈칸의 앞 문장 ‘Anerton has overtaken its close rival, Xantyo Industries’에서  

Anerton사는 막상막하의 경쟁사인 Xantyo Industries사를 앞질렀다고 했고, 빈칸의 

뒤 문장 ‘If Anerton’s sales continue at present rates, the company will maintain its 

lead’에서 Anerton사의 매출이 현재 정도로 계속된다면, 그 회사는 선두를 유지할 것

이라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전문가들이 Anerton사의 긍정적인 전망을 예측한다는 내

용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따라서 (B) Experts predict a positive outlook for Anerton

이 정답이다.

CHAPTER 17- 
비교·병치·도치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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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Part 6 해설

01	 시점/기간	전치사	구별하여	채우기		주변	문맥	파악
‘공연 내내 실수들이 있었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B) throughout(~내내)이 정답

이다.

02	 알맞은	시제의	동사	채우기	
종속절에서 이 뮤지컬이 몇 주 후에 대중에게 공개될 때(when this musical opens to 

the public in a few weeks)라고 했으므로 미래의 상황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미래 완료 시제 (D) will have improved가 정답이다.

03	 알맞은	문장	고르기
지문 중간에서 시사회들은 공연의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한 후, 빈칸의 앞 문

장 ‘If I write an article about it, I don’t think our magazine subscribers would be 

interested.’에서 그 시사회에 대한 기사를 쓰면, 잡지 구독자들이 관심 있어 할 것 같

지 않다고 했고, 빈칸의 뒤 문장 ‘They just want to know what the musical is about.’

에서 그들은 단지 뮤지컬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그들(잡지 구독자들)이 사전 공연에서의 실수들에 대해 읽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내용

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따라서 (C) They don’t want to read about errors in advance 

shows가 정답이다.

04	 동사	어휘	고르기		전체	문맥	파악
모든 보기가 opening shows를 목적어로 취하면서 문맥이 자연스러우므로 이 문장만

으로는 정답을 고를 수 없다. 따라서 주변 문맥이나 전체 문맥을 파악해야 한다. 지문의 

앞부분에서 공연 시사회에서는 많은 실수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대중에게 공개될 때 

엄청나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했고, 빈칸의 뒤 문장에서 그렇게 독자들에게 그들이 보

고자 하는 공연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다(That way, we can give our readers 

the information ~ in seeing)고 했으므로 개막 공연을 평가하는 것에 집중하지는 내용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사 evaluate(평가하다)의 동명사 (B) evaluating이 정답이다. 

05	 재귀대명사	채우기
주어(You)를 강조해서 ‘당신이 직접 완벽한 탄산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

낼 때는 강조하고자 하는 말 뒤, 또는 문장 뒤에 재귀대명사를 쓸 수 있다. 따라서 (D) 

yourself가 정답이다.

06	 전치사	채우기		주변	문맥	파악
‘병을 떼내기 전에, 당신이 블록을 누르고 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전치사 (A) Prior to(~전에)가 정답이다.

07	 to	부정사	채우기	
동사 cause(will cause)의 목적격 보어로는 to 부정사가 와야 하므로 (B) to discharge

가 정답이다.

08	 알맞은	문장	고르기
빈칸의 앞 문장 ‘Keep your appliance clean ~ after every use.’에서 기기를 젖은 천

으로 말끔히 닦아 깨끗하게 유지하고 탄산화용 병을 매 사용 후 씻어달라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올바른 관리로 기기가 오래갈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따라서 

(C) With proper care, your appliance can last for years가 정답이다.

09	 부사	어휘	고르기		주변	문맥	파악
모든 보기가 ‘선물은  하게 당신에게 올 수 있다’라는 문맥에서 자연스러운 의미

를 만든다. 빈칸이 있는 문장만으로 정답을 고를 수 없으므로 주변 문맥이나 전체 문맥

을 파악한다. 뒤 문장에서 이 상자들이 얼마나 자주 당신의 현관에 배달될지 선택할 수 

있다(You can choose how often the boxes arrive at your door)고 한 것으로 보아,  

‘선물이 정기적으로 오다’라는 의미를 만드는 부사 (C) regularly(정기적으로)가 정답

이다.

10	 비교급	표현	채우기
빈칸 뒤에 than이 왔으므로 함께 비교급 표현을 만드는 비교급 (B) wider가 정답이다.

11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빈칸은 명사(box)를 뒤에서 꾸미는 분사 자리이므로 분사 (A)와 (D)가 정답의 후보

이다. 수식받는 명사(box)와 분사가 ‘~이 들어있는 상자’라는 능동의 의미가 되어야 

하고 빈칸 뒤에 목적어(perfectly ripe fruit ~ vegetables)가 있으므로 현재분사 (D) 

containing이 정답이다. 

12	 알맞은	문장	고르기
빈칸의 앞 문장 ‘you can be sure that every box you receive will hold something 

new and different’에서 모든 상자가 새롭고 색다른 것을 담고 있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당신은 항상 상자를 여는 데 들뜰 것이라는 내용이 들

어가야 적절하다. 따라서 (A) You’ll always be excited about opening the box가 정

답이다.

13	 알맞은	문장	고르기
빈칸의 뒤 문장 ‘The summer flowers are now in bloom! The time is (perfect) to 

create beautiful bouquets and centerpieces’에서 여름 꽃들이 활짝 폈고 지금이 꽃

다발과 중앙 장식물을 만들 완벽한 시기라고 하며, 이어서 꽃꽂이 수업의 진행 방식과 

세부 사항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이번 여름, 전문가처럼 꽃꽂이하는 법을 배

우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따라서 (B) This summer, learn how to arrange 

flowers like a professional이 정답이다.

14	 형용사	어휘	고르기		주변	문맥	파악
‘지금이 꽃다발과 중앙 장식물을 만들  한 시기이다’라는 문맥에서 자연스러운 의

미를 만드는 (A), (C),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이 있는 문장만으로 정답을 고를 수 

없으므로 주변 문맥이나 전체 문맥을 파악해야 한다. 앞 문장에서 여름 꽃들이 지금 

활짝 폈다(The summer flowers are now in bloom)고 했으므로 지금이 꽃다발들과 

중앙 장식물들을 만들 완벽한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용사 (C) perfect 

(완벽한)가 정답이다. 

15	 명사	어휘	고르기		주변	문맥	파악
모든 보기가 ‘학생들이 쓸  을 포함하다’라는 문맥에서 자연스러운 의미를 만든

다. 빈칸이 있는 문장만으로 정답을 고를 수 없으므로 주변 문맥이나 전체 문맥을 파

악해야 한다. 빈칸의 뒤 문장에서 이는 꽃들뿐만 아니라 다른 푸른 잎, 꽃병, 그리고 

용품을 포함한다(This includes not only flowers but also other greenery, vases, 

and equipment)고 했으므로 재료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명사 

material(재료)의 복수형 (A) materials가 정답이다.

16	 접속부사	채우기		주변	문맥	파악
빈칸이 콤마와 함께 문장의 맨 앞에 온 접속부사 자리이므로 앞 문장과 빈칸이 있는 문

장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여 정답을 선택해야 한다. 빈칸의 앞부분에서 워크숍의 가격

은 185달러이며 학생들이 쓸 재료들을 포함한다(The price for the workshop is $185 

and covers the materials students will use)고 했고, 빈칸이 있는 문장에서는 여러분

이 만든 것을 집에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you’ll get to bring home what you created)

라고 했으므로 두 문장 모두에서 워크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가 정보를 제시할 때 사용하는 접속부사 (D) In addition(게다가)이 정답이다.

CHAPTER 01
알맞은 문장 고르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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