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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1� �본책 p55

  1 (c)   2 (a)    3 (d)   4 (a)   5 (d)

  6 (d)   7 (c)   8 (c)   9 (d) 10 (d)

11 (d) 12 (c) 13 (b) 14 (b) 15 (d)

16 (c) 17 (c) 18 (c) 19 (a) 20 (c)

Mini TesT

1� A 너한테�말한�대로�소피가�한국으로�이사했어?

B 그러려고�했는데�마음을�바꿨어.

해설	 �be�going�to는�‘말하기�이전에�이미�계획된�사실’을�말
할�때�사용하며,�과거형�was[were]�going�to라고�하
면�‘하려고�의도했으나�하지�않은�것’을�의미한다.�이사하

려고�했으나�하지�않았고�주어는�3인칭�단수이므로�(c)�
was�going�to가�적절하다.

어휘	 change one’s mind 생각을 바꾸다

정답	 (c)

2� A 제니,�연례행사에�가려면�언제�준비해야�할까?

B 행사가�언제�시작하느냐에�달렸지.

해설	 �조건이나�시간을�나타내는�절에서�go,�come,�start,�
arrive�등과�같은�왕래발착�동사는�미래라�하더라도�현
재시제가�미래를�대신하므로�(a)가�적절하다.

어휘	 annual event 연례행사   depend on ~에 달려 있다

정답	 (a)

3� A 아이�봐주는�사람이�찾아�왔네.

B 응.�기다리고�있었어.

해설	 �현재완료진행형은�<have[has]�been�+�-ing>의�형태
로�과거의�어느�시점에서�시작되어�현재까지도�계속�진

행�중인�동작을�나타낸다.�따라서�아이�돌봐�주는�사람을�

과거의�특정�시점부터�그�사람이�찾아�왔을�때까지도�기

다리고�있다고�할�수�있으므로�(d)가�적절하다.

어휘	  babysitter 아이를 봐 주는 사람   at the door 출입

구에서   expect 예상하다, 기다리다

정답	 (d)

4� A 어디로�배달해�드릴까요?

B 제�집으로요.�주소�알려�드릴까요?

해설	 �want�동사는�5형식일�때�<want�+�목적어�+�목적격보어>
의�형태로�쓰인다.�목적격보어로는�to부정사나�과거분

사가�오는데�보어와�목적어와의�관계가�능동이면�to부
정사,�수동이면�과거분사를�쓴다.�목적어인�it은�배달되
는�것이므로�수동인�과거분사가�적절하다.�따라서�정답은�

(a)가�된다.

어휘	 deliver 배달하다

정답	 (a)

5� A 학급�회의에�학생이�몇�명이나�참석했어요?

B 전부�다요.

해설	 �몇�명의�학생이�학급�회의에�참석했는지�묻고�있는데�주

어가�복수명사이므로�정답은�(d)가�된다.

어휘	 class meeting 학급 회의

정답	 (d)

6� A 이번�주말까지�분석�보고서를�제출해�주시겠어요?

B 그때까지는�끝낼�겁니다.

해설	 �미래완료시제는�미래의�특정�시점을�기준으로�그�이전부

터�그�시점까지�일어난�동작이나�상태의�완료를�나타내며�

보통�by나�by�the�time�등과�같은�부사구를�동반한다.�
by�then이�있으므로�미래에�완료되는�시제인�(d)가�가
장�적절하다.�

어휘	 �hand in 제출하다   analysis 분석   by then 그때까

지는

정답	 (d)

7� A 줄리언�반즈의�최신�소설을�읽어�봤어요?

B 네.�출간되고�나서�바로�샀어요.

해설	 �Have you read라고�현재완료로�묻고�있다고�해서�

대답도�현재완료를�고르지�않도록�주의한다.�특정�과거�

시점을�나타내는�부사구�right after its release가�
쓰였으므로�현재완료가�아닌,�과거�시제로�나타내야�한

다.�따라서 (c)가�정답이다.

어휘	 latest 최신의   release 발매, 발표, 개봉

정답	 (c)

8� A 줄리.�왜�이렇게�늦었어?

B 정말�미안.�오는�도중에�길을�잃었어.

해설	 �길을�잃었던�것은�이미�과거�사실이므로�동사는�과거시

제가�되어야�한다.�따라서�‘길을�잃다’의�동사�get�lost
의�과거형인�(c)�got�lost가�정답이�된다.

어휘	 lost 길을 잃은   on the way 도중에

정답	 (c)

9� A 영문학을�얼마�동안이나�공부했어요?

B 수업�듣기�시작한지�3년�됐어요.

해설	 �since는�‘~�이래로’라는�뜻이며�‘과거�이래로�지금까지’
의�의미가�내포되어�있다.�따라서�대학에�입학한�시점�이

후로�지금까지�지속적으로�공부를�하고�있는�상황이므

로�현재완료시제가�적절하다.�따라서�정답은�(d)�has�
been이�된다.

어휘	 	literature 영문학   take a course (교육) 과정, 강좌

를 듣다

정답	 �(d)

10� A 실례지만,�도와드리는�직원이�있나요?

B 아니요,�괜찮아요.�그냥�구경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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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serve는�‘(상점에서�손님의)�구매를�돕다’는�뜻이다.�고
객은�도움을�받는�입장이므로�수동형이�되어야�하고,�질

문을�하는�시점에�진행되고�있는�상황을�묻고�있으므로�

수동태의�현재진행형인�(d)가�정답이�된다.

어휘	 serve 시중들다, 구매를 돕다

정답	 (d)

11� 난민들은�지난달�말�이후부터�이�보호소에�머물러야�했다.

해설	 �since는�‘~�이래로’라는�뜻이며�‘과거�이래로�지금까

지’의�의미가�내포되어�있다.�따라서�난민들은�지난달�

말�이후로�지금까지�보호소에�머물고�있으며�강요를�받

은�입장이므로�현재완료의�수동태인�(d)�have�been�
forced가�정답이�된다.

어휘	  refugee 난민   shelter 주거지, 피신처   force 강제로  

~하다

정답	 (d)

12� �마침내�문이�열릴�때까지�관광객들은�거의�두�시간�동안�

문�앞에서�계속�기다렸다.

해설	 �문이�열린�시점은�과거이고,�관광객들은�그�특정�시점�이

전부터�문이�열릴�때까지�대기하고�있었으므로�과거완료

형이�되어야�한다.�주어�these�tourists는�keep이라
는�행위의�주체가�아닌�대상이라�수동태가�필요하므로�

had�been�kept�waiting이어야�한다.�참고로�keep
은�동명사를�목적어로�취하므로�waiting이�된다.�따라
서�(c)가�정답이다.

어휘	 gate 문   nearly 거의

정답	 (c)

13� �한때�이�로봇들은�특별한�능력이�있고�어떤�질문에도�답

을�할�수�있다고�여겨졌다.

해설	 �가주어�It이�that절�이하의�진주어를�대신하고�있다.�진
주어인�‘로봇이�특별한�능력을�지니고�모든�질문에�답을�

할�수�있다는�것’은�believe의�주체가�아닌�대상이므

로�수동형이�되어야�하고�once는�‘(과거의)�한때’를�의미
하므로�was�believed가�되어야�한다.�또한�빈도부사�
once는�be�동사�뒤에�와야�하므로�정답은�(b)이다.

어휘	 once 한때

정답	 (b)

14� �찰스가�떠나려고�돌아섰을�때,�재닛은�그에게�저녁을�먹고�

가라고�말했다.

해설	 �재닛이�말했을�때와�찰스가�떠나려고�했던�시점이�같으

므로�과거진행형이�적절하다.�따라서�(b)�was�turning
이�정답이다.

어휘	 leave 떠나다, 출발하다   stay 머무르다

정답	 (b)

15� �그�전직�장관은�지난주에�사망하기�전까지�수년간�암을�

앓았다.

해설	 �죽은�시점은�과거이다.�전직�장관은�그�특정�시점�이전

부터�지난주�사망할�때까지도�지속적으로�암을�앓고�있

었으므로�과거완료진행형이�되어야�하므로�(d)�had�
been�suffering이�적절하다.

어휘	  ex- 그 전의   minister 장관   suffer from ~을 앓다   

cancer 암

정답	 (d)

16� 역에�도착했을�때,�기차는�떠나고�없었다.

해설	 �기차가�떠난�것이�사람이�도착한�것보다�앞선�시제이기�

때문에�과거완료인�(c)�had�left가�알맞다.

어휘	 station 역

정답	 (c)

17� 이�일이�모레까지�끝나지�않으면�많은�문제가�생길�것이다.

해설	 �문제가�발생할�시점은�the�day�after�tomorrow인�

미래이기�때문에�미래시제인�(c)�will�be가�적절하다.

어휘	 unless ~이 아닌 한   the day after tomorrow 모레

정답	 (c)

18� 어떤�사람들은�일반�물리학�첫�학기를�지겨워한다.

해설	 �bore는�‘지루하게�만들다’는�뜻으로�주어인�some�
people은�지루함을�느끼는�대상이�되므로�수동형을�써
야�한다.�또한�일반적인�경향을�말하고�있는�것이라�현재

시제가�적절하므로�(c)�are�bored가�정답이�된다.

어휘	 general physics 일반 물리학   bore 지루하게 만들다

정답	 (c)

19� 어머니는�100명의�선생님들보다�낫다고�한다.

해설	 �People�say�that�a�child’s�mother�is�better�
than�a�hundred�teachers에서�일반적인�주어

를�생략하고�수동태로�표현한�것이다.�이는�가주어�It
을�사용하여�It�is�said�that�a�child’s�mother�is�
better�than�a�hundred�teachers로�바꿀�수�있
고�<It�+�be�+�p.p.�+�that�+�주어�+�동사>는�<주어�+�be�
p.p.�+�to부정사>로�변환이�가능하므로�빈칸에는�(a)�to�
be가�적절하다.�참고로�이와�같이�‘전달’�또는�‘인식’의�의
미를�가진�동사들의�경우�수동형으로�<be�reported[�
thought/�said/�told]�+�to부정사>의�형태를�취한다.

어휘	 better 더 좋은 

정답	 (a)

20� 한국에서�자동차�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해설	 �the�number는�‘수’라는�뜻으로�단수명사이며,�‘많은’이
라는�뜻의�<a�number�of�+�복수명사>와는�달리�단수�
취급한다.�따라서�(c)�is가�정답이�된다.

어휘	 constantly 끊임없이

정답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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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2� �본책 p81

  1 (a)   2 (c)   3 (d)   4 (b)   5 (d)

  6 (c)   7 (a)   8 (c)   9 (b) 10 (c)

11 (c) 12 (d) 13 (a) 14 (d) 15 (b)

16 (d) 17 (d) 18 (b) 19 (c) 20 (a)

Mini TesT

1 A 자네�아들이�변호사�시험에�합격할�수�있을까?

B 그�답을�알았으면�좋겠어.

해설� �현재�실현되지�않은�소망이나�현재�사실의�반대를�표현

할�때는�<I�wish�+�주어�+�동사의�과거시제>가�되어야�하
므로�(a)�knew가�알맞다.

어휘 bar exam 변호사 시험

정답� (a)

2 A 도와�드릴까요,�손님?

B 이�상자를�포장했으면�합니다.

해설� �<would�like�to�+�동사원형>은�자신의�소망을�나타내
는�가정의�뜻이�내포된�관용적�표현으로�공손하게�부탁

할�때�쓴다.�따라서�상자의�포장을�부탁하는�의미에서�(c)�
to�have가�적절하다.

어휘 wrap 포장하다

정답� (c)

3 A  사람들이�있는�데서�우리�아이들에게�소리�지르지�말

아요.

B 미안해요,�여보.�그럴�생각은�아니었어요.

해설� �<stop�+�to부정사>는�‘~하기�위해�멈추다,’�<stop�+�동
명사>는�‘~을�멈추다’라는�뜻이다.�따라서�문맥상�아

이들에게�소리�지르는�것을�멈추는�것이므로� (d )�
screaming이�적절하다.

어휘 in public 사람들이 있는 데서   scream 소리치다

정답� (d)

4 A 잭이�최종�테스트에서�떨어졌대.

B  맞아.�걔가�좀�더�신경을�썼다면�시험에�떨어지지�않았

을�거야.

해설� �주의를�기울이지�않았던�과거�사실의�반대를�가정하

고�있으므로�가정법�과거완료가�와야�한다.�따라서�if절

의�동사가�과거완료�had paid이므로�주절에는�(b)�
wouldn’t have flunked가�적절하다.

어휘 pay attention to 주의를 기울이다   flunk 낙제하다

정답� (b)

5 A  우리�반�애가�그러는데�너�지난주에�자동차�사고�당했

다며.

B  안전벨트가�없었더라면�심하게�다쳤을�수도�있었어.

해설� �could�have�p.p.는�가능성은�있었지만�발생하지�않은�
과거의�사건을�언급하는�경우로�‘~할�수도�있었다’라는�
뜻이다.�또한�부상을�입힌�것이�아닌�부상을�당한�것이므

로�수동형이어야�한다.�따라서�(d)�could�have�been�
injured가�적절하다.

어휘 seriously 심하게

정답� (d)

6 A 점심으로�무슨�요리할�거야?

B 뭘�할지�아직�안�정했어.

해설� �what이�의문형용사로는�<what�+�명사�+�to부정사>의�

형태로�쓰는데�‘무슨�요리를�준비해야�할지’라는�뜻으로�
(c)�what�dish�to�cook이�적절하다.

어휘 dish 요리

정답� (c)

7 A 이�박사님,�오스번�씨라는�분이�오셨는데요.

B  고마워요.�제가�보고서를�마칠�때까지�로비에서�기다

리라고�하세요.

해설� �have는�사역동사로�5형식일�때�<have�+�목적어�+�목적
격보어>의�형태로�쓰이는데,�목적격보어는�목적어와의�관

계가�능동이면�동사원형,�수동이면�과거분사를�쓴다.�목

적어인�her가�능동적으로�기다리는�것이므로�(a)�wait
이�적절하다.

어휘 be done with 끝내다   report 보고서

정답� (a)

8 A 와,�어질러�놓은�것�좀�봐!

B 방�청소를�해야겠다.

해설� �need�다음에�나오는�동사는�주어와의�관계가�수동이

면�need�-ing�또는�to�be�p.p.의�형태를�쓴다.�따라
서�my�room�needs�cleaning�또는�my�room�

needs�to�be�cleaned가�되어야�하므로�정답은�(c)
가�된다.

어휘 mess 어질러 놓은 것

정답� (c)

9 A 우체국까지�태워�줄래?

B 그래.

해설� �mind는�동명사를�목적어로�취하는�동사이고,�me는�
give의�목적어이므로�give�다음에�와야�한다.�따라서�

(b)�giving�me가�정답이다.

어휘 lift (차 등을) 태워 주기

정답� (b)



10 A 지난�학기에�제니�봤어?

B 사실�몇�번�본�기억이�나.

해설� �<remember�+�동명사>는�‘(과거에)�~했던�것을�기억

하다’이고,�<remember�+�to부정사>는�‘(미래에)�~

할�것을�기억하다’이다.�따라서�last�semester인�과
거에�제니를�봤던�것을�기억하는�것이므로�동명사인�(c)�
seeing이�적절하다.

어휘 semester 학기   actually 실제로

정답� (c)

11 다음�주에�바니스에서�열리는�제�졸업�파티에�와�주세요.

해설� �hold는�명사�my�graduation�party를�뒤에서�꾸미
는�형태가�되어야�하므로�to부정사나�분사가�필요한데�

보기�(c)와�(d)�중�파티는�열릴�것이므로�hold가�수동의�
형태가�되어야�한다.�따라서�(c)�to�be�held가�정답이다.

어휘 graduation 졸업

정답� (c)

12 �피터가�더�일찍�사과했더라면,�곤란한�상황에�처하지�않았

을�텐데.

해설� �과거�사실의�반대를�가정할�때는�가정법�과거완료를�

쓴다.�형식은�<If�+�주어�+�had�p.p.,�주어�+�조동사�과

거�+�have�p.p.>가�되므로�(d)�had�apologized가�
적절하다.

어휘 apologize 사과하다

정답� (d)

13  �이�어학�과정은�학생들이�커뮤니케이션�개념을�이해하도

록�고안되었다.

해설� �make�동사가�5형식일�때�<make�+�목적어�+�목적격보
어>로�쓴다.�목적격보어와�목적어와의�관계가�능동이면�

동사원형,�수동이면�과거분사를�쓴다.�학생들이�이해를�

하는�능동의�개념이므로�동사원형인�(a)�understand
가�알맞다.

어휘 communication 의사소통   concept 개념

정답� (a)

14 그�시계가�덜�비쌌더라면�수지가�샀을�텐데.

해설� �과거�사실의�반대를�가정할�때는�가정법�과거완료를�

쓴다.�형식은�<If�+�주어�+�had�p.p.,�주어�+�조동사�과

거�+�have�p.p.>가�되므로�(d)�had�been이�적절하다.

어휘 expensive 비싼

정답� (d)

15 당신이�답을�할�시간입니다.

해설� �<It’s�about[high]�time�+�(that)�+�주어�+�동사�과거형>
은�‘~할�시간이다’라는�의미로�가정법�과거를�쓴다.�따라
서�과거시제인�(b)�got이�정답이다.

정답� (b)

16   제이콥이�너에게�데이트를�신청했더라면�지금�너는�파티

에서�그와�즐거운�시간을�보낼�수�있을�텐데.

해설� �사건이�과거에�일어났으나�그�사건의�결과가�현재까지�

영향을�미칠�때는�혼합�가정법을�쓰고,�형식은�<if�+�주
어�+�had�p.p.,�주어�+�조동사�과거�+�동사원형�+�(현재의�단
서)>이다.�과거에�데이트를�청하지�않았기�때문에�현재�즐거

운�시간을�보내지�못하므로�(d)�could�have가�정답이다.

어휘 ask out on a date 데이트를 신청하다

정답� (d)

17 동료�중�누군가�그녀를�거짓말하도록�설득했다고�한다.

해설� �원래�People�believed�that�she�had�been�
persuaded�by�one�of�her�coworkers�to�tell�
a�lie에서�일반적인�주어를�생략하고�수동태로�표현한�

것이다.�이는�가주어�It을�사용하여�It�was�believed�
that�she�had�been�persuaded�by�one�of�
her�coworkers� to� tell�a� lie로�바꿀�수�있고�

<It�+�be�+�p.p.�+�that�+�주어�+�동사>는�<주어�+�be�+�p.p.�
�+�to부정사>로�고칠�수�있으므로�빈칸에는�(d)�to�have�
been�persuaded가�들어가야�옳다.�

어휘 coworker 동료   persuade 설득하다

정답� (d)

18  이�자료는�2017년�임금�결정�요인을�분석하는�데�이용된다.

해설� �문맥상�use는�‘이용하다’라는�의미로,�‘자료는�~하기�

위해�사용되다’라야�자연스럽다.�따라서�정답은�(b)�to�
analyze가�된다.�참고로�<주어�+�used�to�+�동사원형>
은�과거의�습관을�나타내며�‘~하곤�했다’라는�뜻이�있고,�
<주어�+�be�used�to�+�동명사>는�‘~에�익숙해지다’라
는�뜻이�있다.

어휘 analyze 분석하다   determinant 결정 요인

정답� (b)

19  샘은�새로운�사람들을�만날�때마다�부끄러워서�대화를�나

누는�것을�피했다.

해설� �빈칸은�동사�avoided의�목적어가�들어갈�자리이다.�

avoid는�목적어로�동명사를�취하므로�(b)와�(c)�중에서�
골라야�한다.�완료형�동명사인�having p.p.는�술어�동
사가�가리키는�때보다�이전을�나타내는데�이�경우는�문맥

상�술어�동사인�avoided와�같은�때를�가리키므로�(c)
가�정답이다.

어휘  shy 수줍어하는, 부끄러워하는   avoid 피하다  

정답� �(c)

20  이�장치는�설치가�쉽고�문제가�생기면�기술�지원을�받을�

수�있다.

해설� �should를�이용한�가정법�문장으로�접속사�if를�생략하
고�should를�앞으로�보내면서�도치시킨�문장이다.�따라
서�(a)가�정답이�된다.

어휘  device 장치   set up 설치하다  

정답� �(a)

Mini Test 2  정답�및�해설  5



6 

TEST 03� �본책 p109

  1 (d)   2 (c)   3 (d)   4 (c)   5 (a)

  6 (d)   7 (b)   8 (c)   9 (d) 10 (d)

11 (b) 12 (a) 13 (b) 14 (a) 15 (d)

16 (d) 17 (c) 18 (b) 19 (d) 20 (d)

Mini TesT

1 A 왜�저희�회사�제품�판매를�중지하시는�거죠?

B 재고가�바닥이�날지도�몰라서요.

해설� �조동사�may는�불확실한�추측을�나타내며�현재�사실에�
대한�추측은�<may�+�동사원형>,�과거�사실에�대한�추측
은�may�have�+�p.p.가�된다.�따라서�동사원형인�(d)가�
적절하다.

어휘 run out of ~이 없어지다   stock 재고품

정답� (d)

2 A 저녁으로�뭘�드시겠어요?

B 피자�한�조각만�부탁해요,�고마워요.

해설� �물질명사의�수량�표시는�<관사[수사]�+�단위명사�+�of�+�물
질명사>의�순서로�나타낸다.�피자는�단위명사�slice나�
piece로�수량을�표시하므로�피자�한�조각은�a�slice�
of�pizza�또는�a�piece�of�pizza로�나타내므로�정답
은�(c)가�된다.

어휘 slice 조각

정답� (c)

3 A 직장까지�가는�데�얼마나�걸려요?

B 걸어서�5분�거리요.

해설� �복합명사의�경우�일반적으로�앞에�있는�명사가�형용사�

역할을�하고�뒤에�있는�명사가�앞�명사의�수식을�받는�명

사�역할을�한다.�walk�앞의�minute은�형용사�역할을�
하므로�복수형이�될�수�없고,�명사�역할을�하는�walk는�
셀�수�있는�명사�단수로�쓰였기�때문에�관사가�필요하다.�

따라서�(d)�a�five�minute�walk가�적절하다.

어휘 get to 도착하다

정답� (d)

4� A 크리스,�어제�파티에�안�왔던데�무슨�일�있었어?

B 음,�그�얘긴�하지�않는�게�좋을�것�같아.

해설� �<would�rather�+�동사원형>은�‘~하는�편이�낫다’라는�
뜻으로,�부정문일�때는�would�rather�뒤에�not을�쓰
므로�정답은�(c)가�된다.

어휘 happen 발생하다

정답� (c)

5 A 그들이�휴가�갔다�돌아왔을까.

B 오늘�아침�일찍�부인이�세차하고�있는�걸�봤어.

해설� �지각동사�see는�5형식일�때�<see�+�목적어�+�목적격보
어>의�형태로�쓰는데,�목적격보어는�목적어와의�관계가�

능동이면�동사원형을�쓰지만�동작이�진행된다는�것을�강

조하고자�할�때는�현재분사를�쓸�수�있다.�목적어인�the�
wife가�능동적으로�차를�청소하는�것이므로�cleaning
이나�clean�둘�다�가능한데�정답은�(a)이다.

어휘 wonder 궁금하다   vacation 휴가

정답� (a)

6 A 이런,�맨�위�선반에�있는�저�컵이�손에�안�닿아요.

B 폴이�꺼내�줄�거예요.

해설� �폴이�컵을�꺼내�주는�일은�아직�일어나지�않은�일이므로�

문맥상�(d)�will이�적절하다.

어휘 reach 도달하다   shelf 선반

정답� (d)

7 A 학교�그만두고�배우가�될�거야.

B 설마�농담이겠지!

해설� �조동사�can은�가능성이나�추측을�나타내며�부정문으로�
사용될�때는�그�의미가�더�강해져�‘~일리가�없다’라는�
뜻이다.�따라서�문맥상�(b)가�적절하다.

어휘  quit 그만두다   surely 설마(부정어와 함께)   serious  

농담이 아닌

정답� (b)

8 A 어제�마케팅�부서의�레베카가�해고당했다던데.

B 레베카가�회사에�또�지각했어.

해설� �work는�셀�수�없는�명사로�여기서는�‘직장’의�의미로�
쓰였다.�따라서�복수�형태가�될�수�없고,�특정한�직장을�

의미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정관사가�올�수도�없으므

로�(c)�work가�정답이다.

어휘  marketing department 마케팅 부서   show up 나

타나다

정답� (c)

9 A 이�버스는�시내로�가나요?

B  안�가는�것�같아요.�글로리아�시장에서�버스를�갈아타

셔야�해요.

해설� �버스를�갈아타는�것에는�기존에�타고�왔던�버스와�새로�

갈아�탈�버스가�포함되므로�복수인�(d)�buses가�알맞
다.�또�특정�버스를�언급하는�것이�아니므로�관사나�지시

대명사는�필요하지�않다.

어휘 city center 도심부   market 시장

정답� �(d)



10 A 모두�그를�싫어하는�데도�왜�그를�도와줘?

B  모든�상황을�알기�때문에�그를�옹호해�주지�않을�수�

없어.

해설� �접속사�없이�두�문장을�연결해야�하므로�접속사�역할을�

하는�분사가�필요하다.�주어인�I가�모든�정황을�아는�것
이기�때문에�능동의�의미를�갖는�현재분사가�적절하므로�

정답은�(d)�Knowing이�된다.

어휘  back up 도와주다   circumstance 환경, 정황  

정답� (d)

11 이�서류들을�팩스로�보낼�수�있어요.

해설� �<by�+�통신[교통수단]>등�수단이나�방법을�나타낼�때는�

관사를�쓰지�않으므로�(b)�fax가�알맞다.

어휘 document 서류

정답� (b)

12  ‘중고품’에�해당하는�기계류를�많이�가지고�계신지�궁금합

니다.

해설� �machinery는�셀�수�없는�명사라�복수형을�취하지�않
으므로�(a)�machinery가�정답이다.

어휘  come under 포함되다, 들어가다   category 범주   

machinery 기계류

정답� (a)

13 우승자는�경기�결과에�만족해하며�그의�팀으로�돌아갔다.

해설� �분사의�서술적�용법�중�주격보어에�관한�문제이다.�주어�

the�winner는�다른�것을�만족시킨�게�아니라�경기�결
과에�의해�만족된�것이므로�빈칸에는�수동의�과거분사인�

(b)�satisfied가�적절하다.

어휘 satisfy 만족시키다   match 경기, 게임

정답� (b)

14 나는�어젯밤�제니퍼에게�다른�일을�구하라고�제안했다.

해설� �suggest가�당위성을�의미할�때�그�뒤에�이어지는�that
절은�<주어�+�(should)�+�동사원형>의�형태가�되어야�하
므로�(a)�look이�적절하다.

어휘 look for 찾다

정답� (a)

15  저스틴은�타이틀을�차지할�기회를�포기해야�한다고�주장

했다.

해설� �당위성�동사� insist�뒤에�이어지는� that절은�<주

어�+�(should)�+�동사원형>의�형태가�되어야�하므로�(d)�
give�up이�알맞다.

어휘 insist 주장하다   title 타이틀, 선수권

정답� (d)

16 예전에�이�호수를�내려다보는�큰�나무가�있었다.

해설� �조동사�used�to는�과거의�규칙적인�습관이나�지속적인�
상태를�표현하며�조동사�뒤에는�동사원형이�와야�하므로��

(d)�used�to�be가�정답이�된다.�

어휘 overlook 바라보다, 내려다보다

정답� (d)

17 건물�벽은�북부�지역의�추위를�막기�위해�두껍고�튼튼하다.

해설� �‘추위’를�뜻하는�cold는�셀�수�없는�명사이다.�따라서�복
수형인�(a)와�부정관사가�붙은�(b)는�답이�될�수�없으므
로�정답은�(c)�the�cold가�된다.

어휘 thick 두꺼운   keep out 들어가지 않게 하다

정답� (c)

18  보고서들은�이번�가을�학기가�시작하기�전에�완성되어야�

한다.

해설� �need�다음에�나오는�동사는�문맥상�수동의�관계이며�

-ing나�to�부정사의�형태로�써야�한다.�따라서�Those�
reports�need�completing�또는�Those�reports�
need�to�be�completed가�되어야�하므로�(b)가�정
답이다.

어휘 complete 끝마치다   semester 학기

정답� (b)

19 눈보라로�인한�높은�눈�더미가�도시를�눈으로�뒤덮었다.

해설� �leave 동사가�5형식일�때�<leave�+�목적어�+�목적격보
어>의�형태로�쓰인다.�목적격보어와�목적어의�관계가�능

동이면�현재분사,�수동이면�과거분사를�쓴다.�도시는�눈

으로�덮였으므로�과거분사인�(d)�covered가�적절하다.

어휘 snow drift 눈 더미   blizzard 눈보라

정답� (d)

20  조지는�3년간�훈련을�받았기�때문에�실력�있는�조종사가�

되었다.

해설� �접속사�없이�두�문장이�연결되어�있으므로�접속

사�역할을�하는�분사가�필요하다.�훈련을�받은�뒤

에�숙련된�조종사가�된�것이므로�분사구문의�시제

가�주절의�시제보다�앞서기�때문에�완료�분사구문

인�having�p.p.가�와야�한다.�또한�조지가�훈련을�받

은�것이기�때문에� train은�수동형으로�써야�하므로��

(d)�Having�been�trained가�적절하다.

어휘 skillful 숙련된, 능숙한

정답� (d)

Mini Test 3  정답�및�해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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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4� �본책 p145

  1 (d)   2 (d)   3 (c)   4 (d)   5 (c)

  6 (d)   7 (c)   8 (b)   9 (c) 10 (d)

11 (b) 12 (a) 13 (b) 14 (d) 15 (c)

16 (c) 17 (d) 18 (b) 19 (d) 20 (d)

Mini TesT

1 A 제이슨,�좀�쉬는�게�어때?

B 지금은�안�돼.�우리�겨우�2킬로미터도�채�안�걸었어!

해설� �문장에�than이�있는�것으로�보아�비교급이�들어가야�하
고�문맥상�‘2킬로미터�보다�덜�걸었다’는�것이�자연스러
우므로�little의�비교급인�(d)�less가�적절하다.

어휘 take a rest 쉬다 

정답� (d)

2 A  중국어를�향상시킬�수�있는�가장�좋은�방법을�추천해�

주시겠어요?

B 음,�가능한�한�중국어�책을�많이�읽어�보세요.

해설� �동급비교�as … as�possible�구문은�<as�+�형용사
[부사]�원급�+�as�+�possible>�또는�<as�+�형용사�(원

급)�+�명사�+�as�possible>의�형태로�쓸�수�있는데,�빈칸
에는�타동사�read의�목적어인�명사가�들어가야�한다.�셀�
수�있는�명사인�Chinese�books를�수식하는�수량�형
용사는�many가�되어야�하므로�(d)가�적절하다.

어휘 recommend 추천하다   improve 향상시키다

정답� (d)

3 A 찰스가�댄스�파티에�초대하면�어쩌지?

B 물어보면,�그냥�침착하게�행동해.

해설� �주절은�명령문이므로�생략된�주어가�you임을�알�수�있
고,�찰스로부터�초대를�받게�되는�상황이므로�수동태로�

되어야�하지만�주어와�be동사,�즉�you�are가�생략될�
수�있으므로�정답은�(c)�When�asked가�된다.

어휘 play it cool 침착하게 대처하다

정답� (c)

4� A 칼이�얼마나�빨라?

B 적어도�나보다�다섯�배는�빠르지.

해설� �<배수사�+�as�+�원급�+�as>을�써서�비교급의�뜻으로�나타
낼�수�있는데�(d)가�정답이�된다.

어휘 at least 적어도   fivefold 5배의

정답� (d)

5 A 이�레스토랑은�어때요?

B  가장�아름다운�곳�중�하나지만�제가�먹어본�곳�중에서�

최악이에요.

해설� �문맥상�상반된�내용을�연결해�주는�역접의�접속사가�필

요하고�yet,�but,�however�등이�있는데,�이�중�yet은�
바로�앞에서�진술한�내용과�비교해서�놀랄�만한�사실이

나�다른�내용의�진술이�이어질�때�쓴다.�따라서�보기�중에

서는�(c)가�정답이�된다.

어휘 worst 최악의

정답� (c)

6 A 점심�먹으면서�면접을�어떻게�해?

B 별거�아닌데.

해설� �전치사�over는�‘~하는�동안에,�…하면서’의�의미를�갖
는다.�보기�중�while도�같은�의미이지만,�접속사이기�때
문에�뒤에�주어와�동사가�와야�하므로�답이�될�수�없다.�

따라서�정답으로�(d)가�적절하다.

어휘 handle 다루다, 처리하다   big deal 대단한 것

정답� (d)

7 A 기자�회견은�어떻게�됐어?

B 실패였어.�언론사�쪽에서는�거의�아무도�안�왔거든.

해설� �기자�회견이�실패했다고�미루어�보아�참석률이�미미했다

는�것을�알�수�있으므로�빈칸의�주어에�부정어가�포함되

어야�한다.�그러면�(a)와�(c)가�남는데,�most가�형용사로�
명사를�수식할�때는�‘대부분의’란�뜻으로�사람이�안�왔는
데�대부분이란�의미는�어색하므로�(a)는�답이�될�수�없다.�
따라서�‘거의�아무도�오지�않았다’는�뜻에서�(c)가�적절
하다.

어휘 press conference 기자 회견   turn out (결과가) 되다

정답� (c)

8 A  네�룸메이트는�전화�통화할�때�왜�그렇게�예의가�없었

어?

B 걔는�예의하고�상식이�좀�부족해.

해설� �대화의�흐름상�예의범절과�일반�상식이�부족하다는�뜻이

므로�‘~이�부족하다’의�의미를�갖는�숙어�be�lacking�
in이�알맞다.�따라서�정답은�(b)가�된다.

어휘  rude 예의 없는   manner 예의범절   common 

sense 상식

정답� (b)

9 A 우리와�함께�머물자고�그녀를�설득했어야�했는데.

B  해리가�같이�있자고�애원했는데도�불구하고�듣지�않던

걸.

해설� �두�문장을�연결하기�위해서�접속사가�필요한데�양보의�

뜻을�지닌�although는�종속접속사로�문두에서�문장이�
서로�상반되는�내용일�때�쓸�수�있으므로�(c)가�정답이�
된다.�(d)�despite은�전치사이므로�뒤에�주어,�동사를�
쓰는�문장이�올�때는�쓸�수�없다.

어휘 persuade 설득하다   beg 간청하다 

정답� (c)



10 A 이�서류�작성하는�걸�좀�도와주시겠어요?

B  죄송하지만,�저는�이런�종류의�서류를�잘�작성하지�못

해요.

해설� �대화의�흐름상�‘썩�잘하지�못한다’는�의미가�되어야�하

므로�빈칸에는�형용사�good의�의미를�강조하여�‘매
우,�대단히’의�뜻을�갖는�부사가�와야�자연스럽고,�(c)는�
셀�수�있는�명사와�쓰이므로�답이�될�수�없다.�따라서�(d)�
much가�정답이�된다.

어휘 fill out 기입하다   be good at ~을 잘하다

정답� (d)

11  신이�난�어린이들이�우리에게�손을�흔들었고�우리는�웃어�

주었다.

해설� �우리에게�손을�흔든�것이므로�대상이나�목표를�겨냥한다

는�의미의�(b)�at이�알맞다.�

어휘 wave (손을) 흔들다 

정답� (b)

12  그녀의�소설은�거의�인기가�없었고,�그녀는�잘�알려지지�

않았다.

해설� �few와�a�few는�셀�수�있는�명사�앞에,�little과�a�little
은�양으로�판단해야�하는�명사�앞에�쓰인다.�또한�few와�

little은�‘거의�없다’는�부정의�의미를,�a�few와�a�little
은�‘조금은�있다’는�긍정의�의미이다.�여기서는�셀�수�있
는�명사인�novel을�수식하며�부정의�의미를�지니는�(a)
가�적절하다.

어휘 novel 소설   well-known 유명한

정답� (a)

13  한�설문�조사에�따르면�한국이�세계�최고의�휴대�전화를�

만든다고�한다.

해설� �‘세계에서�가장�~한�+�명사’의�최상급�표현은�<최상

급�+�명사�+�in�the�world>�또는�<the�world’s�+�최
상급�+�명사>로�나타낼�수�있다.�따라서�the�best�cell�
phones�in�the�world�또는�the�world’s�best�
cell�phones가�가능하므로�(b)가�정답이�된다.

어휘 survey 설문 조사   cell phone 휴대 전화

정답� (b)

14 그들도�나와�마찬가지로�전문가가�아니다.

해설� �<A�+�be동사�+�no�more�+�~�+�than�+�B>�또는�<A�is�
not�+�~�+�any�more�than�B>은�‘A가�~이�아닌�것
은�B가�…아닌�것과�같다’는�뜻이다.�따라서�빈칸에는�

(d)�more가�적절하다.

어휘 specialist 전문가

정답� (d)

15 네�계좌에�돈이�들어�있으면�이를�인출할�수�있다.

해설� �두�문장을�연결하기�위해서는�접속사가�필요한데�계좌에�

돈이�있으면�이를�인출할�수�있기�때문에�조건절을�이끄

는�접속사가�와야�한다.�따라서�가정의�의미를�지니는�if,�
providing,�provided�등이�올�수�있으므로�보기에서
는�(c)가�정답이�된다.

어휘 withdraw 인출하다   account 계좌

정답� (c)

16  가장�신경을�써서�연구한�논문이라도�오류가�없을�수는�

없다.

해설� �명사�paper를�꾸며주기�위해서는�바로�앞에�형용사

가�와야�하는데� ‘논문은�연구된�것’이므로�과거분사�

researched가�형용사�역할로�올�수�있고,�‘주의�깊게�
조사된�것’이므로�형용사�researched를�수식하기�위
해서는�부사�carefully가�앞에�와야�한다.�most는�2
음절�이상의�형용사/�부사의�최상급을�만드는�기능을�하

므로�carefully�앞에�와야�한다.�또�최상급에�정관사�

the가�필요하므로�(c)가�정답이�된다.

어휘 carefully 신중히   research 연구하다 

정답� (c)

17  우리는�다른�이들을�배려해야�한다.

해설� �전치사�to�다음에�들어갈�명사를�묻는�문제이다.�(a)는�
형용사이므로�문법적으로�옳지�않다.�(b)는�앞서�언급한�
것을�제외한�나머지�하나를�말할�때�쓰고,�(c)는�남은�여
러�개�중�‘추가적인�하나’를�칭할�때�쓰이므로�답이�될�수�
없다.�따라서�불특정�다수를�가리키는�(d)�others가�정
답이�된다.

어휘 considerate 사려 깊은, 배려하는

정답� (d)

18  제�남편은�지금�차가�매우�필요해요.�이번�주에�한�대�구

입할�거예요.

해설� �앞의�명사와�같은�종류의�불특정한�명사를�대신하는�대

명사는�one이다.�차가�필요하다고�했지만�특정한�차를�
언급한�것이�아니므로�부정대명사�(b)가�적절하다.

어휘 badly 몹시   at the moment 지금

정답� (b)

19  수학의�두�갈래는�18세기에�고안되었다.

해설� �세기를�나타낼�때는�서수로�표현하고,�서수�앞에는�정관

사�the가�온다.�또한�세기는�시간이므로�시간을�나타내
는�전치사를�동반하는데�월,�년도,�계절,�세기�등은�in과�
함께�쓰이므로�(d)가�적절하다.

어휘 mathematics 수학   century 세기, 100년

정답� (d)

20  이는�코카�지역에서�가장�좋은�커피를�찾기�위해�고안된�

연간�프로젝트이다.

해설� �최상급을�수식하는�부사로는�much,�by� far,� the�
very�등이�있으므로�정답으로�(d)가�적절하다.

정답� (d)

Mini Test 4  정답�및�해설  9



10 

TEST 05� �본책 p167

  1 (b)   2 (c)   3 (d)   4 (d)   5 (d)

  6 (c)   7 (b)   8 (c)   9 (d) 10 (b)

11 (b) 12 (a) 13 (d) 14 (b) 15 (b)

16 (d) 17 (b) 18 (d) 19 (c) 20 (a)

Mini TesT

1 A 저�남자�말�믿어?

B  전혀.�‘저를�믿으세요’라고�말하는�사람은�그�어느�누

구도�믿지�않아.

해설� �trust의�목적어와�says의�주어가�없으므로,�두�문장을�
연결시키기�위해서는�목적어와�이�목적어를�선행사로�받

는�주격�관계대명사가�들어가야�한다.�따라서�(b)가�정답
이�된다.

어휘 trust 신뢰하다

정답� (b)

2 A 우리�언제�출발할까?

B 음,�다른�차가�많지�않은�밤에�이동하는�게�어때?�

해설� �두�문장을�연결해야�하므로�접속사가�필요하다.�문맥상�

‘차가�없을�때’란�뜻이므로�(c)�when이�적절하다.�

어휘 travel 여행하다, 이동하다

정답� (c)

3 A 보고서�쓰는�것�좀�도와줄래?

B 미안해,�나�오늘�일찍�출발해야�해.

해설� �have�to는�조동사로�주어�바로�다음에�위치하고,�동

사원형이�그�뒤에�와야�한다.�시간부사는�원칙적으로�문

장�맨�끝에�위치하고,�하나�이상�올�경우에는�짧은�기간

을�나타내는�부사(구)가�앞에�오게�되므로�(d)�have�to�
leave�early�today가�알맞다.

어휘 report 보고서

정답� (d)

4 A 그가�7시까지�도착하면�좋겠는데.

B 노력은�하겠지만,�기차를�놓치면�어쩌지?

해설� �what�if는�‘~라면�어떻게�될까’라는�뜻으로�조건의�부
사절을�이끌기�때문에�그�뒤에는�미래�대신�현재시제

가�온다.�또한�he가�기차를�놓치는�것이므로�(d)�if�he�
misses�the�train이�알맞다.

어휘 miss 놓치다

정답� (d)

5 A 왜�이�회사에서�일해?

B 여기가�나에게�일자리를�주는�유일한�곳이거든.

해설� �선행사가�the�only�place이고�뒤에�조동사�would

가�있으므로�주격�관계대명사가�필요한데�선행사에�the�
only,�the�very,�the�same�등이�포함된�경우에는�
that만이�올�수�있으므로�(d)가�정답이�된다.

정답� (d)

6 A 피자�먹으러�갈래?�아니면�치킨?

B 네가�고르는�거�아무거나.

해설� �빈칸�앞에�선행사가�없으므로�복합�관계대명사가�필요한�

자리이다.�빈칸�뒤에�주어와�타동사�choose가�왔으므
로�목적격이�적절한데�문맥상�(c)가�정답이다.

어휘 choose 고르다

정답� (c)

7 A  크리스는�너무�게을러서�당장�사진�설명을�쓸�수가�없어.

B 걔는�원래�그래.

해설� �<too�+�형용사[부사]�+�to�+�동사원형>�용법은�‘너무�~해
서�…할�수�없다’는�표현이다.�much는�부사로�too를�
강조하여�‘매우,�몹시’의�의미로�쓰이므로�much�too�
lazy�to�write의�어순이�옳다.�따라서�(b)가�정답이다.

어휘 caption 사진이나 그림에 붙인 설명

정답� (b)

8 A 사과를�좀�사는�게�어때?

B 아니야.�아직�먹을�만큼�충분히�익지�않았어.

해설� �enough가�형용사와�부사를�수식할�경우�형용사와�부
사의�뒤에�위치하여�<형용사[부사]�+�enough�+�to부정
사>의�어순이�된다.�부정어�not은�‘익지�않았다’는�의미
에서�be동사�뒤,�ripe�앞에�위치한다.�따라서�(c)가�정답
이다.

어휘 ripe 익은

정답� (c)

9 A  심문을�받은�용의자�중�한�사람만이�보석�상점을�도둑

질�한�것을�자백했어요.

B 그�사람은�형벌을�더�적게�받을까요?

해설� �필수�문장�성분인�동사가�빠져�있다.�문맥상�‘심문을�

받은�용의자가�자백했다’는�뜻이므로�용의자가�심문

을�받은�것은�수동태로,�문장�전체의�동사인�자백한�것

은�능동으로�써서�간단히�suspects�who�were�
questioned�confessed로�표현할�수�있다.�<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는�생략�가능하므로�(d)가�정답이
다.

어휘  suspect 용의자   rob 도둑질하다   sentence 형벌   

confess 자백하다

정답� (d)

10 A 커피�한�잔�더�마셔도�될까요?

B 어,�죄송해요.�용기에�남은�커피가�없네요.

해설� �any는�부정문과�의문문에서�셀�수�없는�명사나�복수명
사와�함께�쓰여�무엇의�양이나�수를�가리킨다.�따라서�문



맥상�‘남아�있는�커피’를�말하는�것이므로�any�coffee�
that�is�left�in�the�pot으로�쓸�수�있다.�<주격�관계대
명사�+�be동사>는�생략이�가능하므로�빈칸에는�(b)가�알
맞다.�

어휘 another 또 하나

정답� (b)

11 그는�나라�상황이�얼마나�심각했는지�몰랐다.

해설� �강조하기�위해�부정어를�문두에�두면�도치가�되므로�주

어와�동사의�자리가�바뀐다.�이때�일반동사는�주어�앞에�

조동사�do를�써서�시제와�인칭을�나타내므로�(b)가�적절
하다.

어휘 situation 상황

정답� (b)

12  대부분�흰색�석회암으로�조각되어�있는�기념비적인�신고

전주의�건축물은�유명한�관광지이다.

해설� �관계대명사�which의�선행사는�the�monumental�
neo-classical�architecture이므로�동사도�여기에�
일치해야�한다.�architecture는�단수이므로�단수동사인�
(a)가�정답이다.

어휘  monumental 기념비적인, 대단한   neo-classical 

신고전주의의   carve 조각하다   limestone 석회암   

notable 주목할 만한, 유명한

정답� (a)

13 항상�경건한�사람은�행복하다.

해설� �보어가�문두로�이동하는�경우�주절의�주어와�동사는�

도치된다.�즉,�<보어�+�동사�+�주어>의�어순이므로�정답

은�(d)가�된다.�도치�전의�문장은�The�man�who�is�
always�reverent�is�happy이다.

어휘 reverent 숭배하는, 경건한

정답� (d)

14  기념식이�끝난�후에야�우리는�팝스타와�사진을�찍을�수�

있었다.

해설� �부사(구)를�강조하기�위해�문두로�이동하는�경우�주절

의�주어와�동사는�도치된다.�이때�조동사는�시제에�맞추

어�주어�앞으로�나오는데�<only�부사구�+�조동사[do동
사]�+�주어�+�일반동사>의�어순을�따르므로�(b)가�정답이�

된다.

어휘 ceremony 의식

정답� (b)

15  장기간�비가�내리지�않고�있지�않은데�이로�인해�심각한�

문제가�초래될�수도�있다.

해설� �선행사가�앞�절�전체이고�계속적�용법이므로�(b)�which
가�정답이다.�관계대명사�that은�계속적�용법이나�<전치
사�+�that>의�형태로�쓰일�수�없다.

어휘  period 기간

정답� �(b)

16 인사불성으로�술에�취한�노인이�사고의�피해자였다.

해설� �blind�drunk는�‘곤드레만드레�술에�취한’�상태를�일

컫는다.�문맥상�‘술에�취해�걷고�있는�노인’이�되므로�형
용사�blind�drunk는�walk의�보어로�(d)와�같이�the�
old�man�who�was�walking�blind�drunk로�쓸�
수�있다.

어휘 victim 피해자

정답� (d)

17 그녀는�영리할�뿐만�아니라�아주�예쁘기도�하다.

해설� �not�only�A�but�also�B 구문을�도치한�문장이므로�
부정사구인�Not�only를�문두에�두면�<동사�+�주어>의�

어순이�되므로�(b)가�정답이�된다.�

어휘 quite 매우   gorgeous 호화스러운, 멋진

정답� (b)

18 배우의�목소리�힘이�대단해서�관객을�울먹이게�했다.

해설� �such �다음에� that절이�이어지는�<주어�+�be동
사�+�such�that절>은�such가�문장의�앞으로�나오면서�
도치되어�<Such�+�be동사�+�주어�+�that절>의�구조가�

된다.�따라서�Such�was�the�power�of�the�voice�
of�the�actor�that절이�되어�(d)가�정답이�된다.

어휘 voice 목소리

정답� (d)

19 책의�3분의�1은�그�작가가�썼다.

해설� �분수를�표현할�때는�분자는�기수를,�분모는�서수를�사용

하고�분자가�2이상일�때는�분모에�s를�붙인다.�또한�<분
수�+�of�+�단수명사>의�경우�단수동사,�복수명사의�경우�

복수동사가�오므로�(c)가�적절하다.

어휘 author 작가

정답� (c)

20 그�사람은�내가�가장�보고�싶지�않은�사람이다.

해설� �문맥상�‘가장�보고�싶지�않은�사람’이므로�빈칸은�the�
person을�꾸며주는�형태가�되어야�한다.�보기에�주어�I
와�동사�want가�있으므로�the�person을�선행사로�

두는�목적격�관계대명사절이�알맞다.�목적격�관계대명사

는�생략될�수�있고,�least는�동사�want를�수식하는�부
사로�쓰였으므로�(a)가�적절하다.

어휘 least 가장 적은, 최소로

정답� (a)

Mini Test 5  정답�및�해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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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본책 p174

  1 (c)   2 (d)   3 (c)   4 (b)   5 (c) 

  6 (d)   7 (c)   8 (b)   9 (d) 10 (b)

Part II
11 (a) 12 (d) 13 (a) 14 (c) 15 (b)

16 (a) 17 (c) 18 (a) 19 (d) 20 (a) 

21 (d) 22 (c) 23 (b) 24 (b) 25 (c)

Part III
26 (c) 27 (c) 28 (b) 29 (d) 30 (b)

AcTuAl TesT 1

1  A 내�노트북�컴퓨터가�또�고장�났어.

B 또?�항상�고장�나는�것�같아.

해설	 	빈도부사�always를�일반동사�앞�be동사�뒤에�놓아야�
하므로�정답은�(c)이다.�always가�진행형과�함께�쓰이
는�경우�불평이나�짜증을�나타낸다.

어휘	 break 고장 나다   Not again! 또야!

정답	 (c)

2  A 당신�학생들이�결코�해내지�못할�줄�알았어요.

B 예상보다�하루�일찍�끝내도록�재촉했지요.

해설	 	‘A로�하여금�~하게�재촉하다’는�뜻은�<urge�+�A�+�to 
�+�동사원형>을�쓰며,�‘끝마치다’는�뜻은�be�done을�쓸�
수�있으므로�정답은�(d)이다.

어휘	 make it 제대로 수행하다, 성공하다   urge 재촉하다

정답	 (d)

3  A 에바는�벌써�마흔이�넘었어.

B 남편을�찾아�자리를�잡아야�할�때야.

해설	 	It’s�time�다음에는�should나�동사의�과거시제�와야�
하므로��(c)가�정답이다.

어휘	 	on the wrong side of 몇 살을 넘은   high time 벌

써 ~할 때   settle down 정착하다

정답	 (c)

4  A 그가�그�자리로�승진한�거�어떻게�생각해요?

B 그럴�만한�자격이�있다고�생각해요.

해설	 	내용상�동명사�being�promoted의�대상은�you가�
아니라�he고,�전치사�다음에�나오는�동명사의�의미상의�
주어는�소유격�또는�목적격을�쓰므로�(b)가�정답이다.

어휘	 deserve ~할 만하다   promote 승진시키다

정답	 (b)

5  A 그것을�살�만큼�돈이�충분하지�않은�것�같아.

B 잠깐만.�남아�있는�돈이�얼마인지�확인해�볼게.

해설	 	뒤에�있는�명사를�수식하는�관계사에는�which와�what
이�있는데�이�문장의�경우�빈칸�앞에�선행사가�없기�때문

에�선행사를�포함하는�what이�적절하다.�따라서�정답은�
(c)이다.

어휘	 pay 지불하다   leave 남기다

정답	 (c)

6  A 늦을�거면�전화를�했어야지.

B 정말�미안해.�핸드폰�배터리를�충전하는�것을�잊었어.

해설	 	내용상� ‘충전하는�것을�잊어버렸다’가�되어야�하므

로�<forgot �+�to부정사>�형태인� (d )가�정답이다.�

<forgot�+�동명사>는�‘~했던�것을�잊어버리다’는�뜻이

므로�내용에�맞지�않다.�참고로�<regret�+�to부정사>는��
‘~해서�유감이다’는�뜻이며,�<regret�+�동명사>는�‘~한�

일에�대해�후회하다’는�뜻이다.

어휘	 terribly 몹시   recharge 재충전하다

정답	 (d)

7  A  아무도�그�일을�도와주지�않을�거야.�가장�친한�친구

라도�말이지.

B 나는�그렇게�생각하지�않는데.

해설	 	강조어�even은�my�best�friend�앞에�두고,�not은�
even�앞에서�뒤의�내용�모두를�부정하는�것이�자연스
러우므로�(c)가�정답이다.�even if와 even though는�
절을�이끄는�접속사이므로�옳지�않다.�

어휘	 even ~조차도

정답	 (c)

8  A 컴퓨터를�작동시킬�수가�없어.

B 그러면�기술자한테�가져가�보는�게�어때?

해설	 	get은�목적어로�사람이�오는�경우�목적격보어로�동사원
형을,�사물이�오는�경우�과거분사를�쓰는�것이�보통이다.�

하지만�이�문장에서�work는�‘작동하다’는�의미의�자동
사이므로�수동태로�쓸�수�없고�컴퓨터는�작동하는�주체

이므로�to부정사를�사용한다.�따라서�정답은�(b)이다.

어휘	 work (기계·장치 등이) 작동되다

정답	 (b)

9  A 어젯밤�무슨�일이�있었나요?

B  집에�돌아왔을�때�문이�열려�있고�귀중품을�도둑맞은�

것을�알았어요.

해설	 	목적어�valuable things는 도둑을�맞은�것이므로�수
동의�과거분사를�쓴다.�따라서�(d)가�정답이다.

어휘	 valuable 귀중한, 값비싼

정답	 (d)

10  A 드레스�스타일이�어때요?

B 훌륭해요.�신발과�잘�어울릴�거예요.



Actual Test 1  정답�및�해설  13

해설	 	‘~와�어울리다’의�의미는�go�with를�사용하고�동사�go
를�수식하기�위해서는�부사�nicely가�필요하다.�따라서�
정답은�(b)이다.

어휘	 go with ~와 어울리다

정답	 (b)

11  내가�회의에�늦게�도착했을�때�프로젝트에�대한�계획이�

참석자들에게�소개되고�있었다.

해설	 	과거로�시제�일치를�시키고,�the�plans가 주어이므

로�동사�present는�수동태가�되어야�하며,�‘~했을�때,��
…하고�있었다’라는�의미상�진행형이�되어야�하므로,�과

거진행형�수동태인�(a)가�정답이다.

어휘	 present 소개하다   attendee 참석자

정답	 (a)

12  나중에�그녀는�베티가�고급�백화점에서�많은�돈을�잃어버

렸다는�것을�알았다.

해설	 	베티가�돈을�잃어버린�것은�그녀가�안�것보다�먼저�일어

난�일이므로,�주절보다�한�시제�앞선�과거완료를�써야�한

다.�따라서�정답은�(d)이다.

어휘	 fancy 고급의

정답	 (d)

13  존슨은�훌륭한�작곡가가�되었고,�전�세계�사람들이�그의�

음악을�들으러�왔다.

해설	 	so는�<so�+�형용사�+�(a/an)�+�명사>의�어순으로,�such
는�<such�+�(a/an)�+�형용사�+�명사>의�어순으로�써야�하
므로�(a)가�정답이다.�composer는�일반명사이므로�

(b)가�정답이�되려면�such a great이�되어야�한다.

어휘	 composer 작곡가   all over the world 세계 도처에

정답	 (a)

14  그�연구는�믿을�만한�기관에서�행해졌기�때문에�당신의�

논문에�쓸�수�있습니다.

해설	 	Since�it�was�conducted에서�주어와�be�동사가�
생략되고�접속사와�과거분사만�남은�분사구문�형태인�

(c)가�정답이다.�구조적으로�주어와�동사가�올�수�있지만�
conduct는�타동사이므로�(d)는�맞지�않다.

어휘	 	reliable 믿을 만한   institute 기관, 연구소   thesis 
학위 논문   conduct (특정한 활동을) 하다

정답	 (c)

15  브라운�씨가�퇴직을�하면,�브라운�씨�가족은�새집으로�이

사�갈�것이다.

해설	 	주절의�동사는�미래이지만�시간의�부사절�when은�현재
시제로�미래를�나타낸다.�따라서�3인칭�단수�주어에�맞춘�

(b)가�정답이다.

어휘	 retire 은퇴하다

정답	 (b)

16  다행히도�재정�위기를�극복한�뒤에�우리�회사는�전보다�

수입이�많아졌다.

해설	 	과거의�습관적인�동작이나�상태를�나타낼�경우에�used�
to를�사용할�수�있다.�이때�to는�대부정사로�뒤의�일반
동사를�모두�생략할�수�있으므로�(a)가�정답이다.

어휘	 	recover 회복하다   financial 재정적인   revenue 수입

정답	 (a)

17  사무실을�마지막으로�떠나는�사람은�보안�시스템�설정에�

책임이�있다.

해설	 	동사�leaves의�주어가�되면서�선행사가�필요�없는�형태�
중�사람을�나타내는�복합관계대명사�whoever가�적합
하다.�복합관계대명사는�항상�단수로�취급하므로�정답은�

(c)이다.

정답	 (c)

18  7월이�다가옴에�따라�올해�여름휴가�계획을�세워야�합니다.

해설	 	분사구문을�만드는�형식으로�전치사�with를�써서�

<with�+�목적어�+�분사>를�사용할�수�있다.�‘어떤�시간이�

다가온다’라는�능동의�의미는�현재분사를�사용하므로�(a)
가�적절하다.

어휘	 approach 다가오다   set up 세우다

정답	 (a)

19  그들은�일을�마쳤을�때에만�몇�주의�휴가를�얻을�수�있다.

해설	 	부정적인�의미를�내포하고�있는�Only가�문두에�있으

므로�주절의�주어와�조동사가�도치되어야�한다.�따라서��

<조동사�+�주어�+�본동사>의�어순인�(d)가�정답이다.

어휘	 assignment 임무   holiday 휴가

정답	 (d)

20  딸들을�무용�강습에�보내느라�많은�돈을�쓴다.

해설	 	‘~가�…하는�데�돈[시간]이�든다’는�<It�costs�+�사
람�+�금액[시간]�+�to부정사>를�쓰므로�(a)가�적절하다.�

cost는�일반적으로�진행형으로�쓰지�않는다.�

어휘	 cost a fortune 많은 돈이 들다

정답	 (a)

21  21세기에�한�가정에서의�남성의�역할을�정의하는�것은�

여성의�역할을�정의하는�것보다�훨씬�더�복잡하다.

해설	 	반복되는�명사는�단수인�role이므로�이것을�반복할�경우
에�that�of…�형식을�사용한다.�또한�비교급�more에�
맞추어�than을�쓰므로�(d)가�정답이다.

어휘	 define 정의하다   complicated 복잡한

정답	 (d)

22  제니가�여러�면에서�완벽하지�않다고�생각하지만�나는�사

실�그녀를�좋아한다.

해설	 	접속사와�전치사를�구별하는�문제로�despite은�전치

사라�절을�이끌�수�없으므로�‘~인�반면에’라는�뜻을�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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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사�while을�써야�한다.�따라서�(c)가�정답이다.

어휘	 respect 측면(way)

정답	 (c)

23  지난�10년�동안�우리�사회에�너무�많은�변화가�있어서�무

엇이�무엇을�야기하는지�알기�힘들다.

해설	 	가주어�it에�대한�진주어는�to부정사가�적당하며�know�

뒤에는�목적어�역할을�하는�절이�와야�하므로�(b)가�정답
이다.�which와�that은�앞에�선행사가�있다면�가능하다.�

어휘	 cause 야기하다

정답	 (b)

24  통계�자료에�따르면�아프리카나�중앙아메리카와�같은�지역

에서�3천만�명�이상이�말라리아로�고생하고�있다고�한다.

해설	 	statistics는�‘통계학’의�뜻이면�단수로,�‘통계�자료[수

치]’의�의미로�쓰이면�복수�취급한다.�여기에서는�‘자료’의�

의미로�쓰였으므로�복수로�취급한�(b)가�적절하다.

어휘	 statistic 통계 자료   suffer from ~으로 고통 받다

정답	 (b)

25  승객과�관련�있는�자동차�사고�사망자�수가�2016년�이래�
꾸준히�감소하고�있다.

해설	 	‘과거부터�지금까지’의�의미인�since가�있으므로�현재완
료시제가�자연스럽고,�주어는�단수인�The�number이므
로�동사도�단수형이�되어야�한다.�따라서�(c)가�정답이다.

어휘	 fatality 사망자(수)   steadily 꾸준히

정답	 (c)

26  (a)�A 이�숲에서�조깅하는�것은�정말�좋아.�그렇지?

(b)�B 규칙적으로�할�수는�없을�것�같아.

(c)�A  하지만�매일의�일상에서�벗어나니�정말�기분이��

상쾌하잖아.

(d)�B 아,�더�이상�못�따라가겠어.�곧�쓰러질�것�같아.

해설	 	(c)의�it은�가주어로�to slip away가�진주어이다.�벗어
나는�행위가�상쾌함을�주므로�refreshed는�‘상쾌하게�
하는’이라는�뜻의�refreshing으로�쓰는�것이�적절하다.

어휘	 	suppose 생각하다    refreshing 상쾌한   slip 

away 벗어나다   keep up with ~를 따라가다

정답	 (c) refreshed�→�refreshing

27  (a)�A  안녕하세요.�제시�윌슨이라는�분이�여기서�일하시

나요?�그분�앞으로�상자가�두�개�있어요.

(b)�B  방금�나가셨어요.�회의에�참석하러�가셨는데,�1시간�

정도�걸릴�거예요.

(c)�A  배달�확인�서명을�해�주실�수�있나요?�안�해주시면�

2시간�후에�다시�오겠습니다.

(d)�B�서명해도�될�것�같아요.�펜을�가져올게요.

해설	 	(c)의�첫�문장은�가주어-진주어�구문으로�that이�아닌�
to�sign에�대한�가주어�it이�들어가야�한다.�따라서�정답
은�(c)이다.

어휘	 miss 놓치다   attend 참석하다   delivery 배달

정답	 (c) that�→�it

28  (a)�인류는�파괴적�목적으로�기술을�오용하는�걱정스러운�

능력을�보여�왔다.�(b)�인류는�이미�거의�하루아침에�모든�

문명을�파괴하기에�충분한�전쟁�무기를�소유하고�있다.��

(c)�우리는�단순히�최첨단�전쟁�무기�사용을�금지하는�것

만으로�이런�위협에서�스스로를�구할�수�없다.�(d)�우리에
게�있는�하나의�희망은�자멸에�대한�공포가�항상�우리가�

군수�무기를�처참한�방법으로�사용하는�것을�막기에�충분

하다는�것이다.

해설	 �(b)의�Mankinds는�‘인류’라는�의미로�불가산명사에�해
당한다.�따라서�복수가�될�수�없으며,�3인칭�단수�주어에�

맞추어�동사�possess는�possesses가�되어야�한다.�
따라서�정답은�(b)이다.

어휘	 	humanity 인류   worrisome 꺼림칙한   misuse 오

용하다   destructive 파괴적인   sufficient 충분한   

civilization 문명   ban 금지하다   annihilation 전멸

정답	 (b)  Mankinds already possess�→�Mankind 

already possesses

29  (a)�컴퓨터�기술은�우리에게�엄청난�이득을�가져왔지만,�

이런�이득은�새로운�위협을�함께�가지고�왔다.�(b)�소프트

웨어�보안은�쟁점이며,�컴퓨터�바이러스는�회사와�학교,�

가정의�컴퓨터와�네트워크를�공격하고�손상시킨다.�(c)�바
이러스�프로그램은�들키지�않고�인터넷을�통해�침투하거

나�홈페이지나�이메일에�숨어�있을�수도�있다.�(d)�바이러
스는�컴퓨터의�정상적으로�작동하는�소프트웨어를�무시

하고,�파일을�삭제하거나�변경할�수�있다.

해설	 	바이러스가�프로그램을�삭제하는�것이므로�능동태로�바

꾸어야�한다.�따라서�정답은�(d)이다.

어휘	 	gains 이익, 이득   compromise 손상하다   viral 바

이러스의   sneak 몰래 숨어들다   undetected 들키

지 않고   bypass 무시하다   alter 변경하다

정답	 (d) be deleted�→�delete

30   (a)�수질�열�공해는�발전소와�공장에서�작업에�물을�사

용하고�자연으로�다시�배출한�결과이다.�(b)�물에�열을�

가하는�것은�산소�함유량을�줄임으로써�물의�고유�성질

을�변화시킨다.�(c)�그�심각성은�거의�연구되지�않았지만,�

그�부작용은�모든�수생�생물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d)�사람들은�대개�업계의�중요성이�가열된�열로�발생하

는�손해보다�더�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다.

해설	 	전치사�다음에는�동명사형이�와야�하므로�(b)의�by 뒤�동사�
reduce는�reducing이�되어야�한다.�따라서�(b)가�정답
이다.

어휘	 	thermal pollution 열 공해   property 고유의 성질 

content 함유량   side effect 부작용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은   assume 사실이라고 보다[생각

하다]   outweigh ~보다 중요하다

정답	 (b) reduce�→�redu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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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esT 2

1  A 그녀가�내년에�졸업하면�무엇을�할�거라고�생각하니?

B 아마�첫�소설을�쓰기�시작할�거야.

해설	 	think,�suppose,�guess,�say와�같은�동사를�사용
하는�문장에�들어간�간접의문문의�의문사는�문장의�앞

에�써야�한다.��따라서�what이�앞에�오고�의미가�통하는�
(b)가�정답이다.

어휘	 graduate 졸업하다   novel 소설   suppose 추측하다

정답	 (b)

2  A 도난당하는�경우를�대비해서�차를�보험에�들어야�해.

B 그렇게�할게.�충고�고마워.

해설	 	‘만일�~을�대비해서’의�표현은�in�case�(that)으로�쓰
고,�조건의�부사절에서는�미래시제�대신에�현재시제를�쓴

다.�또한�도난을�당하는�것은�수동태로�나타내므로�정답

은�(b)이다.

어휘	 	insure 보험에 들다   in case 경우에 대비해서   

unless 만약 ~하지 않는다면

정답	 (b)

3  A 벤,�주말�어땠어?

B  여자�친구랑�클럽에�가고�싶었는데,�여자�친구가�너무�

피곤해서�갈�수�없었어.

해설	 	‘너무�~해서�…할�수�없다’는�too … to�또는�so … 
that�cannot을�쓸�수�있으므로�(d)가�정답이다.

어휘	 hit (장소에) 도착하다   tired 피곤한

정답	 (d)

4  A 아이들을�돌보는�것은�항상�끝없는�과정인�것�같아요.

B 그러게요.

해설	 	빈도부사�always는�일반동사�앞에�위치하고,�동명사�

주어�Taking은�단수�취급하므로�(c)가�정답이다.

어휘	 	take care of ~을 돌보다   You can say that 

again 정말 그렇다   never-ending 끝이 없는

정답	 (c)

5  A 가장�가까운�은행이�어디�있는지�아세요?

B 어디�보자.�제가�지도에서�찾아�드릴게요.

해설	 	간접의문문은�<의문사�+�주어�+�동사>�순이며,�일반적으로�

최상급�뒤에는�단수명사가�오므로�(c)가�정답이다.

어휘	 location 위치   direction 방향

정답	 (c)

6  A  제�방에서�보이는�경치가�좋지�않네요.�다른�방으로�바

꿀�수�있나요?

B 물론이죠.�바다�전경이�잘�보이는�방이�있습니다.

해설	 	room을�수식하며�‘~을�바라보는’이라는�의미를�쓰려면��

현재분사가�적절하므로�(d)가�정답이다.

어휘	 	view 경치   ocean 바다   command (경치를) 내다

보다

정답	 (d)

7  A 지금�뉴욕에�있어야�하는�것�아냐?

B 회사가�여행�경비�변상을�반대해서�못�갔어.

해설	 	‘~에�반대하다’의�의미의�object는�전치사�to와�함께�
쓰며�뒤에는�동명사가�와야�하므로�(a)가�정답이다.

어휘	 	be supposed to	~하기로 되어 있다			object 반대

하다   expense 경비   reimburse 변상하다

정답	 (a)

8  A 얼마나�오래�여기서�일하셨나요?

B 겨우�한�주밖에�되지�않았어요.

해설	 	과거부터�지금까지�기간을�묻고�있으므로�현재완료시제

를�써야�하며,�work는�자동사로�수동태가�불가능하므로��
(a)가�가장�적절하다.

어휘	 How long 얼마나 오래

정답	 (a)

9  A 오늘�저녁에�바빠요?

B  아니요,�제가�해야�할�일은�보고서를�제출하는�것뿐입

니다.

해설	 	all이나�what이�이끄는�절이�주어일�때�be동사의�보어
로�to부정사가�올�때�to를�생략한�원형부정사가�올�수�
있으므로�is�(to)�turn�in이�적합하다.�따라서�(d)가�정
답이다.

어휘	 turn in 제출하다

정답	 (d)

10  A 오늘�밤에�영화�보러�가자.

B 나�완전히�빈털터리야.�요즘�겨우�살아가기도�어려워.

해설	 	‘~하는�데�어려움을�겪다’는�<have�difficulty[trouble]�
+�(in)�+�-ing>�형식으로�쓴다.�따라서�(b)가�정답이다.

어휘	 flat broke 무일푼의

정답	 (b)

Actual Test 2  정답�및�해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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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늘�하루�쉬면서�하다못해�몇�시간만이라도�쇼핑할�수�

있으면�좋겠다.

해설	 	현재�사실과�반대로�가정을�하므로�가정법�과거를�적용

하여�조동사의�과거형을�쓴�(c)가�정답이다.

어휘	 take a day off 일을 하루 쉬다

정답	 (c)

12  설령�있다고�해도�해리슨�포드만큼�영화를�잘�이해할�수�

있었던�배우는�없었다.

해설	 	내용상�‘비록�있다고�해도’의�의미는�if�any로�표현할�수�
있으므로�(c)가�가장�적절하다.

어휘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	 (c)

13  C&G사는�모든�신입�해외�근무�사원들이�영어�능력�평가

를�받도록�요구한다.

해설	 	require는�목적격�보어로�to부정사를�쓰며,�사역동사�

have의�목적어�their�English는�평가를�받는�것이므
로�수동의�의미인�과거분사를�사용한다.�따라서�정답은�

(c)이다.

어휘	 	require 요구하다   international employee 국제 

기업의 해외 근무 사원   evaluate 평가하다

정답	 (c)

14  이�시험은�한국어가�모국어가�아닌�사람들을�주로�대상으

로�한다.

해설	 	선행사� those�다음에는�주로�who가�오지만�뒤에�

first�language가�있으므로�의미상�관계대명사의�소

유격�whose를 써야�한다.�따라서�정답은�(a)이다.

어휘	 target 대상으로 삼다   primarily 주로

정답	 (a)

15  짐이�고급�주택을�구입했기�때문에�값비싼�가구도�많이�

구입할�것이다.

해설	 	furniture는�불가산명사이고�much,�little,�some,��
a�lot�of로�양을�표시할�수�있다.�따라서�(b)가�정답이다.

어휘	 quite a few 상당수

정답	 (b)

16  새로운�이사는�각�부서�직원의�수가�두�배가�되어야�한다

고�제안했다.

해설	 	propose가�‘제안하다’의�의미를�가질�때�접속사�that
이�이끄는�종속절에는�should가�쓰이며�종종�생략된다.�
따라서�정답은�(c)이다.

어휘	 department 부서   double 두 배로 만들다

정답	 (c)

17  새로운�질병들은�청정�지역이라고�여겨지는�곳에서도�발

견될�수�있다.

해설	 	site를�수식하는�내용은�(which�are)�considered�
(to�be)�pristine으로�볼�수�있으므로�(b)가�정답이다.

어휘	 disease 병   pristine 오염되지 않은

정답	 (b)

18  나는�큰�나무가�쓰러지는�방향을�제어할�수�없어서�나무

의�몸통이�쓰러지기�시작했을�때�근처의�물속으로�뛰어들

었다.

해설	 	전치사�into�다음에�명사(구)가�와야�하며�부사�nearly는�
명사를�수식하지�않는다.�따라서�(d)가�정답이다.�참고로�
nearby 앞에�which is가�생략된�것으로�볼�수�있다.�

어휘	 trunk 나무의 몸통   dive 뛰어들다

정답	 (d)

19  예상치�못한�사고에�놀라서�낸시는�무엇을�해야�할지��

모른�채�아무�말도�하지�않았다.

해설	 	분사구문에서�낸시가�사고에�놀라는�것은�수동의�의미이

므로�과거분사를�쓸�수�있다.�따라서�정답은�(b)이다.

어휘	 	unexpected 예기치 않은   stun 아연하게 하다

정답	 (b)

20  주식�시장에�투자한�돈을�모두�잃지만�않았어도�지금��

부자가�되어�있을�것이다.

해설	 	과거와�현재사실을�함께�가정하는�혼합�가정법이다.�If�I�
had�not�lost�all�the�money now에서�If가�생략되
어�도치하면�had�I�not�lost가�되므로�(a)가�정답이다.

어휘	 invest 투자하다   stock market 주식 시장

정답	 (a)

21  소기업�직원들은�노동조합에�소속되어�있지�않기�때문에�

언제라도�해고될�수�있다.

해설	 	앞�문장이�원인이�되어�일어날�수�있는�가능한�일에�대해�

서술하는�내용이므로�문맥상�가능성을�나타내는�(d)가�
적합하다.

어휘	 union 노동조합   fire 해고하다

정답	 (d)

22   보통�1기가바이트�이하인�이�제품들의�메모리는�훨씬�더�

작지만�소형�크기와�수많은�디자인으로�단점을�보완하고�

있다.

해설	  but으로�이어지며�앞에는�단점이�나오므로�의미상�뒤에
는�이를�보완한다는�관용�표현�make up for가�적당하
다.�it은�these가�갖고�있는�단점을�받는�대명사로�정답
은�(b)이다.�

어휘	 	compact 소형의   versatile 다용도의   in terms of  

~면에서   make up for ~을 보상하다

정답	 (b)



23 패스트푸드의�영양학적�질이�지난�30년간�개선되었다.

해설	 	‘과거부터�지금까지’의�의미는�현재완료시제가�기간을�나

타내는�over와�함께�쓰인�(a)가�가장�적절하다.

어휘	 	nutritional 영양상의   decade 10년간   improve 개

선하다

정답	 (a)

24  소방관들은�가까운�건물로�불이�퍼지는�것을�막기�위해�

경보에�재빨리�반응했다.

해설	 	<keep�+�A�+�from�+�-ing>는�‘A가�~을�못하게�막다’의�
의미이므로�(c)가�정답이다.

어휘	 react 반응하다   attempt 시도   spread 퍼지다

정답	 (c)

25  축구는�1960년대에�널리�인기를�끌었고�사람들이�너무나�

즐겨서�대중적인�게임으로�알려졌다.

해설	 	‘~로서�알려지다’는�의미는�be�known�as이므로�(a)
가�정답이다.� � � �

	be known for�‘∼로�알려지다’�(알려진�이유)��
	be known by�‘~로�알�수�있다’�(판단의�기준)�
	be known to�‘~에게�알려지다’��

어휘	 	unusually 유별나게   enjoyable 즐거운   public 공

공의

정답	 (a)

26  (a)�A 세미나에�가장�적합한�연사가�누구라고�생각하니?

(b)�B 난관을�극복한�마이클�코즈돈�씨를�선택할래.

(c)�A  글쎄,�제이슨은�어때?�우리�회사�분위기를�잘�알잖아.

(d)�B  나는�그래도�마이클을�선택해야�한다고�생각해.��

게다가�유명한�작가이기도�하고.

해설	 	(b)의�Overcoming difficulties는�분사구문으로�주
절의�I와�주어가�같아야�한다.�내용상�난관을�극복한�것
은�마이클�코즈돈이므로�주어가�일치하지�않는다.�따라서�

(b)의�choose를�수동형으로�변형하여�주어를�동일하
게�해야�한다.

어휘	 	overcome 극복하다   atmosphere 분위기   go for  

~을 지지하다   well-known 유명한 

정답	 (b)  I�choose�Michael�Kozdon��

�→�Michael�Kozdon�should�be�chosen

27 (a)�A 안녕하세요.�무엇을�도와드릴까요,�손님?

(b)�B 호수가�보이는�1인실�하나�있나요?

(c)�A 네.�하룻밤에�100달러입니다.�얼마나�계실�건가요?

(d)�B  오늘�밤만�있을�겁니다.�내일�아침�6시�반에�모닝콜
해�주실�수�있나요?

해설	 	(d)의�call은�전화�한�통을�가리키는�셀�수�있는�명사이
므로�앞에�부정관사가�필요하다.

어휘	 available 이용 가능한

정답	 (d)�wake-up call →�a wake-up call

28  (a)�농산물로서�원두는�전�세계�열두�국가에서�최고의�수

출품이다.�(b)�그럼에도�불구하고,�이�농작물의�경작과�토

지에�끼치는�손해를�둘러�싼�논란이�있다.�(c)�게다가�연구

는�커피�과다�음용과�관련된�건강상�위험을�경고한다.�(d)�
커피�재배와�거래,�음용의�전체�경제�순환이�정말�가치가�

있는지�없는지�간에,�이는�여러�집단에서�계속되는�논쟁�

거리이다.

해설	 	(b)의�it’s는�it is(was)의�축약형이며,�의미상�‘그것의,’�
즉�커피의�영향을�나타내야�하므로�소유격으로�바꾸어야�

한다.

어휘	  agricultural 농업의   commodity (농업의) 1차 상

품, 미가공품   controversy 논란   cultivation 재배   

consumption 소비   debate 논쟁   circle 집단, 계

정답	 (b) it’s�→�its

29  (a)�록�음악이�오늘날의�사회에서�인기�있고�널리�사랑�받

는�것은�분명하다.�(b)�그러나�몇몇�사람들은�한�발자국�

물러서�록�음악이�사람들에게�미치는�전반적인�영향에�대

해�이의를�제기할지도�모른다.�(c)�소위�록�음악의�부정적

인�영향이�청취자들에게�해를�끼치는�데�책임이�있다고�

말하는�것은�증명하기�어렵다.�(d)�그러나�일부�록�뮤지션

들이�자신의�인기만�고려할�뿐�다른�것은�전혀�고려하지�

않는다고�말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해설	 	‘관심이�있다’는�의미는�be concerned with가�쓰여
야�하므로�(d)의�concern은�are concerned로�바
꾼다.�

어휘	 	question 이의를 제기하다, 문제 삼다   impact 영향   

influence 영향   prove 증명하다   popularity 인기

정답	 (d) concern�→�are concerned

30  (a)�콜로라도�대학교의�한�연구는�남성과�여성이�하는�거

짓말에�있어서�근본적인�차이점의�증거를�보여�준다.�(b)�
여성은�다른�사람들의�기분을�더�좋게�만들어�주기�위해

서�더�많은�거짓말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c)�예를�들

어,�여성은�식사가�실제로는�맛이�없더라도�맛있다고�말

할지도�모른다.�(d)�이와�대조적으로�남성은�자신을�높이

거나�다른�사람들로부터�특정�사실을�숨기기�위해�거짓말

을�하는�경향이�있다.

해설	 	문맥상�남성들�‘자신’인�재귀대명사�themselves를��
사용해야�하므로�정답은�(d)이다.

어휘	 	evidence 증거   fundamental 근본적인   build up 

(재물·명성·인격 등을) 쌓아 올리다, 확립하다

정답	 (d) them�→�themselves

Actual Test 2  정답�및�해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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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본책 p186

  1 (c)   2 (b)   3 (d)   4 (c)   5 (a) 

  6 (b)   7 (c)   8 (c)   9 (b) 10 (a)

Part II
11 (d) 12 (b) 13 (b) 14 (b) 15 (a)

16 (c) 17 (c) 18 (a) 19 (b) 20 (d) 

21 (c) 22 (a) 23 (d) 24 (a) 25 (d)

Part III
26 (d) 27 (d) 28 (a) 29 (b) 30 (d)

AcTuAl TesT 3

1  A  그는�그�작가한테�책에�사인을�받기�위해�아직도�줄을�

서�있어.

B 지금쯤�틀림없이�다�끝났을�거라고�생각했는데.

해설	 	사역의�의미를�가진�get의�목적어로�사인을�받는�대상이�
오므로�목적격보어�자리에�과거분사를�써야�한다.�밑줄�

뒤의�by the writer를�통해�정답�(c)를�쉽게�고를�수�
있다.

어휘	 in line 줄을 서서 <기다리다>   autograph 사인하다

정답	 (c)

2  A 저렇게�멋진�경치는�처음�봐.

B 나도�그래.�정말�놀랍다!

해설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 할 � 경우에�

<neither[nor]�+�동사�+�주어>�형식을�쓸�수�있다.�이때�

동사는�일반적으로�be동사나�조동사인데�A의�have를�
그대로�사용한다.�따라서�정답은�(b)이다.

어휘	 scenery 경치   amazing 놀라운

정답	 (b)

3  A 남자�친구가�어떻게�생겼어요?

B 키가�꽤�크고�머리는�짧고�진한�갈색이에요.

해설	 	여러�형용사를�나열할�때는�<성질�+�대소�+�모양�+�신

구�+�색�+�기원�+�재료>�순으로�나온다.�with는�신체�특

징이나�의복을�설명할�때�쓰이는�전치사이고,�in은�입

고�있는�의상의�색을�이용해�대상을�설명할�때�쓰는�전

치사이다.�이어지는�명사가�hair이므로�with가�맞고,��

<대소�+�색>의�순서인�(d)가�정답이다.

어휘	 look like ~인 것 같다

정답	 (d)

4  A  북한에서는�두�쌍�중�한�쌍이�결혼�중매인을�통해서�

결혼을�한대.

B 그건�좀�이상한데.

해설	 	‘~마다’를�뜻하는�관용�표현으로�<every�+�기수�+�복

수명사>와�<every�+�서수�+�단수명사>를�쓸�수�있다.�

couple이�단수로�쓰였으므로�앞에는�서수�second를�
쓴다.�따라서�정답은�(c)이다.

어휘	 matchmaker 결혼 중매인

정답	 (c)

5 A  내�발표에서�중요한�페이지를�빠뜨렸어.�미리�확인했

으면�좋았을�텐데.

B 괜찮아.�너는�최선을�다했어.

해설	 	문맥상‘(과거에)�~했더라면�좋았을�텐데’라는�의미이므로��

가정법�과거�완료인�<I wish�+�주어�+�had p.p.>를�쓴�
(a)가�정답이다.

어휘	 leave out 빼다   in advance 미리

정답	 (a)

6  A 네가�중국어를�할�수�있는지�몰랐어.

B 사실�중국에서�10년�살았어.

해설	 	‘의사소통하다’는�뜻으로�make�oneself�understood
를�사용하므로�정답은�(b)이다.

어휘	 	make oneself understood 자기 말을 남에게 이해

시키다

정답	 (b)

7  A 관중이�내�공연을�좋아했니?

B 응,�재미있다고�말하는�것을�들었어.

해설	 	it은�공연을�가리키며�공연이�흥미를�유발하는�것이므로�
현재분사형인 (c)가�정답이다.

어휘	 audience 청중

정답	 (c)

8  A 이�복사기�사용법�좀�알려주실래요?

B 네.�곧�도와�드릴게요.

해설	 	전치사�with를�써서�‘상대에게�가서�문제를�해결해�주다’
는�의미를�전달할�수�있다.

어휘	 copy machine 복사기

정답	 (c)

9  A 네�발표�장비는�네가�준비해야�한다고�하네.

B 이런.�거기에�많은�돈을�쓰고�싶지�않은데.

해설	 	would�rather�다음에�동사를�바로�쓸�경우�동사원형
이�오며�부정의�의미에서는�동사원형�앞에�not을�쓴다.�
따라서�(b)가�적절하다.

어휘	 	prepare 준비하다   presentation 발표   equipment 

장비

정답	 (b)

10  A 702�항공편에�빈자리가�있는지�알아봐�주실래요?

B 물론이죠.�잠깐만요.



해설	 	room은�‘방’의�뜻일�때는�셀�수�있는�명사이지만�‘공간,�

자리,�여지’의�뜻일�때에는�셀�수�없는�명사이다.�따라서�

(a)가�정답이다.

어휘	 hold on 기다려���room 자리

정답	 (a)

11  아이가�컴퓨터를�너무�오래�사용하지�않도록�어떻게�하죠?

해설	 	사역의�의미로�<get�+�사람�+�to부정사>�구문을�이용하며�
to부정사를�부정할�때에는�to�바로�앞에�not을�놓는다.�
따라서�(d)가�적절하다.

어휘	 get ~하도록 만들다[설득하다]

정답	 (d)

12 진화론으로�인정받는�콜린스�박사가�연설을�했다.

해설	 	주어를�동격으로�수식하는�분사의�선택을�묻는�문제이다.�

acclaim은�타동사로�뒤에�목적어가�없고�다른�사람들

에�의해�칭송받는�것이므로�수동태가�와야�한다.

어휘	 theory of evolution 진화론   acclaim 칭송하다

정답	 (b)

13  누구든지�실종된�개를�보았을�가능성이�있는�사람은�경찰

에게�전화해�주세요.

해설	 	주어�Anyone은�단수이며,�‘~하도록�요청을�받다’는�

<be asked�+�to부정사>�수동태로�써야�하므로�(b)가�
정답이다.

어휘	 	missing 행방불명인

정답	 (b)

14  지미는�지하철을�놓친�게�틀림없다.�그렇지�않았다면�분명

히�지금쯤�여기에�도착했을�것이다.

해설	 	must�have�p.p.는�‘~였음에�틀림없다’의�단정적�추측
에�쓰이므로�(b)가�정답이다.

어휘	 miss 놓치다   surely 틀림없이 

정답	 (b)

15 위원회가�문제�해결을�끝낼�것이�권고된다.

해설	 	recommend는�추천,�제안,�주장의�동사에�해당하므로�
that절에는�당위성을�나타내는�should가�와야�한다.�

should는�종종�생략되므로�동사원형인�(a)가�정답이다.

어휘	 committee 위원회

정답	 (a)

16  아들의�성공에�대한�열망에�감명을�받아서�로널드는�그가�

사업�계획을�세우는�것을�도와주었다.

해설	 	Since�he�was� impressed�by�his�son’s�
desire�to�succeed에서�Since he was를�생략하
여�분사구문으로�만들�수�있으므로�(c)가�정답이다.

어휘	 	business plan 사업 계획   impress 감명을 주다

정답	 (c)

17 딸의�결혼을�위해�모아�둔�저축�예금을�인출했다.

해설	 	저축을�한�시제가�인출한�시제인�과거보다�더�이전이므

로�과거완료이며,�관계대명사�that이�목적격이므로�능동
태가�온다.�따라서�정답은�(c)이다.

어휘	 	withdraw 인출하다   savings account 저축 예금

정답	 (c)

18  피터슨�씨는�사무실을�막�떠나려던�찰나에�7시에�영업�회
의가�있다는�것을�기억했다.

해설	 	두�가지�일이�동시에�발생할�때�when을�쓰는�것이�적합
하다.�while은�동작이�진행되고�있는�경우에�사용하고,�
when은�한�번의�동작이�일시적으로�일어날�경우에�사
용한다.�during은�전치사이므로�뒤에�주어와�동사를�쓰
지�않는다.�따라서�(a)가�정답이다.

어휘	 be about to ~하려던 참이다

정답	 (a)

19  법정에서�패소한�그�남자는�음주운전을�한�혐의에�대해서�

무죄를�주장했다.

해설	  the man은�주절의�주어로�뒤에�동사가�필요하다.�‘무죄
를�주장하다’는�plead�not�guilty를�쓰고�‘유죄를�인정
하다’는�plead�guilty를�쓰므로 (b)가�정답이다.

어휘	 	charge 혐의   intoxicated 술에 취한   plead 주장

하다

정답	 (b)

20  태풍이�도시를�휩쓸고�지나갔지만�피해는�거의�없었다.

해설	 	damage는�‘피해,�손상’이라는�뜻의�추상명사로�셀�수�
없는�명사이고�little 또는�a little로�수식할�수�있다.�

Although의�의미로�보아�‘피해가�거의�없었다’는�내용
이�되어야�하므로�(d)가�정답이다.

어휘	 typhoon 태풍   sweep 휩쓸다

정답	 (d)

21  연구원들은�꽃가루가�암꽃과�접촉을�한�후�정핵을�형성한

다는�것을�발견했다.

해설	 	contacting의�주체는�의미상�pollen이므로�콤마�다
음�주절은�pollen이�주어로�시작해야�한다.�따라서�(c)
가�정답이다.

어휘	 pollen 꽃가루   sperm (꽃의) 정핵

정답	 (c)

22  관리자가�사무실에�도착할�때면�나는�이미�이야기의�개요

를�다�썼을�것이다.

해설	 	부사절에서는�미래시제�대신에�현재시제를�쓰며�3인칭�

단수�주어에�맞춘�(a)가�정답이다.

어휘	 by the time ~할 때까지에는

정답	 (a)

Actual Test 3  정답�및�해설  19



20 

23  관광객에게는�개방되어�있지�않아�사우디아라비아에�사

는�현지인만이�옛�제다의�성스러운�도시를�방문할�수�있

는데,�이�사실이�신비감을�더해�준다.

해설	 	앞�문장�전체를�받으면서�동사에�대한�주어�역할을�하는�

관계대명사�which가�알맞다.�따라서�(d)가�정답이다.

어휘	 	native 현지인   holy 성스러운   secrecy 비밀   add 

to ~에 더하다

정답	 (d)

24 이�요리법은�대대로�전해�내려오는�우리�집안의�비법이다.

해설	 	관계대명사절의�주어는�선행사�a family secret으로�
볼�수�있으므로�‘비밀이�전해�내려오다’는�의미로�수동태�

be passed down을�쓸�수�있다.�주절의�시제가�현재
이므로�보기�중�현재완료형인�(a)가�가장�자연스럽다.

어휘	 recipe 요리법   generation 세대

정답	 (a)

25  존은�필기시험에�떨어졌지만�아무�일도�없었던�것처럼��

행동했다.

해설	 	‘마치�~였던�것처럼’이라는�의미로�as�if�가정법을�쓸�수�
있다.�주절의�시제가�과거이므로�과거�사실에�대한�반대

를�뜻하는�과거완료를�쓰는�것이�자연스럽다.�따라서�정

답은�(d)이다.

어휘	 written test 필기시험

정답	 (d)

26 (a)� A 커피와�차�중에서�어떤�게�더�좋아?

(b)�B 어려운�질문이네.�하지만�난�커피가�더�좋아.

(c)�A 이유가�뭔데?

(d)�B 졸음을�줄여�주잖아.

해설	 	sleepiness는�셀�수�없는�명사로�앞에�관사를�쓰지�않
으므로�(d)의�the를�삭제해야�한다.

어휘	 tough 어려운   sleepiness 졸음

정답	 (d)�the sleepiness →�sleepiness

27  (a)�A  네�복사기는�아무�쓸모가�없어.�새�것을�사는�게��

어때?

(b)�B 글쎄,�그럴만한�여유가�없는데.

(c)�A 그렇게�가난하지�않잖아?

(d)�B  물론�그렇지�않지만�미래에�무슨�일이�생길지�아무

도�모르니까.

해설	 	자동사�happen은�수동태로�쓰지�않으므로�(d)가�정답
이다.

어휘	 good for nothing 쓸모없는   afford 여유가 되다

정답	 (d) be�happened�→�happen

28  (a)�미국인들은�대체로�친절하고�서로에게나�외부인들

에게�편견이�없다.�(b)�그들은�도움이�필요한�사람을�돕

는데�자신의�시간과�노력을�쏟는�데�관대하다.�(c)�다양

한�의견을�듣고�인정하는�민주적인�태도도�종종�보인다.��

(d)�부정적인�측면을�보면,�교제와�우정은�피상적일�수�있

고,�반대�의견에�대한�관용은�무척�관용적인�미국인에게서

도�한계를�찾을�수�있다.

해설	 	(a)에서�형용사�friendly를�수식하는�general은�부사
가�되어야�한다.

어휘	 	open-minded 편견 없는, 포용력이 있는   generous 

관대한   democratic 민주적인   attitude 태도   

acknowledge 인정하다   diverse 다양한   display  

나타내다   association 교제   shallow 얕은, 피상적

인   tolerance 관용   opposing 반대의   limit 한계 

정답	 (a) general�→�generally

29   (a)�광고자와�대중�매체는�종종�미의�이상형으로�호리호

리한�여성을�보여�준다.�(b)�맥주와�같은�고칼로리�제품�

광고에서조차�노출된�옷을�입은�마른�여성이�출연한다.��

(c)�겉보기에�지방이�조금밖에�없는데도�젊은�여성들

이�자신의�몸에�대해�불안해하는�것이�놀랍지�않은가?��

(d)�거식증과�폭식증�같은�섭식�장애는�여성들�사이에�사

회적인�문제인데,�대부분은�이런�대중�매체의�편견의�결과

이다.

해설	 	(b)에서�주어인�ads는�복수형이므로�동사�features도�
복수형이�되어야�한다.�

어휘	 	advertiser 광고자   ideal 이상이 되는 사람   feature 

주연하다   revealing 노출된   insecure 걱정스러운   

apparent 겉보기에 있는   eating disorder 섭식 장

애   anorexia 거식증   bulimia 폭식증   bias 편견

정답	 (b) features�→�feature

30  (a)�외국어를�능숙히�배우는�사람은�언어를�사용할�기회

를�수동적으로�기다리지�않는다.�(b)�그들은�적극적으로�

그�언어를�쓰는�사람을�찾아내고,�심지어�자신들의�실수

를�고쳐달라고�요청한다.�(c)�그들은�새로운�언어로�의사

소통을�연습하는�데�필요한�수단이라면�그�어떤�것이라도�

시도하는�것을�두려워하지�않는다.�(d)�그들은�절대로�들

은�것을�반복하는�것이나�배운�새로운�단어를�사용하는�

것이�실수를�한두�개�하는�것을�의미할지라도�두려워하지�

않는다.

해설	 	(d)에서�hear의�목적어에�해당하는�선행사가�없기�때문
에�that이�아닌�선행사가�포함된�관계대명사�what이�
필요하다.

어휘	 	passively 수동적으로   actively 적극적으로   seek 

out 찾아내다   request 요청하다   correction 수정, 

정정   means 수단

정답	 (d) that�→�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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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11 (a) 12 (a) 13 (b) 14 (d) 15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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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26 (d) 27 (a) 28 (c) 29 (b) 30 (b)

AcTuAl TesT 4

1  A 우리는�새�차를�사는�데�많은�돈을�쓸�여유가�없어.

B 하지만�그냥�놓치기에는�너무�좋은�기회야.

해설	 	too는�<too�+�형용사�+��a[an]�+�명사>의�어순으로�쓴다.�
따라서�(c)가�정답이다.

어휘	 afford ~할 여유가 있다   pass up (기회를) 놓치다

정답	 (c)

2  A 그�지원자�어땠어요?

B 자격이�너무�과분한�것�같았어요.

해설	 	‘~에�대해�과분한�자격을�갖추다’는�뜻은� b e 
overqualified� for를�쓴다.�seemed� (to�be)�
overqualified에서�to�be가�생략된�것으로�볼�수�있다.

어휘	 	applicant 지원자   overqualified 자격 과잉의

정답	 (a)

3  A 존이�이혼을�하게�되다니�안됐어.

B 뭐라고?�제니퍼와�결혼한�지�30년�이상�되었는데!

해설	 	전치사�to를�통해�타동사�marry가�수동태로�쓰였음을��
알�수�있다.�또한�30년�동안�결혼한�상태를�말하므로�행

위를�나타내는�get보다는�상태를�나타내는�be동사를�

쓴다.�따라서�(b)가�정답이다.

어휘	 divorce 이혼   marry 결혼하다

정답	 (b)

4  A 건물의�문제가�뭐라고�생각하니?

B 수리를�할�필요가�있어.

해설	 	need,�want 등은�수동의�의미를�나타낼�때�동명사를�
목적어로�취하거나�to부정사를�쓸�수�있는데�to부정사
의�경우�수동형을�쓴다.�따라서�(a)가�정답이다.

어휘	 renovate 개조하다

정답	 (a)

5  A 두�회사가�합병을�할�예정이래.

B  응.�그러면�합병으로�합쳐진�수익이�700억�달러에�달
하는�세계�최대�IT�회사가�탄생하게�되는�거야.

해설	 	전치사�with와�명사�revenues�사이에�형용사�역할을��
할�수�있는�분사가�필요하다.�의미상�‘합쳐진�수익’은�수

동의�의미이므로�과거분사로�나타낸�(b)가�적절하다.

어휘	 merge 합병하다   revenue 수익

정답	 (b)

6  A 여기�네�여권�있어.

B 고마워.�난�네가�가져오는�걸�잊은�줄�알았어.

해설	 	‘~할�것을�잊어버리다’는�<forget�+�to부정사>로�쓰며,�

주절보다�종속절의�내용이�먼저�발생했기에�과거완료시

제를�쓴다.�따라서�정답은�(d)이다.

어휘	 passport 여권

정답	 (d)

7  A 버스가�언제�떠날까요?

B 곧�떠날�거예요.

해설	 	leave와�같은�동사는�현재진행형으로�미래를�표시할�수�
있으므로�(c)가�적절하다.

어휘	 leave 떠나다

정답	 (c)

8  A 토니가�어디�출신인지�아세요?

B 억양으로�보아�서부�출신인�것�같아요.

해설	 	If�I�judge�from…에서�접속사와�주어를�생략하고�분

사구문을�만든�Judging인�(a)가�적절하다.�Judging 
from은�관용�표현으로�외워�둔다.

어휘	 accent 억양   judge 판단하다

정답	 (a)

9  A  그가�차를�도난당했는데,�더�심한�건,�차가�완전히�부

서진�것을�알았대.

B 정말?�끔찍하군.

해설	 	내용상�‘설상가상’의�뜻은�what�is�worse를�쓰며�부
사는�뒤에�두는�것이�자연스러우므로�(a)가�정답이다.�

어휘	 wrecked 망가진   what is worse 설상가상으로

정답	 (a)

10  A   그는�음주�운전하면�안�돼요.

B   네,�그래서�제가�대신�운전하려고�하는�거예요.

해설	 	while�he is�intoxicated에서�<주어�+�동사>인�he is
가�생략된�(d)가�정답이다.

어휘	 	intoxicated 술에 취한

정답	 (d)

11 전에�마크를�만나지�않았기�때문에�나는�그를�모른다.

해설	 	이유를�나타내는�접속사�as와�함께�마크를�지금까지�한�

Actual Test 4  정답�및�해설  21



22 

번도�만난�적이�없으므로�완료형으로�써서�As I have 
not met Mike before를�만들�수�있다.�이것을�분사
구문으로�만들면�Not having met Mike before가 

된다.�

정답	 (a)

12  두�집단은�최근의�문제가�발생하기�전까지�수년간�친하게�

지냈었다.

해설	 	‘최근의�문제�이전까지는�친하게�지냈었다’는�내용으로�

의미상�before가�가장�적절하다.�since는�뒤의�형용사�
recent와�의미상�시간의�순서가�맞지�않다.�

어휘	 	in amity 사이좋게

정답	 (a)

13  학생들에게�이용할�수�있는�많은�정보는�공부에�도움이�

된다.

해설	 	-able,�-ible로�끝나는�형용사는�뒤에서�앞의�명사를�수
식하고,�information은�셀�수�없는�명사이므로�(b)가�
정답이다.

어휘	 aid 돕다

정답	 (b)

14  해외에서�일자리를�얻는�사람들은�외국�문화에�적응하는�

것이�힘들지도�모른다.

해설	 	<find�+�it(가목적어)�+�형용사�+�to부정사(진목적어)>이며�
‘~에�적응하다’는�adapt to를�쓴다.�따라서�(d)가�가장�
적절하다.

어휘	 	obtain 얻다   abroad 해외로   adapt 적응하다   

adopt 입양하다

정답	 (d)

15  직원들에게�월급을�더�많이�주는�것이�새로운�시설에�돈

을�투자하는�것보다�효과적이다.

해설	 	than 뒤에는�병렬구문으로�비교�대상인�주어�Giving과��
같은�형태가�적합하다.�따라서�(c)가�정답이다.

어휘	 practical 효과적인   facility 시설

정답	 (c)

16 피터는�네가�가진�돈의�세�배를�가지고�있다.

해설	 	<배수사�+�as�many[much]�+�명사�+�as>�구문으로�(a)
가�가장�적절하다.�3배는�three times로�표현한다.

어휘	 times ~배

정답	 (a)

17 그림책은�유아가�책을�감상하는�방법을�제시한다.

해설	 	to부정사의�의미상의�주어는�<for�+�목적격>으로�나타내
므로�(b)가�정답이다.�of를�쓰는�경우�의미상의�주어�앞
에�사람의�특징이나�인성을�나타내는�형용사가�오는�경

우이다.

어휘	 infant 유아   appreciate 감상하다

정답	 (b)

18  아버지의�가게는�조그만�스낵바로�시작해서�지금은�지역

에서�유명한�식당으로�성장했다.

해설	 	grow는�자동사이므로�수동태로�쓰지�않으며,�since는�
부사로�‘그�이후로�지금까지’의�의미로�현재완료에�자연

스럽다.�따라서�정답은�(d)이다.

어휘	 	neighborhood 지역   farther 더 멀리

정답	 (d)

19  교사들이�안전�절차를�따랐다면�비극을�피할�수도�있었을�

것이다.

해설	 	과거�사실에�대한�가정의�의미로�‘~했을�수도�있다’는�뜻

은�<could�have�+�p.p.>로�나타낼�수�있으므로�(c)가�
정답이다.

어휘	 tragedy 비극   avoid 피하다

정답	 (c)

20  어떤�사업이�직접�최종�소비자에게�도달할�수�있다는��

아이디어는�생산자와�소비자의�관계를�바꾸고�있다.

해설	 	동사는�is changing이며�앞의�any business can 
directly reach a final consumer는�주어�The 
idea와�동격�관계이다.�따라서�완전한�절을�이끌며�The�
idea를�동격으로�설명하는�접속사�that이�필요하므로�
정답은�(b)이다.�

어휘	 directly 직접적으로

정답	 (b)

21  멜리사는�장을�더�보고�싶었지만�불가능했다.�왜냐하면�

충분한�돈을�갖고�있지�않았기�때문이다.

해설	 	관계대명사�which가�앞�절�전체를�받을�경우�관계대명
사절의�동사는�단수이다.�주절의�시제가�과거이므로�(a)
가�정답이다.

어휘	 grocery 식료품 및 잡화

정답	 (a)

22  비록�시험�성적은�실망스럽지만,�꼭�필요하지�않다면�학습�

방법을�바꾸지�않을�것이다.

해설	 	need�to 뒤에�change�my�study�method처럼�
반복되는�동사구는�대부정사�to만�써서�모두�생략할�수�
있으므로�(c)가�정답이다.

어휘	 unless 만약 ~이 아니면   method 방법

정답	 (c)

23  현지�보험�관리인이�어떤�보험의�보장�범위가�당신의�필

요에�가장�적합한지�판단하는�데�도움을�줄�것입니다.

해설	 	준사역동사�help는�<help�+�목적어�+�(to)�+�동사원형>이�
된다.�목적어�you가�결정을�내리므로�수동태가�아닌�능



동태로�쓴다.�따라서�(c)가�정답이다.

어휘	 	local 현지의   agent 관리자   insurance 보험   

coverage (보상) 범위   determine 판단하다

정답	 (c)

24 북한�정부는�국민에게�충분한�식량을�제공하지�않는다.

해설	 	<provide�+�간접목적어�+�with�+�직접목적어>�순으로�

오거나�<provide�+�직접목적어�+�for[to]�간접목적어>�

순서로�와야�한다.�또한�enough는�형용사일�때�명사�
앞에서�수식하므로�(d)가�정답이다.

어휘	 provide 제공하다

정답	 (d)

25  체벌은�때때로�나쁜�행동을�멈추게�하지만�미래에�학생들

이�더�나은�행동을�하도록�동기�부여하진�못한다.

해설	 	hardly를�비롯한�빈도부사는�일반동사�앞에�위치하며,�
hardly�자체가�부정의�의미이므로�never와�같은�부정
어를�동반하지�않는다.�또한�목적어�students를�취하
므로�능동태인�(d)가�가장�적절하다.

어휘	 	corporal 육체의   punishment 체벌   misbehavior 
품행 나쁨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정답	 (d)

26  (a)�A 나한테�차�좀�빌려�줄�수�있어?

(b)�B 또?�전에�사고를�냈었잖아.

(c)�A 알아,�그런데�급하단�말이야.

(d)�B 알겠어.�하지만�이번이�마지막이야.

해설	 	‘마지막’이라는�표현은�the�last�time이므로�(d)의�a를�
the로�바꾼다.

어휘	 lend 빌려�주다

정답	 (d) a last time�→�the last time

27  (a)� A 오랜�비행으로�많이�지쳐�보이네.

(b)�B 응,�13시간�동안�자리에�앉아�있었어.

(c)�A  그럼,�여기서�기다리는�게�어때?�내가�차를�갖고��

올게.

(d)�B 사실,�너만�괜찮다면�좀�걷고�싶어.

해설	 	감각동사�look은�보는�행위를�의미할�경우�진행형을�쓸�
수�있지만�(a)의�용법과�같이�‘~처럼�보이다’를�의미할�경
우�진행형으로�쓸�수�없으므로�진행형을�현재시제로�바

꾸어야�한다.

어휘	 flight 비행

정답	 (a) are�looking�→�look

28   (a)�다양한�화장품을�사용한�것으로�널리�알려지지�않은�

고대�그리스인은�그래도�때때로�머리카락�색을�밝게�했다.�

(b)�색을�밝게�하는�가장�흔한�방법�중�하나는�햇빛을�이

용하는�것이었다.�(c)�그들은�머리를�감은�후�특정�연고를�

바르고�햇빛에�앉아�있곤�했다.�(d)�허영심을�보여�주는�

이런�작은�과시�외에�확실히�그리스인은�자신을�아름답게�

하기�위해�화장품을�많이�사용하지�않았다.

해설	 	ointment�자체는�셀�수�없는�명사이지만�(c)에서�형용
사�certain의�수식을�받으며�셀�수�있는�명사가�되므로�
앞에�부정관사�a를�써야�한다.

어휘	 	nonetheless 그래도   occasionally 때때로   

lighten 색을 옅게 하다   ointment 연고, 화장용 크림   

vanity 허영심   apparently 분명히   beautify 아름

답게 하다

정답	 (c) certain ointment�→�a certain ointment

29   (a)�작곡가�리하르트�바그너는�기상(奇想)이�대단한�사람

이었다.�(b)�아주�잠시�동안만이라도�세상을�그의�개인적

인�흥미와�따로�보지�않았다.�(c)�그는�다른�사람들에게�

자신이�세상에서�가장�중요한�사람이라고�생각한다는�인

상을�주었다.�(d)�최고의�사상가이자�작곡가로서�그는�셰

익스피어와�베토벤,�플라토�같은�위인들과만�어깨를�나란

히�하였다.

해설	 	Only in a rare moment가�문두에�있으므로�주어와�
동사는�도치되어야�한다.�일반동사�looked를�조동사�

did로�받아�주어�앞에�쓰고�look은�원형으로�고쳐야�한
다.�따라서�정답은�(b)이다.

어휘	 	conceit 기상   apart 떨어져서   impression 인상   

supreme 최고의   thinker 사상가

정답	 (b) he looked�→�did he look

30   (a)�야생에서�말은�보통�말발굽으로�풀�위를�뛴다.�(b)�그
러나�일하는�말은�대체로�주인이�몰고�가는�딱딱한�도로

를�걷기�위해�특별한�말�구두가�필요하다.�(c)�기본적으로�

이런�도로는�너무�건조하고�말의�말발굽에서�모든�수분을�

빼앗아�가며�문제를�일으킨다.�(d)�말발굽은,�예를�들어,�

풀�위�아침�이슬에서와�같이�자연�상태의�풍부한�수분에�

익숙해져�있다.

해설	 	(b)의�where는�선행사�roads의�관계부사로�완전

한�절을�이끌어야�한다.�their drivers take them 
on은�불완전한�문장으로�where가 아닌�관계대명사�

which를�써야�한다.�

어휘	 	hoof 발굽   sap 수액을 짜내다   moisture 수분   

morning dew 아침 이슬

정답	 (b) where�→�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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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본책 p198

  1 (d)   2 (c)   3 (b)   4 (c)   5 (b) 

  6 (c)   7 (b)   8 (b)   9 (b) 10 (d)

Part II
11 (a) 12 (d) 13 (c) 14 (a) 15 (c) 

16 (a) 17 (d) 18 (d) 19 (c) 20 (d) 

21 (c) 22 (c) 23 (d) 24 (c) 25 (d)

Part III
26 (a) 27 (d) 28 (d) 29 (d) 30 (a)

AcTuAl TesT 5

1  A  마틴은�주식에�투자한�돈을�모두�잃지�않았더라면��

지금�부자가�되었을�텐데.

B 그가�네�충고를�들었어야�했어.

해설	 	마틴이�주식�투자를�한�행위는�과거이므로�과거�사실에�

대한�가정인�가정법�과거완료�If he had not lost를�
쓸�수�있다.�이때�If가�생략되고�주어와�동사를�도치시켜�
Had he not lost로�표현할�수�있다.�따라서�정답은�
(d)이다.

어휘	 stock market 주식 시장

정답	 (d)

2  A 요즘�아버지는�어떻게�지내시니?

B 거동을�잘�못하셔.�돌봐�드려야�해.

해설	 	아버지가�보살핌을�받아야�한다는�내용으로,�need의�목
적어로�동명사를�써서�수동의�의미를�표현할�수�있다.�따

라서�정답은�(c)이다.

어휘	 take care of ~을 돌보다   look after ~을 보살피다

정답	 (c)

3  A  워싱턴까지�기차를�타고�가는�것이�차를�가지고�가는�

것보다�비용이�훨씬�많이�들�거야.

B  차로�가는�것이�더�나을�것�같아.

해설	 	내용상�‘더�나은’의�의미는�be�better�off를�쓰므로�(b)
가�가장�적절하다.

정답	 (b)

4  A  너희�집에서�사이먼�송별�파티를�하는�거�메리가�알고�

있니?

B 응.�그와�상의하는�것을�봤어.

해설	 	look, see, feel, hear�등과�같은�지각동사는�뒤에�목
적어와�목적격보어를�취할�수�있다.�B가�메리가�사이먼
과�의논하는�것을�본�것이므로�목적격보어로�동사원형�

또는�현재분사가�올�수�있다.�discuss는�타동사로�바로�

뒤에�목적어가�온다.�따라서�(c)가�정답이다.

어휘	 farewell 작별   place 집

정답	 (c)

5  A 내가�역으로�같이�갈까요?

B 아니요,�당신은�갈�필요�없어요.

해설	 	need는�부정문에서�본동사와�조동사로�모두�쓰이는데�
조동사일�경우�need�not�go,�본동사일�경우�do�not�
need�to�go으로�부정문을�만든다.�따라서�(b)가�정답
이다.

어휘	 station 역

정답	 (b)

6  A 셔츠를�못�찾겠어요.

B 이�검정색�셔츠가�당신이�찾고�있는�건가요?

해설	 	관계대명사�which,� that은�앞에�선행사가�있으며,�

what은�선행사가�없다.�의문문이므로�these black 
ones를�선행사로�착각하지�말아야�한다.�따라서�(c)가�
정답이다.

어휘	 look for ~를 찾다

정답	 (c)

7  A  아버지는�내가�수학�공부를�더�열심히�하길�바라셔.�

B 그래,�네가�어떤�상황인지�알겠다.

해설	 	expect는�to부정사를�목적격보어로�취한다.�또한�학문��
이름을�나타내는�단어는�일반적으로�–s로�끝나므로�(b)
가�정답이다.

정답	 (b)

8  A 잭,�이�모자들�중�어떤�것에�관심이�있니?

B 글쎄,�좋아�보이는�게�하나도�없는데.

해설	 	neither가�주어로�올�경우�단수�취급을�하고,�‘~게�보
인다’의�look은�자동사로�수동태로�쓰지�않는다.�따라서�
(b)가�정답이다.

어휘	 neither 어느 ~도 …아니다

정답	 (b)

9  A 북한산은�곤충�종류가�많은�것으로�유명하다고�하더라.

B 그런데�요즘에는�오염으로�위협받고�있어.

해설	 	many species에�맞추어�동사도�복수형이�되어야�하
며,�벌레가�위협을�받는�것이므로�수동태가�되어야�한다.�

또한�부사�these days는�현재진행형과�어울리므로�

(b)가�정답이다.

어휘	 	species 종   insect 곤충   pollution 오염   

threaten 위협하다

정답	 (b)

10  A   한국에�얼마나�오랫동안�계셨어요?

B   올해�말이면�2년이�됩니다.



해설	 	by�the�end�of�this�year는�미래�시점을�나타내므로�
미래의�특정한�시점까지�발생되는�결과를�나타내는�미래

완료시제가�필요하다.�따라서�(d)가�정답이다.

정답	 (d)

11  존슨은�회의실에�도착하자마자�프로젝트에�관한�보고서

를�가지고�오는�것을�잊었음을�깨달았다.

해설	 	‘A하자마자�B하다’는�No�sooner�A�than�B로�표현
할�수�있다.�No�sooner가�문두에�위치하여�주어와�동
사의�도치가�일어나�had가�주어�앞으로�이동한다.�따라
서�(a)가�정답이다.

어휘	 realize 깨닫다

정답	 (a)

12  이번�주말에�비가�올�지도�모른다.�그런�경우에는�소풍을�

미뤄야�할�것이다.

해설	 	‘그런�경우에’는�in�that�case를�쓰며,�앞�절의�내용

을�가리키면서�동시에�접속사�기능을�하는�관계대명사�

which를�써서�in�which�case가�되는�것이�적절하므
로�정답은�(d)이다.

어휘	 put off 미루다

정답	 (d)

13  과학�기술�덕분에�영화�제작자들은�이제�현란한�효과를�

낼�수�있다.

해설	 	내용상�‘~의�도움으로’의�의미는�with�the�help�of를�
쓰므로�(c)가�정답이다.

어휘	 	technology 과학 기술   filmmaker 영화 제작자

정답	 (c)

14  사무실�건물주는�세�달치�보증금을�미리�지불할�것을�요

구했다.

해설	 	주절에�요구,�주장,�제안,�명령�등의�동사가�오면�종속

절에는�생략�가능한�조동사�should가�온다.�주절의�

demand가�요구를�뜻하며�종속절의�should가�생략
되어�동사의�원형을�쓴�(a)가�정답이다.�

어휘	 	landlord 집주인   demand 요구하다   security 

deposit 임대 보증금   in advance 미리

정답	 (a)

15  모든�과목�중에서�내가�제일�좋아하는�과목은�경제학이다.

해설	 	구조상�콤마(,)�이후�문장이�완전하므로�명사구는�올�수�

없다.�의미상�‘~�중에서’를�뜻하는�of�뒤에는�보통�정관
사�the가�오지만,�of�all�class�subjects에서처럼�all�
뒤에�관사가�생략되기도�한다.�따라서�(c)가�정답이다.�

어휘	 economics 경제학

정답	 (c)

16  고전�건축�양식은�그�원리가�많은�새�건물에�이용되면서�

르네상스�시대에�영향력을�행사했다.

해설	 	‘~하면서’는�<with�+�명사�+�분사>�형식으로�분사구문을�

만들�수�있다.�원리가�사용되는�것이므로�수동태�형식의�

(a)가�정답이다.

어휘	 	architecture 건축   influential 영향력이 있는   

principle 원리

정답	 (a)

17  새로운�프로그램을�개발하는�데�많은�비용이�들었지만�그

것이�절약해�준�시간�때문에�비용에�대한�가치가�있었다.

해설	 	앞서�언급한�특정한�프로그램을�설치하는�데�사용된�비

용이므로�정관사를�쓴�(d)가�정답이다.

어휘	 	develop 개발하다   worth ~의 가치가 있는   

expense 비용

정답	 (d)

18  모든�것을�고려해봤을�때,�나는�그것을�예외로�간주해야�

한다고�생각한다.

해설	 	독립분사구문으로�when�all�things�are�considered
에서�접속사와�be동사를�생략하고�주절의�주어와�다른�
All�things를�남겨둔�(d)가�정답이다.�이�표현은�관용�표
현으로�암기해�두면�도움이�된다.

어휘	 regard 간주하다   exception 예외

정답	 (d)

19  왕은�개혁이�왕국에�아무런�이득을�가져오지�않았다는�생

각이�들었다.

해설	 	‘(생각이)�~의�마음에�떠오르다’라고�할�때�<strike�+�사
람>을�쓰므로�(c)가�정답이다.�It은�가주어이며�that절이�
진주어이다.�

어휘	 reform 개혁   kingdom 왕국

정답	 (c)

20  연구�과제를�끝내지�못해�우리는�집에�걱정하며�갔다.

해설	 	분사구문의�부정은�분사�앞에�not을�쓰므로�정답은�(d)
이다.�집에�간�행위�이전에�과제를�끝내지�못한�것이므로�

분사구문은�과거완료를�쓴다.�

어휘	 project 연구 과제

정답	 (d)

21  우리�재단은�50개�주에�있는�자선�단체를�규제하는�법을�

준수하는�데�헌신하고�있다.

해설	 	‘~에�헌신하다’는�be�committed�to이며,�이때�to는�
전치사이므로�뒤에�동명사가�온다.�‘~을�준수하다’는�표

현은�comply�with를�사용하므로�(c)가�정답이다.

어휘	 	foundation 재단   regulate 규제하다   charity 자선  

단체

정답	 (c)

22 택시를�기다리고�있는데�잎사귀�하나가�머리에�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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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절의�주어는�a�leaf이고�택시를�기다리는�주체인�I와�
다르므로�독립분사구문이나�접속사가�이끄는�절이�와야�

한다.�따라서�(c)가�정답이다.

어휘	 fall 떨어지다

정답	 (c)

23  당신이�제안을�받아들일�수�없다면,�우리�측�변호사를�다

시�만나시기를�바랍니다.

해설	 	가정법�미래�문장인�If�you�should�not…에서�If가�
생략되어�you와�조동사�should가�도치된�(d)가�정답
이다.�절과�절을�이어주는�접속사가�없기�때문에�(b)와�같
이�부정어�not으로�인한�도치로�생각해서는�안�된다.�

어휘	 accept	받아들이다			proposal 제안

정답	 (d)

24  그�변호사는�수천만�달러의�수입을�올린�마약�밀매�조직

을�운영한�혐의로�고소당했다.

해설	 	earn은�타동사이므로�전치사�없이�바로�목적어가�따라
오고,�‘수천만�달러’는�tens�of�millions�of�dollars로�
표현하므로�(c)가�정답이다.

어휘	 	be accused of ~로 고소되다   run 운영하다   drug 

trafficking 마약 밀매

정답	 (c)

25  자동차를�빌리는�동안�대여자는�보험료를�내야�하고�발생

할�수�있는�모든�피해에�대해�책임을�져야�한다.

해설	 	관계대명사절이�damage를�수식하는�형태이다.�

occur는�자동사이므로�수동태로�쓰지�않으며�목적어도�
취하지�않는다.�따라서�주격�관계대명사�that이�이끌며�
occur가�자동사로�쓰인�(d)가�정답이다.�

어휘	 	vehicle	차   assume (책임 등을) 지다   liability 책

임   occur 발생하다 

정답	 (d)

26  (a)�A  오늘�밤�우리가�야구�경기에서�이길�확률이�어떻게�

되는�것�같아?

(b)�B 아주�희박해.

(c)�A 그래.�한국은�이기기�힘든�팀이야.

(d)�B 하지만�포기하기에는�아직�일러.

해설	 	주절의�동사가� think ,�say ,� imagine ,�guess,�
suppose일�경우�간접의문문의�의문사는�문장의�맨�앞
에�위치하므로�(a)가�정답이다.

어휘	 give up 포기하다

정답	 (a) Do�you�think�what�→�What�do�you�think

27  (a)�A 수필�경연�대회에�대해�들었어?

(b)�B 응.�무슨�문제라도�있어?

(c)�A 심사�위원�중�한�사람이�우승자의�아버지래.

(d)�B 말도�안�돼.�분명�부당한�방법으로�이겼을�거야.

해설	 	문맥상�대회의�우승자가�이미�나온�과거의�이야기로�(d)

의�win은�과거시제를�써야�옳다.

어휘	 competition 경연 대회   unfair 부당한

정답	 (d) win�→�won

28  (a)�21세기�현재�사회에서�성공을�위해�가장�필요한�개

인적�자질은�무엇일까?�(b)�어쩌면�가장�중요한�자질�중��

두�가지는�유연성과�창의성이다.�(c)�유연성은�변화를�잘�

받아들이고�새로운�아이디어와�환경을�발�빠르게�활용

할�수�있도록�해준다.�(d)�창의성은�우리�앞에�놓인�많은��

어려운�일들에�대한�성공적인�답을�찾는�데�필요할�것이다.

해설	 	창의성은�요구하는�것이�아니라�요구되는�것이므로�(d)
의�require는�수동태가�되어야�한다.

어휘	 	quality 자질   contemporary 현대의   flexibility 

유연성   creativity 창의성   permit 허락하다   

circumstance 환경   require 요구하다, 필요하다   

challenge 어려운 일

정답	 (d) will require�→�will be required

29  (a)�그리스�신화에�악,�특히�오만함�또는�거만함을�벌하

는�네메시스라는�신성한�응징의�여신이�있다.�(b)�흥미로
운�것은�벌은�무례한�자에게�즉시�행해질�필요가�없다는�

것이다.�(c)�범죄나�신을�모욕하는�일을�응징하는�것은�때

때로�사건이�일어난�몇�세대�뒤에�일어났다.�(d)�영어�단어�
‘네메시스’는�원래�복수를�다루는�사람을�의미하였지만,�

이제는�최대의�적을�의미한다.

해설	 	동사를�수식하는�것은�부사이므로�(d)의�original은�부
사가�되어야�한다.

어휘	 	mytho logy  신화   div ine  성스러운, 신성한   

retribution 응징   punish 벌하다   hubris 오만 

arrogance 거만   offended 위반자, 범죄자   avenge 

응징하다   offence 모욕, 무례   vengeance 복수   

archenemy 최대의 적, 대적

정답	 (d) original�→�originally

30  (a)�앨버트�아인슈타인은�한�번은�과학자로서�자신의�창

의력을�학교를�일찍�중퇴한�사실�덕분으로�돌렸다.�(b)�다
른�위인들도�정규�교육�없이�잘했기�때문에�이런�의견에

는�뭔가�다른�것이�있는�것�같다.�(c)�그러나�학교의�기본�

목적은�선량한�시민을�훈련시키는�것이지�특이한�재능을�

훈련시키는�것이�아니기�때문에�이것으로�모든�학교를�비

난하는�것은�아니다.�(d)�사회는�어느�정도의�획일성과�일

치가�필요하며,�이�두�가지는�창의력을�향한�강한�욕구를�

가라앉힌다.

해설	 	(a)의�that절은�앞의�fact와�동격을�이루며,�그�‘사실’이�
무엇인지를�설명해�준다.�따라서�fact�앞에�정관사�the
를�써야�한다.

어휘	 	attribute ~ 덕분으로 돌리다   drop out 중퇴하다   

observation (관찰에 따른) 의견   condemn 비난하

다   uniformity 획일성   consensus (의견의) 일치   

quiet 가라앉히다   urge 욕구

정답	 (a) a fact�→�the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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