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어법기출편

웨인의 잉글리시팩토리 SEIZE THE DAY                  (010-3338-3436)

1. 의 각 괄호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A), (B), (C)
로 가장 적절한 것은?1)

If properly stored, broccoli will stay fresh for up to four 

days. The best way to store fresh bunches (A) [ is / are] 

to refrigerate them in an open plastic bag in the 

vegetable compartment, which will give them the right 

balance of humidity and air, and help preserve the 

vitamin C content. Don’t wash the broccoli before storing 

it since moisture on its surface (B) [encourages / to 

encourage] the growth of mold. However, like most 

vegetables, it is at its best condition when used within a 

day or two after the purchase. Preparing broccoli is 

extremely easy, so all you have to do is boil it in water 

just until it (C) [is / will] be tender, three to five 

minutes.

   (A)      (B)           (C)

is① … encourages  … is

is② … to encourage  … will 

is③ … encourages  … will 

are④ … to encourage    … will 

are⑤ … encourages  … is

2.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2)

In business settings, it’s really easy to forget ① to take 

the time to say ThankY ou,  and yet, i t’ s an essent ial  part 

of interaction with others. It’s important to people that 

they feel valid, important, and ② respected. Just as 

saying sorry matters, so does ③ remember to thank those 

who help you move forward. And I think it’s much nicer 

to send along a physical card than an email. A personal 

note written by your own hand matters ④ far more than 

a few lines of typing into a window that’s so easily 

available at your fingertips. One more thing: if you’re 

going to go this route, put in the extra few minutes to 

purchase a nice card and ⑤ use a pen that gives you a 

decent flow.

적절히 저장되면 브로콜리는 일까지 신선한 4

상태로 있을 것이다 신선한 송이들을 저장하. 

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묶지 않은 비닐봉지에 

담아 채소 칸에 냉장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것들에게 습도와 공기의 적절한 균형을 주고 

비타민 성분을 보존하도록 도와준다 표면C . 

의 수분은 곰팡이의 성장을 촉진하므로 저장

하기 전에 브로콜리를 물로 씻지 말라 하지. 
만 대부분의 채소들처럼 그것은 구입 후 1~2

일 내에 사용될 때 최상의 상태에 있다 브로.  

콜리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쉬워서 당신이 해

야 할 일이라고는 그것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분에서 분 동안 그것을 물에 삶는 것뿐이3 5
다.

보관하다store 

다발 묶음bunch , 

구획 칸막이compartment , 

습도humidity 
보존하다preserve 

성분content 

곰팡이mold 

부드러운 tender 

사업 현장에서는 감사 를 표할 시간을 가져야 ‘ ’

하는 것을 정말 잊기 쉽지만 그것은 다른 사,  

람과의 교류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사람들. 
에게는 그들이 소중하고 중요하며 존중되고 , , 

있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미안하다고 말.  

하는 것이 중요한 것과 똑같이 당신이 정진하

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기

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이메일을 . 
보내는 것보다 실제의 카드를 보내는 것이 훨

씬 더 좋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손으로 쓴 간. 

단한 자필 편지는 당신의 손가락 끝으로 화면

에다 그토록 손쉽게 작성해 넣을 수 있는 몇 

줄의 활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한 가지만 .  
더 덧붙이자면 좋은 카드를 구입하는 데 별,  

도의 몇 분을 더 들이고 글씨를 깔끔하게 쓸 

수 있는 펜을 사용하도록 하라.

상호작용 교류interaction ,  

정당한 소중한valid , 
존중하다 존경하다 respect , 

물질의 유형의physical 

단정한 de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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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법기출편 2

웨인의 잉글리시팩토리 SEIZE THE DAY                  (010-3338-3436)

3. 의 각 괄호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A), (B), (C)
로 가장 적절한 것은?3)

 The Michelin Guide is a best-selling restaurant critique 

that (A) [was published / has been published] annually 

since 1900. The Guide, which covers Europe and New 

York, uses a star system to grade restaurants and 

provides summaries of restaurants' features. The Guide's 

success has been built on its careful evaluation of 

restaurants, and its reviews have the power (B) [decided / 

to decide] the fate of a business. In time, we may be able 

to compare restaurants worldwide (C) [used / using] the 

Guide.

           (A)                 (B)         (C)

 was published      decided   used① …… …… 

 has been published to decide using② …… …… 

 was published      to decide using③ …… …… 

 has been published to decide used④ …… …… 

 was published      decided   using⑤ …… …… 

4.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4)

 Caffeine is potentially useful, but how much you 

consume and where you get it from are very important. I 

believe that the best source of caffeine is green tea. Why? 

Green tea contains ① much smaller quantities of caffeine 

than coffee. It contains potent antioxidants that can 

prevent cancers. It has a long list of other health benefits 

from lowering cholesterol levels  to ② prevent tooth decay. 

Green tea also has an anxiety-relieving effect. This is  due 

to the presence of a substance ③ called treanine that 

appears to be ④ unique to teas. So I recommend that 

you ⑤ get caffeine mostly from green tea.

는 년 이후 매년 출간 되Michelin Guide 1900

어 온 가장 잘 팔리는 레스토랑 비평서이다. 

유럽과 뉴욕을 다루는 이 안내서는 레스토랑

의 등급을 매기는 데 별 표시제를 이용하며 

레스토랑의 특정에 관한 요약을 제공한다 이 . 

안내서의 성공은 레스토랑에 대한 신중한 평

가에서 만들어졌으며 그것의 비평은 사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힘을 갖고 있다 곧 우리는 .  
이 안내서를 이용해서 전 세계의 레스토랑을 

비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비평 서critique : ( )

요약summary : 

카페인은 잠정적으로는 유용하지만 당신이 얼(
마만큼 섭취하고 그것을 어디에서 얻느냐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나는 카페인의 가장 좋. 

은 원천은 녹차라고 믿는다 왜 녹차에는 커.  ? 

피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카페인이 들어 있

기 때문이다 그것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효. 
능 있는 노화 방지제를 함유하고 있다 그것. 

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에서부터 충

치를 예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긴 목록의 다

른 건강상의 이점을 갖고 있다 녹차는 또한 .  

불안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이것은 . 
차에 유일하게 있어 보이는 이라 불treanine

리는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  

당신이 카페인을 주로 녹차로부터 얻기를 권

한다.

효능 있는 약 따위가 잘 듣는potent : , ( ) 
산화 방지제 노화 방지제antioxida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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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법기출편

웨인의 잉글리시팩토리 SEIZE THE DAY                  (010-3338-3436)

5. 의 각 네모 안어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A),(B),(C)
가장 적절한 것은?5)

 If you really want to stop smoking, you must abstain 

consistency. Strongly (A) [tempting / tempted by] 

colleagues and pals, I struggled. After some months I was 

rewarded: I became calmer, I coughed less, and my 

breathing got easier. Only now, years later, do I know 

how unpleasant the smell of cigarette smoke (B) [is / 

are]. And I understand why my wife opened the windows 

after every cigarette, even in the iciest cold of winter. 

Nowadays we ask our visitors to refrain from smoking. 

Cigarettes harmed me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

They are useless. Everyone (C) [wants / wanting] to stop 

smoking should know this because it helps.―

       (A)         (B)        (C)               

tempting   are wanting       ① …… …… 

tempting   is    wants② …… …… 

templed by is    wants         ③ …… …… 

templed by are wanting④ …… …… 

tempted by is    wanting⑤ …… …… 

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

 There are many benefits to ① driving a car with a 

manual transmission. In addition to better gas mileage, a 

manual transmission allows the driver to stat a car ② 

what has a low battery. With a foot on the clutch, the 

driver just needs to put the car in second gear and have 

someone ③ push the car until it gains enough speed. The 

driver then releases the clutch quickly, and the car 

should start. This is impossible with an automatic 

transmission. And people with manual transmissions say 

that they have ④ much more control of their vehicles. 

For example, if the brakes suddenly stop working on this 

type of car, the driver can change to a lower gear ⑤ to 

slow the car down.

당신이 진정으로 담배를 끊고 싶다면 계속 절

제해야 한다 나는 동료들과 친구들로부터  . 

강한 유혹을 받았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몇 달 후 나는 보상을 받았다 나는 더 차분. 

해졌고 기침을 덜하게 되었으며 숨쉬기도 더 

수월해졌다 담배를 끊은 지 몇 년이 지난 . ( ) 

지금에야 나는 담배 연기의 냄새가 얼마나 불

쾌한지 알겠다 또 내가 담배를 피우고  나면 . 
아무리 추운 겨울날에도 아내가 창문을 열어 

두면 이유를 이제 알 만하다 우리는  우리 . 

집에 온 손님들에게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부

탁한다 담배는 나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 , 

를 주었다 그건 아무 쓸모도 없다 담배를 끊.  . 
고자 하는 이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  

냐하면 그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삼가다 절제하다abstain : ,  

시종일관하여consistently : .

유혹하다 부추기다tempt : . .
삼가다refrain : 

수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는 데에는 많은 이

점들이 있다 연비가 더 좋은 것 외에도 수동 . 

변속기는 전지가 약한 자동차도 시동을 걸 수 

있다 운전자는 클러치를 발로 밟고 차를 단 . 2

기어에 놓고 누군가에게 속도가 충분히 될 때

까지 차를 밀게 하면 된다 그 다음  운전자. 
가 클러치를 빨리 놓으면 자동차는 시동이 걸

린다 자동 변속기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 . 

리고 수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차를 훨씬 더 잘 조종할 수 있다고 말

한다 예를 들어 수동변속기 차량의 브레이크. 
가 갑자기 작동을 멈춘다면 운전자는 차의 ,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저속 기어로 바꿀 수 

있다.

전달 전등 장치 변속기transmission : , , 

연비gas mileage : 
클러치 자동차의 동력 전달을 접속하clutch : (

거나 차단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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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법기출편 4

웨인의 잉글리시팩토리 SEIZE THE DAY                  (010-3338-3436)

7.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A), (B), (C)
로 가장 적절한 것은?7)

An 11-year-old boy called James became a vegetarian 
about seven months ago after (A) [accidental / 

accidentally] finding a website about factory farming on 
the Internet. He decided immediately to become 

vegetarian as he saw the way animals were treated. He 
even persuaded his parents, brother, and sister to become 

vegetarian too. The first few days of being vegetarian (B) 
[he / who] missed meat because he was used to eating it 

but after a few days he got used to it. He also started 
campaigning in his neighbourhood by giving out leaflets 

about being vegetarian.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PETA) noticed (C) [that / what] he was 

doing and he won a Compassionate Kid Award. Now he 
feels really lucky to have won the award.

      (A)             (B)           (C)

accidental          he      ① that
accidental          who    ② that

accidentally ③ he      what
accidentally   ④ who    what

accidentally   ⑤ he      that

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8)

By far the most dramatic issue ① being addressed in the 
oceans is the development of a new generation of 

underwater surveillance technology. The U.S. Navy is in 
the ② testing phase of the Low Frequency Active 

Sonar(LFAS) system designed to monitor undersea activity 
by enemy submarines. With sound as ③ loud as 240 

decibels, these systems are planned to permeate 80 
percent of the world's oceans. At peak output, the sound 

would still be at 120 dB as far as 250 miles away from 
the source. During tests over the past several years using 

source output levels much lower than ④ those planned 

when the system is implemented, the Navy has been 
looking at the effects of the tests on local marine life. In  

the view of LFAS supporters, the results show minimal 
behavioral disturbance, but acoustic activists ⑤ follow the 

issue disagree strongly.

라고 하는 세 소년이 인터넷에서 공James 11

장화된 농장 경영에 관한 웹사이트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약 개월 전에 채식주의자가 되었7
다 그는 동물들이 취급되는 방식을 보고는 .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즉시 결정을 했다 그는 . 

심지어 그의 부모 동생 그리고 누이도 또한 , , 

채식주의자가 되라고 설득했다 그는 채식주. 

의자가 된 처음 며칠 동안 육류를 먹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육류를 그리워했지만 며칠 후,  

에는 채식에 익숙해졌다 그는 또한 이웃에서 .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에 관한 전단지를 나누

어 주며 캠페인을 시작했다 동물을 인도적으.  

로 사랑하는 사람들 은 그가 하고 있는 (PETA)
일을 알게 되었으며 그는 , Compassionate 

상을 수상했다 이제 그는 그 상을 탄 것Kid . 

이 매우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공장 방식의 농장 경영 사factory farming , ：

육

전단 광고  leaflet：

윤리적인ethical：

자비로운compassionate：

바다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이슈 중 단연 

가장 극적인 것은 신형 수중 감시 기술의 발

달이다 미 해군은 수중에서 적들의 잠수함이 . 

하는 활동을 감시하도록 만들어진 저주파 수

중 음파 탐지기(Low Frequency Active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단계에 있다Sonar) . 

데시벨만큼이나 큰 음을 가진 이 시스템은 240

세계 바다의 까지 퍼져나가도록 설계되었80%

다 최고 출력이 되면 그 음은 소리가 나던 . 

지점으로부터 마일이나 떨어진 지점에서도 250
여전히 데시벨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 몇 120 . 

년간 테스트를 하는 동안 해군은 시스템이 실

행되었을 때 계획되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소

리 근원 산출 레벨을 사용하여 이 테스트가 

지역의 해양 생명체에 끼치는 영향을 지켜보

고 있다 의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LFAS

게 그 결과는 최소한의 행동 방해를 보여 주

는 것이지만 이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  

음향 활동가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제기하다address：

감시surve illance：

단계phase：

퍼져나가다 스며들다permeate ,  ：

실행하다im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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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법기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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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 각 괄호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A), (B), (C)
로 가장 적절한 것은?9)

 According to some scientists, the great German music 

composer, Ludwig van Beethoven, (A) [may suffer / may  

have suffered] from lead poisoning. They recently tested 

pieces of Beethoven's hair, using equipment that creates 

the most detailed X-ray possible. They found levels of 

lead in Beethoven's hair, which (B) [were / was] more 

than one hundred times higher than those found in most 

people today. Scientists say that this much lead could 

easily have caused the stomach pains (C) [that / what] 

Beethoven suffered from for more than thirty years. Lead 

is also linked to depression and irrational anger, which 

Beethoven is also thought to have suffered.

        (A)                 (B)        (C)

 may suffer         were what① …… …… 

 may suffer         was  what② …… …… 

 may have suffered were that③ …… …… 

 may have suffered were what④ …… …… 

 may have suffered was  that⑤ …… …… 

10.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10)

 In those days when there was no postal service, a 

person had to hire a messenger to send a message. When 

a tribal chief decided ① to send a message to another 

chief, he called upon the strongest and swiftest male in 

his domain to deliver his words. The tribesman accepted 

his calling with all respect. He was singled out for his 

personal bravery, and he ② was given a position of great 

trust. Only he and the person ③ to whom he would 

deliver the message would know the intentions of the 

chief. To be swift, trustworthy and courageous were the 

attributes ④ required of a messenger because he could be 

in great danger of being captured and ⑤ torturing to 

reveal the message.

몇몇 과학자들에 따르면 위대한 독일 작곡가, 

인 루드비히 반 베토벤은 납중독으로 고통 받

았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최근에 가장 정밀한 . 
엑스레이를 찍는 장비를 사용하여 베토벤의 

머리카락 일부를 테스트했다 그들은 베토벤. 

의 머리카락에 있는 납의 수치를 알아냈는데, 

그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

는 납의 수치보다 백배나 더 높았다 과학자. 
들은 이러한 많은 양의 납이 아마도 베토벤이 

삼십 년 넘게 고통을 겪었던 복통을 일으켰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납은 또한 우울. 

증과 분별없이 화를 내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데 이것들 또한 베토벤이 겪었던 것으로 여, 
겨진다.

중독poisoning : 

장비 설비equipment : , 

분별이 없는 불합리한irrational : ; 

우편 서비스가 없던 때에는 서신을 보내려면 

사자 를 고용해야만 했다 한 족장이 다( ) .  使者

른 족장에게 서신을 보내기로 결정하면 그는 , 

자신의 영토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재빠른 

남자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게 했다 그 부족.  

원은 모든 존경심으로 그의 부름을 받아들였

다 그는 개인적으로 용감해서 선발되었고 그. , 

에게는 매우 신뢰할 만한 지위가 주어졌다. 

그와 그의 서신을 전달받는 사람만이 족장의 

의향을 알 뿐이었다 사자 에게 요구되는 . ( )使者

것은 민첩하고 믿을 만하며 용기 있는 것이, , 
었다 왜냐하면 그는 붙잡혀서 서신을 누설하. 

도록 고문을 당할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부정사 에게 부탁하다call upon to : 目＋ ＋ ～

영토 영역domain : , 
선발하다single out  : 

속성 특질 특성attribute : , ,  

고문하다tor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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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A), (B), (C)
장 적절한 것은?11)

When we enter a room, we immediately recognize the 

floor, chairs, furniture, tables, and so forth. But when a 

robot scans a room, it sees nothing but a vast collection 

of straight and curved lines, (A) [which / what] it 

converts to pixels. It takes an enormous amount of 

computing time to make sense out of this jumble of lines. 

A computer sees only a collection of circles, ovals, spirals, 

straight lines, curly lines, corners, and so on. (B)

[Spending / Spent] an enormous amount of computing 

time, a robot might finally recognize the object as a 

table. But if you rotate the image, the computer has to 

start all over again. In other words, robots can see, and 

in fact they can see (C) [much / very] better than 

humans, but they don’t understand what they are seeing. 

혼잡 뒤범벅       *jumble: , 

   (A) (B) (C)

what① Spent very

what② Spending much

which③ Spending much

which④ Spent very

which⑤ Spending very

12.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12)

Although life is different from nonlife, it is not ①

completely different. Living things exist in a nonliving 

universe and depend on ② it in many ways. Plants 

absorb energy from sunlight, and bats find shelter in 

caves. Indeed, living things are made of the same tiny 

particles ③ that make up nonliving things. What makes 

organisms different from the materials that compose them 

④ are their level of organization. Living things exhibit 

not just one but many layers of biological organization. 

This tendency toward order is  sometimes ⑤ modeled in a 

pyramid of life.

우리가 방에 들어갈 때 즉각적으로 바닥 의, , 

자 가구 탁자 기타 등등을 인식한다 그러나 , , , . 
로봇은 어떤 방을 훑어볼 때 단지 직선과 곡

선의 방대한 집합체로만 보며 그리고 나서 , 

로봇은 그것을 화소로 전환한다 이런 뒤죽박.  

죽 섞인 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

의 계산 시간이 필요하다 컴퓨터는 원 타원. , , 
나선형 직선 곡선 모퉁이 그리고 기타 등등, , , 

의 한 집합체로만 보게 된다 상당한 계산 시.  

간을 보내고 난 후에 로봇은 마침내 그 물체

를 탁자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  

당신이 그 이미지를 회전시키면 컴퓨터는 모,  
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한다 다시 말해서 로. 

봇은 볼 수 있고 사실 인간보다 훨씬 잘 볼 

수 있지만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화소pixel 
타원형의oval 

비록 생물과 무생물이 다르지만 이것이 완전,  

히 다르지는 않다 살아있는 것들은 생명이 . 
없는 우주에 존재하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우주에 의존한다 식물은 태양으로부터 에너. 

지를 흡수하고 박쥐는 동굴에서 서식지를 찾

는다 사실 생명체는 무생물체를 구성하는 것. 

과 동일한 작은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다 유. 
기물과 이 유기물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구분 

되게 만드는 것은 이 유기물의 조직 수준이

다 생명체는 단지 하나가 아닌 많은 층위의 . 

생물학적 조직을 보여준다 위계를 지향하는 . 

이러한 경향성은 종종 생명의 피라미드에 모

델이 되어 있다.

흡수하다 absorb 

작은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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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A), (B), (C)
장 적절한 것은?13)

Competition between human beings and wildlife is (A) 

[occurring / occurred] across the Pacific. The panda of 

China's bamboo forests can daily consume 80 pounds of 

bamboo shoots, stems, and leaves. But the Chinese people 

also require bamboo for fuel, food, and furniture. ─ 

Consequently, the panda's territory was halved between 

1975 and 1989. (B) [Save / To save] the panda, an 

international wildlife symbol, the Chinese government had 

a ten-year plan from 1992-2002 to extend this unique 

creature's sphere. The San Diego Zoo in  California (C) 

[helping / is helping] China save the panda with an 

annual donation of one million dollars.

   (A) (B) (C)

occurring Save ① … …… is helping

occurring To save ② … …… is helping

occurring To save ③ … …… helping

occurred ④ … To save …… helping

occurred ⑤ … Save …… helping

14.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14)

Many workers and companies have asked ① themselves 

the question, "What do we work for?" and they now look 

to the notion of work-life balance. This is the idea that 

balancing one's work and private life ② lead to a higher 

quality of not just work but also life. Even ③ working in  

a time of global competition, we, as human beings, want 

to live happily inside and outside of our workplace. Since 

companies also have recognized that happy workers are 

motivated and productive compared to less happy ones, 

many ④ have made efforts to change their working 

environments. Some companies let their workers choose 

to work at home so that they can take care of their 

family. ⑤ Others have banned their employees from 

working overtime.

인간과 야생 생물 사이의 경쟁이 태평양 전역

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중국 대나무 숲의 판. 

다가 매일 파운드의 대나무의 어린 가지80 , 
줄기 잎들을 소비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사, .  

람들도 연료와 음식 가구를 만드는 데 대나, 

무가 필요하다 그 결과 판다의 영역은 . 1975

년과 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국1989 . 

제 야생 생물의 상징인 판다를 구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이 희귀한 생물의 영역을 확장하

기 위한 년부터 년까지의 십년 계획1992 2002

을 갖게 되었다 의 동물.  California San Diego 

원은 매년 백만 달러의 기부를 해서 중국이 

판다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어린 가지shoot 

줄기stem 

영토territory 

반감하다halve 

넓히다extend 
특이한 진귀 희귀 한unique ,  〔 〕

영역sphere 

년의annual 1

기부금don ation 

많은 노동자들과 회사들은 스스로에게 왜 우‘　

리가 일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 왔고 그들은 ?' , 

이제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일과 개인 생.  

활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더 나은 질의 일뿐만 

아니라 생활을 하게 한다는 생각이다 인간으. 

로서의 우리는 심지어 세계 경쟁의 시기에 일

하면서 직장 안팎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

고 있다 회사들 또한 행복한 노동자들이 덜.  　

행복한 노동자들에 비해 의욕을 갖고 생산적

이라는 것을 인식한 이후로 많은 회사들이 , 

근로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 왔다. 

어떤 회사들은 근로자들이 가족을 돌볼 수 있

도록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택하게 했다. 

다른 회사들은 근로자들에게 초과 근무를 하

지 못하게 했다.

주의하다look to 

관념 생각notion , 
의욕을 가진 동기가 부여된motivated , 

금지하다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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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5)

 The fork is a farming tool which people began to use 

long, long ago. For centuries no one thought of eating 

with it. Although it (A) [appeared / was appeared]  as an 

eating tool in Greece as early as the fourth century, it 

did not start to be generally used until the Modern Ages. 

Not until the eleventh century, when a young lady from 

what is known as Turkey brought her fork to Italy, (B) 

[doing / did] the way of eating with a fork reach Europe. 

By the fifteenth century the use of fork for eating was 

seen everywhere in Italy. However, English travellers 

thought (C) [it / this] Italian way of eating silly. Anyone 

who used a fork to eat with was laughed at in England 

for the next hundred years.

       

       (A)         (B)        (C)

 appeared ① ……    doing it             ……  

 was appeared ② ……doing it……  

 appeared ③ ……    did    this          …… 

 was appeared ④ ……did   this……  

 appeared ⑤ ……    did    it…… 

1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16)

 Design would very likely ① thrive in hard times. During 

the 1940s in  the economic slump after World War , Ⅱ

designers produced furniture and other products from 

cheap materials like plastic and plywood. Their products 

were not just cheap, but also beautiful and durable, ② 

which was a powerful combination. What designers do 

really well is to work in the conditions of scarcity, ③ 

coming up with  new ways of looking at what they have. 

④ How dark the economic picture may be, it can be a 

chance for designers to make an accessible design for a 

broad audience. They don't let risky times ⑤ dull their 

appetite for more creative design.

합판 베니어판                  * plywood : , 

포크는 사람들이 오래 전에 사용하기 시작한  

농기구이다 수백 년 동안 누구도 그것으로 . 

먹을 생각은 하지 않았다 세기에 그것이 그. 4

리스에서 식기로 나타났지만 현대가 되어서야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터키. 

인 곳에서 온 어떤 부인이 이탈리아로 포크를 

가져왔던 세기가 되어서야 포크로 먹는 방11

식이 유럽에 도착했다 세기 즈음에는 먹는 .  15

데 포크를 사용하는 것이 이탈리아의 어느 곳

에서나 목격되었다 그러나 영국인 여행자들. 

은 이러한 이탈리아의 먹는 방식을 어리석다

고 생각했다 그 다음 백년간 영국에서는 먹.  

는 데 포크를 사용하는 누구라도 비웃음을 샀

다.
포크 갈퀴fork : , 

비웃다laugh  at : 

디자인은 어려운 시절에 번창할 가능성이 크

다 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인 불황이었던 . 2

년대에 디자이너들은 플라스틱이나 베니1940

어합판과 같은 값싼 재료들로 가구와 그 밖의 

제품들을 만들었다 그들의 제품들은 가격이 . 

저렴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오래 쓸 수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효과적인 조합이었다. 

디자이너들이 정말 잘 하는 것은 부족한 상황

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가진 것을 바라

보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내는 것이다 경. 

제 상황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그것은 디자,  

이너들이 더 많은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 낼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어려운 시대가 보다 창의적인 디자인

을 향한 자신들의 욕망을 둔해지도록 하게 내

버려 두지는 않는다.

번창하다thrive : 

불황slump : 

내구성 있는durable : 
부족 결핍scarc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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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7)

 The violent opposition which Copernicus' new system 

met from the Church (A) [leading / led] subsequent 

commentators to suppose that he had delayed publication 

of his work through fear of the church authorities. There 

seems, however, to be no direct evidence supporting this 

opinion. It has been thought to be significant that 

Copernicus addressed his work to the Pope. It is, of 

course, quite (B) [conceivable / conceivably] that the aged 

astronomer might have wished by this means to 

demonstrate that he wrote in no spirit of hostility to the 

church. His address to the Pope might have been 

considered as a desirable shield precisely because the 

author recognized (C) [that / what] his work would have 

to confront criticism from the Church.

   (A)     (B)    (C)

led   ① conceivable what

led   ② conceivably that

led   ③ conceivable that

leading ④ conceivably that

leading ⑤ conceivably what

1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18)

 How salmon return to the correct shoreline region for 

spawning ① is not completely understood. It appears they 

use some form of "map and compass" navigation, ② it is 

based on information about position and direction of 

travel. This information most likely comes from some 

environmental cues, ③ including day length, the sun's 

position and the polarization of light that results from its  

angle in the sky, and the earth's magnetic field. ④ 

Whatever the specific mechanism is, as spawning time 

approaches, salmon have a seemingly inherited tendency 

to orient ⑤ themselves toward the area of the coastline 

where the specific waterway of their birth flows.

알을 낳다*spawn: 

의 새로운 가설이 교회로부터 받Corpernicus

게 된 극렬한 반대는 차후 주석가들로 하여금 

그가 교회당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책으로 출판하는 것을 지연시켰

다는 추측을 하도록 이끌었다 하지만 이런 . 

의견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가 교황에게 자신의 연구를 보고Corpernicus

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게 여겨져 왔다 물론 . 
그 연로한 천문학자가 이를 수단으로 자신은 

교회에 대한 아무런 적대감없이 책을 집필했

음을 증명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것은 꽤나 생

각할 수 있는 일이다 저자가 자신의 연구결. 

과가 교회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인식

했기 때문에 교황에 대한 그의 보고는 아마도 

바람직한 방어책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른다.

격렬한violent 

차후의subsequent 

주석가commentator 
출판publicat ion 

권위 당국authority ,  

적대감hostility 

연설하다address 

천문학자astronomer 
생각할 수 있는conceivable 

직면하다confront 

연어가 산란을 위해서 어떻게 정확한 해안 지

역으로 돌아오는지는 완전히 알려져 있지는 

않다 연어들은 어떤 형태의 지도와 나침반. ‘ ’ 

항법을 사용하는 것 같으며 그것은 이동의 , 
방향과 위치에 관한 정보에 기초한다 이러한 . 

정보는 낮의 길이 태양의 위치 그리고 하늘, 

에서 태양이 위치한 각도에 의해 생기는 빛의 

편광현상 지구의 자기장을 포함한 몇 가지 , 

환경적 단서들에서 나오는 것 같다 이런 특.  
수한 장치가 무엇이든 간에 산란기가 다가오

면 연어들은 그들이 태어난 특정한 수로가 있

는 해안 지역을 향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다.

알 산란하다spawn ,  
단서 신호 cue ,  물려받다 inherit 

방향을 잡다  분극 편광orient polarization 

구조 장치    자성의mechanism magnetic 

��� ��� ��������� ��� ��������� ��� ������



어법기출편 10

웨인의 잉글리시팩토리 SEIZE THE DAY                  (010-3338-3436)

19.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9)

Researchers found that the women (A) [assigning / 

assigned] to follow a low-fat diet did not have any 

additional protection against cancer or heart disease, and 

their weight was about the same as those following their 

usual diet. What's most striking here is not the result, 

but the fact that (B) [even / even though] these women 

agreed to participate in a study with a goal of 20% fat 

intake, and were given significant assistance, they were 

only able to bring it down to 29%. My patients' 

experiences, and I admit my own, support how difficult it 

is to control total fat intake. That's (C) [why / because] I 

encourage my patients to monitor what kinds of fats they 

eat, not just how much fat. I recommend a diet low in 

saturated fat, trans fat and cholesterol.

   (A) (B) (C)

assigning ① …… even …… why

assigning ② …… even though …… because

assigned ③ …… even …… why

assigned ④ …… even though …… why

assigned ⑤ …… even …… because

20.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20)

Seoul District Court last week ordered the removal of a 

respirator from a patient in a permanent vegetative state, 

① recognizing a person's right to die with dignity. The 

family of the 75-year-old woman who fell into a coma in 

February had filed a request in May to the court 

demanding that the hospital ② took her off life-support. 

In its ruling, the court said that the woman is unlikely 

③ to regain consciousness and be able to live without the 

aid of life-support and that the use of a respirator is  

medically meaningless. The court said that it could be 

presumed that ④ if she had been informed of her 

current condition and treatment, she would have 

preferred to remove the artificia l respirator and ⑤ die a 

natural death.

연구원들은 저지방 식단을 따르도록 지시를 

받은 여성들이 암이나 심장 질환에 대해서 어

떤 추가적인 보호를 받지 않았다는 것과 그들

의 몸무게가 일반적인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

과 거의 같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가장 눈.  

에 띄는 점은 결과가 아니라 비록 이런 여성

들이 의 지방 섭취를 목표로 하는 연구에 20%

참여하는 데 동의했고 상당한 도움을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단지 지방을 까지, 29%

만 떨어뜨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내 환자.  

들의 임상 경험은 물론 내 자신의 것도 인정, 

하지만 전체 지방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얼마, 

나 어려운지를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한 이.  
유로 나는 내 환자들에게 단지 얼마나 많은 

지방을 섭취하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종

류의 지방을 섭취하는지를 검토해 볼 것을 권

한다 나는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 그리고 . , , 

콜레스테롤이 낮은 식단을 추천한다.
할당하다 명하다assign , 

두드러진 눈에 띄는striking , 

포화 상태가 된 스며든saturated , 

지난 주 서울지방법원은 존엄하게 사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영구적인 식물인간 상태

에 있는 환자에게서 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

결했다 월에 혼수상태에 빠진 세 여성의 . 2 75

가족은 월에 병원이 그녀의 생명 유지 장치5
를 제거하게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 

판결에서 법원은 이 여성이 의식을 회복할 가

능성이 없으며 생명 유지 장치의 도움이 없이

는 살 수 없으며 호흡기 사용은 의학적으로 

의미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법원은 그녀가 현. 
재의 상황과 치료에 대해 알았다면 인공 호흡

기를 제거하고 자연사를 선택했을 것으로 추

정된다고 밝혔다.

호흡기respirator 

식물적인 생활의vegetative 
존엄성dignity 

추정하다pr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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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1)

Autism is a brain disorder that begins in early childhood, 
(A) [affected / affecting] about two to five children per 

1,000. It is a disability marked by slow development of 
physical, social, communication, and learning skills. For 

example, children with autism display immature speech 
and use words without attaching the customary meanings 

to (B) [them / themselves]. In addition, they are likely to 
display repetitive behaviors, such as rocking back and 

forth for long periods of time. They also have abnormal 
responses to sensations as well as abnormal ways of 

understanding people, objects, and events. (C) [Despite / 
Although] early behavioral or cognitive intervention can 

help children gain self-sufficiency as well as social and 
communication skills, there is  no known cure.

자폐증*autism : 

   (A) (B) (C)
affected ① them Despite

affected ② themselves Although
affecting ③ them Despite

affecting ④ them Although
affecting ⑤ themselves Although

22.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22)

The Senoi people of Malaysia are famous for their art of 

dream interpretation, ① which they practiced until 
recently. Traditionally, they used their dreams to control 

the 'awake' part of their life. Each day, adults used to ② 

meeting each other to discuss their dreams in  order to 

solve personal and community problems. At breakfast 
every day, children told their dreams to elder family 

members and ③ learned dream interpretation in the 
analysis that followed. For example, if a child had a 

nightmare about falling, his elders told him ④ that it 

was a wonderful dream; it was the quickest way to 
contact the spirit world, and there was nothing to ⑤ be 

afraid of. In this way, the Senoi lived peacefully within 
themselves and their society, without psychological 

problems, crime, or violence.

자폐증은 어릴 때 시작되는 뇌질환으로, 1000

명당 약 명의 아이들에게 발생한다 그것2~5 . 

은 신체 기능 사교술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  , ,  
학습기술이 느리게 발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이다 예를 들면 자폐증에 걸린 아. , 

이들은 미숙한 말하기를 보이며 통상적인 의,  

미를 붙이지 않은 어휘를 사용한다 게다가 . 

그들은 오랫동안 앞뒤로 몸을 흔드는 것과 같

은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 

은 또한 사람들 물건들 그리고 사건들을 비, ,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감각

에도 비정상적으로 반응한다 비록 초기에 행. 

동적 또는 인지적 개입을 하면 아이들이 스스

로 알아서 하고 사교술과 의사소통 기술을 , 

얻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알려진 치료, 

법은 없다.

무질서 장애 disorder : 

미숙한immature : 
습관적인customary : 

비정상적인abnormal : 

인지적인cognitive : 

간섭 조정intervention  : , 

말레이시아의 부족은 꿈을 해석하는 기Senoi 

술로 유명하며 그들은 최근까지 그 기술을 , 
실행하였다 전통적으로 그들의 생활에서 깨. , 

어 있는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 자신들의 꿈을 

이용했다 매일 어른들은 개인의 문제와 집단. 

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들의 꿈을 이야기하

기 위해 서로 만나곤 했다 매일 아침 식사 . 
때 아이들은 집안의 어른들에게 꿈을 이야기, 

하고 뒤따르는 분석을 통해 꿈 해몽을 배웠

다 예를 들어 아이가 추락하는 악몽을 꾸었. , 

다면 집안의 어른들은 아이에게 그 꿈은 길몽

으로 영혼의 세계와 접하는 가장 빠른 길이고 

두려워 할 것이 없다고 말해 주었다 이런 식. 

으로 사람들은 심리적인 문제 범죄 폭Senoi ,  , 

력 없이 스스로 그들의 사회 내에서 평화롭게 

살았다.

해석interpretation : 
분석analysis 

악몽 nightmare : 

심리적인psycholog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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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3)

Many fitness locations line exercise rooms with mirrors 

(A) [to allow / allow] you to watch your form as you 

work out. Yet a study found that those who exercised in 

front of a mirror felt less calm and more fatigued after 

30 minutes of working out (B) [than / as] those who 

exercised without staring at their reflection. The exercise 

chain Curves deliberately designs its  small gyms without 

mirrors so women can concentrate on the workout rather 

than on (C) [how / what] they look. Other gyms are also 

beginning to offer “ref lection-free” zones. If yours doesn’t, 

mention the idea to the gym manager.

   (A) (B) (C)

to allow ① than how

to allow ② as what

to allow ③ than what

allow ④ as what

allow ⑤ than how

24.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24)

My career as a music teacher is definitely my choice. Yet, 

① it was my father who motivated me to have such 

passion for music. He was not able to finish his music 

major course in college but still he managed ② to 

become a successful musician. Teaching music is a lso a 

passion for my dad. Not ③ knowing to many, he 

scheduled twice a week a session for music amateurs who 

wanted to learn how to play guitars without charging a 

single cent. This was a reason ④ why he gained a great 

reputation in our neighborhood. I would not sleep without 

my dad ⑤ playing a tune with his flute. There were also 

instances when I giggled aloud whenever he softly blew 

his trumpet just beside my ears.

많은 체력 관리 시설에서 당신이 운동하는 동

안 자세를 지켜볼 수 있도록 체육관에 거울을 

일렬로 세워둔다 하지만 한 연구에 의하면. , 
거울앞에서 분 동안 운동한 사람들은 거울30

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운동한 사

람들보다 덜 차분해지고 더 피곤함을 느꼈다

고 한다 체력 관리 체인점인 에서는 . Curves

여성들이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 보다는 운

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부러 작은 체육관을 

거울 없이 설계한다 다른 체육관에서도 자기 . “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 장소 즉 거울이 없는 ( ,  

장소 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만일 당신이 다)” . 

니는 체육관이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아이디,  
어를 체육관 담당자에게 말해주도록 하라.

일렬로 세우다 정렬시키다line , ：

영상 반사된 모습reflection , ：

에 집중하다concentrate on ~：

음악 교사로서 나의 경력은 분명히 나의 선택

이다 그러나 나에게 음악에 대한 그런 열정. ,  
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한 분은 나의 아버지였

다 그는 대학에서 음악 전공 과정을 마칠 수 . 

없었으나 어떻게든 성공한 음악가가 되었다. 

내 아버지에 게는 음악을 가르치는 것 역시 

하나의 열정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 
않았지만 그는 기타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 

음악 애호가들을 위하여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주일에 두 번 강습 일정을 짰다 이것이 바. 

로 그가 우리 이웃에서 평판이 좋은 이유였

다 나는 아버지가 플루트로 한 곡조를 연주. 
하셔야 잠들곤 했다 그가 내 귀 바로 옆에서 . 

트럼펫을 부드럽게 불 때마다 내가 크게 킥킥 

웃었던 경우도 있었다.

동기를 부여하다motivate：

명성reputation：

킥킥 웃다gi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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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5)

The school day itself is hardly designed to encourage 

serious study and concentration, (A) [divided / dividing] 

up into those 50-minute pieces of learning. Students move 

about the school like cars on a factory production line, 

having little pieces of geography or history or biology 

added at certain times and in a particular order. Most 

children cannot concentrate under these conditions. The 

very act of being taught all day by people who know 

better, or at least believe they know better, is enough to 

make any but the highly motivated students (B) [rebel / 

to rebel]. The only rationale behind the present system is 

that it makes administration and school bureaucracy easy, 

but it can never be called (C) [efficient / efficiently].

   (A) (B) (C)

divided rebel ① …… …… efficient

dividing to rebel ② … …… efficiently

divided ③ … to rebel …… efficient

dividing to rebel ④ … …… efficient

divided ⑤ … rebel …… efficiently

2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26)

There is an ocean of people who ① are now feeling so 

depressed that they have become resigned to the fact that 

they are in deep trouble. No wonder almost every single 

stock in the world has gone down significantly, ② mostly 

by half. What we all need to do is to sit down and calm 

down and go back to basics, and most important of all, 

③ shed our sense of pessimism. It is only with a sense 

of optimism, preferably accompanied by a sense of energy 

and laughter, ④ that we will be able to pick ourselves up 

from the depression. In particular, governments must 

immediately start infrastructure projects to increase 

employment, and they must force banks, particularly 

those that they have rescued, ⑤ lending to small 

businesses.

학교 생활 그 자체는 분씩의 학습으로 나뉘50

어져 진지한 학업과 집중을 고무시키도록 계

획되지는 못한다 학생들은 학교를 지리 약간. , 

역사 약간 혹은 생물 약간을 몇 시간씩 추가, 
하여 특정 순서로 하면서 마치 공장 생산라인

의 자동차처럼 학교 여기저기를 다닌다 대부. 

분의 아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집중할 수가 없

다 조금 더 알거나 혹은 적어도 조금 더 안. , 

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 하루 종일 배우는 

행위는 의욕적인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반발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현 시스템의 유. 

일한 이론적 설명은 그것이 행정과 학교 관료

제를 수월하게 만든다는 것이지만 그것은 절,  

대 효율적이라 부를 수 없다.
반항하다rebel : 

이론적 설명rationale : 

경영 행정administration : , 

관료 제bureaucracy : ( )

너무 낙담한 나머지 그들이 곤경에 빠져있다

는 사실에 체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도 그럴 것이 세계의 거의 모든 주식이 급격

하게 떨어졌고 대부분은 반으로 떨어졌다 우, . 

리가 해야 할 일은 앉아서 진정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 

비관주의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보다 바람직. 
하게 에너지와 웃음이 동반하는 낙관주의를 

가지고서만 우리는 불황으로부터 우리 스스, 

로를 회복시킬 수 있다 특히 정부는 고용을 . , 

증가하기 위해 사회 기반 시설 계획을 즉각적

으로 시작해야 하고 은행들 특히 정부가 구, , 
제한 은행들이 소규모 기업에 돈을 빌려주도

록 강제해야 한다.

체념한resigned : 

껍질 따위를 벗다shed : ( ) 

비관주의pessimism : 
낙관주의optimism : 

사회 기반 시설infrastru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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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27)

Mr. Brown wanted his students to learn math in the 

context of real life. He felt it was not enough for them 

just to work out problems from a book. To show his 

students how math could really help ① them, he held 

several contests during the year. The contests allowed his 

students ② to have fun while they practiced math and 

raised money. Once he filled a fishbowl with marbles, 

asked the students to guess how many marbles there 

were, and ③ awarded a free lunch to the winner. 

Another time they entered a contest to guess how many 

soda cans the back of a pickup truck ④ was held. To 

win, they had to practice their skills at estimating, 

multiplying, dividing, and measuring. They used ⑤ most 

of the prize money for an end-of-the-year field trip.

28.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8)

It is hard for street trees to survive with only foot-square 

holes in the pavement. The average life of a street tree 

surrounded by concrete and asphalt (A) [is / are] seven to 

fifteen years. Many factors underground determine if  a 

street tree will make it. If the soil is so dense that the 

roots cannot get in, it will surely die. If they can get in, 

there is  a better chance of getting the water and 

nutrients (B) [needing / needed] to survive. Another 

question is whether adequate water supplies are getting 

into the growing area. Some of the water comes from 

underground sources and some from rain, and it is hard 

to measure (C) [where / what] the tree is getting it. Of 

course, if the roots get into the sewers, they can get 

everything they need.

  (A)   (B) (C)

is ① needing where

is ② needing what

is ③ needed where

are ④ needing where

are ⑤ needed what

씨는 자신의 학생들이 실제 생활 속에Brown 

서 수학을 배우길 원한다 그는 그들이 단지 . 

책에 나온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학생들에게 수. 

학이 실제로 어떻게 그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지 보여 주기 위해 그해 동안 몇몇 경연대회, 

를 열었다 그 경연대회는 학생들로 하여금 . 

수학을 실습하고 돈을 모으는 동안 재미를 ,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일단 그는 구슬로 .  

어항을 채워 학생들에게 몇 개의 구슬이 들,  
어 있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요청했고 맞힌 , 

학생에게 상으로 무료 점심을 제공했다 또 . 

다른 때에 그들은 소형 오픈 트럭의 뒷부분,  

에 몇 개의 소다 캔이 들어가는지 알아맞히는 

경연대회에 참가했다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 
어림잡고 곱하고 나누고 치수를 재는 기술, , , 

들을 연습해야만 했다 그들은 상금의 대부분. 

을 연말 수학여행을 위해 사용했다.

어항fishbowl : 

구슬marble : 
수여하다 주다award : , 

소형 오픈 트럭 pickup truck 

어림잡다estimate : 

가로수들이 포장도로에 나 있는 겨우 평방피

트 정도의 구멍에서 살아남기는 어렵다 콘크. 

리트와 아스팔트에 둘러싸인 가로수의 평균 

수명은 년 내지 년이다 지하의 많은 요인7 15 . 

들이 가로수가 살아남을지를 결정짓는다 만. 
약 토양의 밀도가 매우 높아 뿌리가 들어갈 

수 없다면 그것은 분명 죽게 될 것이다 만약 ,  . 

그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면 살아남기 위해 , 

필요한 물과 양분을 얻을 더 좋은 기회가 생

기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자라는 부분에 적. 
절하게 물이 공급되는가이다 물의 일부는 지. 

하의 수원지에서 오고 일부는 비에서 공급되, 

는데 그 나무가 어디에서 물을 얻는지 추정, 

하기는 어렵다 물론 뿌리가 하수도에 들어가. , 

면 그것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포장 도로pavement : 

뿌리root : 

양분nutrient : 

밀집한 빽빽한 den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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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9)

A few miles from where I live is Avebury one of the ―

most fascinating and extraordinary relics of our distant 

past. It is a strange place, full of magic, (A) [where / 

which] certainly art and religion were practiced together. 

It is four thousand years old, and it's so large that it (B) 

[will require / must have required] an enormous feat of 

the ancients to raise those great stones into those circles. 

And it wasn't for things like defense or for living in: it 

was for practicing rituals. If we could, by imagination, go 

back to that time and (C) [see / to see] the people 

moving about, we would f ind that they danced to music, 

sang, and dressed themselves in particular clothes, 

because at that time, relig ion and art were inseparable.

   (A) (B) (C)

where ① will require see

where ② must have required see

where ③ must have required to see

which ④ must have required see

which ⑤ will require to see

30.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30)

Years ago, there was a very wealthy man who, with his 

devoted young son, ① he shared a passion for art 

collecting. Together they traveled around the world, ② 

adding only the finest art treasures to their collection. 

Priceless works by Picasso, Van Gogh, Monet, and many 

③ others adorned the walls of the family estate. The 

widowed, elderly man looked on with satisfaction as his 

only son became an ④ experienced art collector. The 

son's trained eye and sharp business mind caused his 

father ⑤ to beam with pride as they dealt with art 

collectors around the world.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우리의 먼 과거의 가장 매혹적이고 대단한 유

적들 중 하나인 가 있다 그것은 매력Avebury . 
으로 가득찬 이상한 곳으로 그 곳에서 분명, 

히 예술과 종교가 함께 실행되었다 그것은 .  4

천 년이나 되었으며 너무나 커서 그러한 거대

한 돌들을 끌어올려 그러한 원형으로 넣는 데

는 고대 문명인의 엄청난 공적을 필요로 했음

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것은 방어와 같은 일.  

들이나 그 안에서 살기 위한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식을 수행하기 위한 곳이었다 만약 . 

우리가 상상에 의해 그 때로 돌아가서 그 사

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 
는 그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부

르며 특별한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을 것인데 왜냐 하면 그 당시에, 

는 종교와 예술이 분리될 수 없었기 때문이

다.
유적 유물relics , 

공 적 위업feat ( ), 

의식ritual 

몇 년 전에 자신의 헌신전인 젊은 아들과 함

께 미술품 수집하는 것에 열정을 함께 나눈 

매우 부유한 남자가 있었다 그들은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수집품에 단지 

가장 훌륭한 미술적 보물만을 더했다 피카소.  , 

반 고흐 모네의 귀중한 작품들과 다른 많은 ,  
작품들이 그 가정의 재산의 내벽을 장식했다. 

홀아비가 된 나이 지긋한 남자는 자신의 외아

들이 경험 많은 미술품 수집가가 되었을 때 

만족하며 지켜보았다 아들의 단련된 안목과 . 

예리한 사업가적 기질은 그들이 전 세계에 있

는 미술 수집가들과 거래를 할 때 그의 아버

지가 자랑스럽게 밝게 미소 지을 수 있게 했

다.

헌신적인devoted 

꾸미다 장식하다adorn ,  
재산estate 

미망인 홀아비 이 된widowed ( )

빛나다 밝게 미소 짓다b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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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1)

First written in 2005 by Stephenie Meyer, Twilight was 

ranked number 5 on the New York's Bestseller list and is 

now translated in 20 different languages. Inspired by a 

dream she had in 2003 about a vampire boy, a human 

girl, and a forbidden love between them, Meyer (A) 

[created / creating] Edward Cullen and Isabella Swan. 

The story of how Isabella moved to the small town of 

Forks, Washington where she met Edward (B) [has / is] 

told from Isabella's  perspective. Twilight is  not perfect; it 

has discouragingly large number of pages and there are 

too many adjectives. Other than that, (C) [it / which] is 

so entertaining that it's difficult to put down.

   (A) (B) (C)

created has it① …… ……

created has which② …… ……

created is it③ …… …… 

creating ④ … is which…… 

creating ⑤ … is it…… 

32.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32)

Humans have eaten bread before ① recorded history. 

Bread is made of wheat and the people in Egypt and 

Mesopotamia have cultivated wheat. In the British 

Museum there is one actual loaf of bread ② displayed. 

Paintings in the Egyptian pyramids show that the dead 

③ buries with loaves of bread. It is said that this loaf of 

bread is more than 4,000 years old. The Greeks learned 

how to make bread from the Egyptians and in turn ④ 

spread the practice all over Europe. In Greece a personal 

social status could be known by the color of the bread: 

the darker the bread, the ⑤ lower the social status. It is

said that the Romans and the Greeks liked their bread 

white.

에 의하여 년도에 처음 Stephenie Meyer 2005

쓰여 졌던 은 뉴욕의 베스트셀러 <Twilight>

리스트 위에 올랐고 현재 개의 다른 언어5 20
로 번역되었다 그녀가 년에 꾸었던 뱀파. 2003

이어 소년과 인간 소녀 그리고 그들의 금지, 

된 사랑에 대한 꿈에서 영감을 얻어 는 Meyer

과 을 창조했다Edward Cullen Isabe lla Swan . 

가 를 만난 워싱턴 주 의 Isabe lla Edward Forks
작은 마을로 가 어떻게 이사를 오게 Isabella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녀의 관점에서 

서술된다 은 완벽하지 않다 즉. <Twilight> . , 

기를 꺾도록 페이지가 많고 형용사도 너무 많

다 그것만 아니면 이는 너무 즐거워서 책을 . ,  (
손에서 놓기가 어렵다) .

기를 꺾도록discouragingly: 

형용사adjective: 

인간은 기록된 역사 이전부터 빵을 먹어 왔

다 빵은 밀로 만들어지는데 이집트와 메소포. 

타미아의 사람들이 밀을 길렀다 영국 박물관.  

엔 실제 빵 덩어리 하나가 전시되어 있다 이.  

집트 피라미드에 있는 그림들은 죽은 자들이 

빵 덩어리들과 함께 묻혔음을 보여 준다 이 . 

빵은 년도 더 되었다고 한다 그리스 인4,000 . 

들은 이집트인들에게서 빵 만드는 법을 배운 

다음 유럽 전체로 그 기술을 퍼뜨렸다 그리. 

스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빵의 색깔로 알 

수 있었는데 빵이 진한 색일수록 사회적 지위

는 낮았다 로마 인들과 그리스 인들은 빵이 .  

하얀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기르다cultiv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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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3)

In China it has never been rare for emperors to paint, 

but Huizong took it so seriously that the entire Northern 

Song Dynasty is thought (A) [to fall / to have fallen] 

because of it. He was from a long line of artistic 

emperors, who added to the Imperial collections and held 

discussions about painting, calligraphy, and art collecting. 

Collecting was easy for Huizong ― if he wanted a 

painting, the owner would have to hand it over. When he 

inherited the throne, at age nineteen, (B) [it / which] was 

expected that he would continue his ancestors’ royal 

patronage. This he did, but spent so much of the next 

twenty-five years (C) [involving / involved] in art that he 

ignored his official duties.

   (A) (B) (C)

to fall① it involved

to fall② which involving

to have fallen③ it involving

to have fallen④ it involved

to have fallen⑤ which involved

34.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34)

Energize your life by starting each day with gratitude. 

When you wake up, before you do anything else, stop and 

count your blessings. Then find something special about 

each day ① that you can be thankful. It’s a great way to 

get each day ② started on a positive note, and it can 

make a major difference throughout the day. ③ Actively 

practicing gratitude on a regular basis will keep you in 

touch with the very best of your possibilities. It will 

enable you to see opportunities and utilize resources 

which may otherwise have remained ④ hidden. So in a 

very real sense it will add value to each moment of the 

day. There are many good things in your life, waiting for 

you to fully appreciate and enjoy. When you do this, 

those positive things will grow ⑤ even stronger.

중국에서는 황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흔한 

일이었으나 은 이것을 너무 진지하게 , Huizong
받아들여 북송조 전체가 이로 인해 붕괴했다

고 여겨진다 그는 여러 대에 걸쳐 예술을 애. 
호하는 황제 가문의 출신으로 이 황제들은 , 
황제의 소장품을 늘렸으며 그림 서예 예술, , , 
품 수집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다( ) . 

에게는 예술품 수집이 쉬운 일이었다Huizong -
그가 그림을 원하면 그림의 주인은 그것을 넘

겨주어야만 했다 그가 세의 나이에 왕좌를 . 19
계승했을 때 그가 당연히 자기 조상들처럼 , 
예술에 대한 후원을 계속할거라고 다들 예상( ) 

하였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하였다 그렇지만 , . 
그는 그 후 즉위 년 동안 너무나 많은 시( ) 25
간을 예술에 파묻혀 지내 공식적인 의무를 소

홀히 했다. 
황제emperor  

황제의 소장품Imperial collections 
서예calligraphy 

을 넘겨주다hand ~over ~
를 계승하다 재산권리 등을 상속inherit ~ , ( · ) 

하다 물려받다 , 
왕좌throne 

보호 후원 단골patronage , , 
소홀히 하다ignore 

공식적인 의무official duties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함으로써 삶에 

활력을 더하라 일어나면 다른 일을 하기 전.  
에 잠깐 멈춰서 당신이 받은 축복을 세어보, 
라 그런 다음 당신이 감사할 수 있는 그날 . 
하루의 특별한 것을 찾아라 긍정적인 마음가.  
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

이며 이것은 그날 내내 큰 차이를 만들어 낼 , 
수 있다 규칙적으로 감사함을 적극적으로 행. 
하는 것은 당신이 지닌 최상의 가능성을 계속

해서 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것은 당신으.  
로 하여금 기회를 인식하고 규칙적으로 감사,  
함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면 묻혔을 지도 모를 

당신의 재원 능력 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것( )
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 이것은 . , , 
하루하루의 매 순간에 가치를 더해줄 것이다. 
당신의 삶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당신. 
이 그것을 찾아 누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당( ) . 
신이 그렇게 할 때 이런 긍정적인 것들은 훨

씬 더 강해질 것이다. 
활력을 더하다energize 
감사gratitude 
축복blessing 

긍정적인 마음가짐positive note 
규칙적으로on a regular basis  

재원능력 을 활용하다utilize resources ( )
묻혔을 지도 모may have remained hidden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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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5)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manufacturers have learned 

that they must 'automate, or evaporate.' Companies that 

make everything from automobiles to Oreo Cookies know 

that adding robots to assembly lines allows the human 

employees to produce faster and more (A) [efficiently / 

efficient]. However, automating manufacturing processes 

has also reduced the number of jobs (B) [which / in 

which] workers can earn a decent living. When workers 

aren't losing their jobs to the countries that provide 

cheaper labor a practice known as outsourcing they ─ ─ 

are losing (C) [them / themselves] to machines as 

businesses desperately seek to improve productivity.

   (A) (B) (C)

efficiently ① which themselves

efficient ② which them

efficiently ③ in which them

efficient ④ which themselves

efficiently ⑤ in which themselves

3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36)

A psychology class that had been learning about the 

effects of positive reinforcement on test subjects people ─

who ① are told they are doing well and so consequently 

do well decided to try an experiment on their teacher. ─

One half of the class smiled appreciatively at everything 

he said, and managed to look ② interested throughout 

the entire class. Meanwhile, the other half of the class 

pretended to ignore the lesson and ③ look bored. Within 

a few minutes, the teacher began to focus all of his 

attention on the enthusiastic group ④ while ignoring the 

other half of the class. Later that day, the students wrote 

up their observations, and ⑤ rewarded with top marks.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조업자들은 자동화하지 ‘

않으면 사라진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동차’ . 

에서부터 쿠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Oreo 

만드는 회사들은 조립 라인에 자동 기계 장치

를 투입하게 되면 직원들이 더 빠르고 더 효

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제조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은 . 

또한 노동자들이 제대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

는 일자리의 수를 줄이고 말았다 회사들이 . 
필사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함에 따라 

노동자들이 아웃소싱으로 알려져 있는 관행, 

즉 보다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나라들에

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들

은 기계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

다.

증발하다evaporate 

조립 라인assembly line 

적당한decent 

경영 외주 제작 업무의 외outsourcing , ( ) 《 》

부 위탁

필사적으로desperately 

생산성productivity 

긍정적 강화가 실험 대상자들 잘하고 있다는 -

말을 듣고서 결과적으로 잘하게 되는 사람들-

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학습해 왔던 심리학 

수업을 듣는 학급의 학생들은 그들의 선생님

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 보기로 결정했다 학. 
급 학생의 절반은 그가 말한 모든 내용에 대

해 충분히 이해해 미소를 지었고 수업 시간 ,  

내내 어떤 식으로건 흥미를 느끼는 듯이 보이

려 했다 한편 그 학급의 나머지 절반의 학생.  , 

들은 수업을 무시하고 지루한 척했다 몇 분 .  
이내에 선생님은 모든 관심을 열정적인 집단, 

에 집중시키기 시작했고 학급의 나머지 절반, 

의 학생들을 무시해 버렸다 그 날 늦게 학생. , 

들은 자신들의 관찰 결과를 적어 냈고 최고, 

의 점수로 보상을 받았다.
심리학psychology 

강화reinforcement 

실험 대상자subject 

따라서 결과적으로conse quently , 

충분히 이해하여appreciatively 
어떻게든 해내다manage to do ~

관찰observation 

보상을 주다re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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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37)

Mobile phones belonging to hospital staff were found to 

be tainted with bacteria and may be a source of 

hospital-acquired infections. 95 percent of the mobile 

phones ① were contaminated with at least one type of 

bacteria with the potentia l to cause illness ② ranging 

from minor skin irritations to deadly diseases. Only 10 

percent of staff regularly cleaned their phones. Several 

strains of drug-resistant bacteria are generally harmless 

to healthy people but can become lethal to hospital 

patients in ③ weakened conditions. The researchers noted 

that more studies were needed to confirm their findings, 

④ which were based on a relatively small sampling. But 

they called for common-sense measures to help reduce the 

risk of contamination, especially ⑤ frequently cleaning of 

phones.

38.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8)

My husband and I are purchasing a house (A) [whose / 

where] the current owner is a chain smoker. We are 

concerned about the odor the years of smoking in this 

house might leave behind. All the floor surfaces 

throughout the home are hardwood and all the walls are 

plaster. We will be painting all the walls and the ceilings 

and re-finishing the hardwood before moving in. I am 

wondering (B) [that / if]  there are any recommendations 

you might have to "treat" the surfaces to make the smoke 

smell gone before the painting and re-finishing occurs. We 

would sincerely appreciate any advice anyone (C) [offers / 

offering] to make this horrible smoke odor disappear.

   (A) (B) (C)

whose if offering① …… …… 

whose that ② …… … offers

where if offering③ …… …… 

where if offers④ …… …… 

where that ⑤ …… … offers

병원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이 박테

리아에 오염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아마

도 병원에서 감염된 병의 원인일 수도 있다. 

휴대폰의 퍼센트는 작은 피부염증으로부터 95

치명적인 질병에 이르는 질병을 초래하는 잠

재성을 가진 적어도 한 가지 유형의 박테리아

에 오염되어 있다 단지 퍼센트의 직원만이 .  10

규칙적으로 자기의 전화기를 청소하였다 몇. 

몇 약품에 저항력을 가진 박테리아의 종들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해가 없으나 몸이 약화된 ( ) 
상태에 있는 병원의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일 수 있다 연구자들은 자기들의 연구 결. 

과를 확인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연구 결과가 상대, 

적으로 작은 샘플 조사에 토대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염의 위험성을 감소시. 

키는 데 기여하는 상식 수준의 조치 특히 전, 

화기를 종종 청소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오염시키다taint : 

감염infection : 
오염시키다contaminate : 

염증irritat ion : 

종 변종strain : , 

치명적인lethal : 

나와 남편은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소유

한 집을 사려고 합니다 우리는 수 년 동안 . 

집안에서 피운 담배로 인해 생긴 악취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 전체 바닥 표면은 . 

단단한 목재로 되어 있으며 벽은 회반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하기 전에 모든 벽과 천.  

장에 색을 칠하고 바닥에 마감 공사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색칠과 마감 공사를 하기 전.  
에 담배 냄새가 다 사라지도록 표면을 처리‘ ’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역한 냄새가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을 알려 주시면 어떠한 조언이라도 매우 감사

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골초 애연가chain smoker : , 

냄새 악취odor : , 

회반죽pla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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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9)

Prior to World War II, less than one-fifth of the U.S. 
population lived in the suburbs, residential areas 
surrounding cities, (A) [which / they] expanded urban 
lifestyles into previously rural areas. After World War II, 
the expansion of interstate highway systems, including 
*loops around major cities, made (B) [easier / it easier] 
for disenchanted city dwellers to leave the congestion of 
the city and move into surrounding neighborhoods, from 
which they could easily commute to their jobs. The 
shortage of housing in many cities, combined with rapid 
economic expansion, government-subsidized loans, and 
moderately priced housing in outlying areas, (C) [made / 
making] suburban living attractive and economically 
practical for working-class and middle-class families. 

철도 전차 등의 환상선*loop: ( · ) ( )環狀線

   (A) (B) (C)
which ① easier made
which ② easier making
which ③ it easier made
they ④ easier making
they ⑤ it easier making

40.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40)

As the train neared the resort town on the coast ① 

where I was going to spend my two-week vacation, I got 
up from my seat, wandering up the aisle to stretch my 
legs for a few minutes. When I turned to go back to my 
seat, I happened to glance down the aisle and ② sit a 
few rows back was a man, an incessant talker, and it 
used to take hours to get away from him once he started 
a conversation. I was not at all sorry when he moved 
away from our neighborhood. We ③ had not seen each 
other since then, and I certainly did not want to spoil 
my vacation by renewing an acquaintance with him now. 
Luckily at that moment he was much too busy ④ talking 
to the man next to him to catch sight of me. I slipped 
past him back to my seat, took down my two suitcases, 
and carried them to the other end of the car so that I ⑤ 

could be ready to get off the train as soon as it pulled 
into the station.

제 차 세계 대전 이전에 미국 인구의 분의 2 5 1

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도시를 둘러싼 주거 

지역인 교외에 살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도시,  
의 생활 양식을 이전 농촌 지역으로 확대시켰

다 제 차 세계 대전 이후에 주요 도시 주변. 2

의 환상선들을 포함한 각 주간의 고속도로 체

계의 확장으로 인해 환상에서 깨어난 도시 거

주자들이 보다 쉽게 혼잡한 도시를 떠나 주변 

이웃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 곳으로부

터 그들은 쉽게 직장으로 통근할 수 있었다. 

급속한 경제 발전과 결합된 많은 도시들의 주

택 부족 정부 보조금이 있는 융자금과 외곽,  

에 있는 적절한 가격의 주택으로 인해 교외의 

삶은 근로자 계층과 중산 계층의 가정에 매력

적이고 경제적으로 실용적이 되었다.

에 앞서 전에prior to  , (before)∼

각 주간의interstate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다disenchant 
인구의 밀집 교통장소의 혼잡congestion ( ) , ( · ) 

보조금을 지급하다subsidize 

중심 부 에서 떨어진 외진outlying ( ) , 

기차가 내가 주간 휴가를 보낼 해안의 휴양 2
도시에 가까이 왔을 때 나는 내 자리에서 일

어나 다리를 풀기 위해 몇 분간 통로를 돌아

다녔다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려고 돌아섰을 . 

때 나는 우연히 통로를 대충 훑어보았다 끊. 

임없이 떠드는 사람인 한 남자가 몇 줄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가 한 번 대화를 시작하면 

그로부터 벗어나는 데 몇 시간씩 걸리곤 했

다 나는 그가 우리 동네에서 이사 갔을 때 . 

전혀 섭섭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우리는 서. 

로 만난 적이 없었고 나는 확실히 이제 그와 

다시 알고 지내서 내 휴가를 망치고 싶지 않

았다 다행히 그 순간 그는 옆 사람에게 이야. 

기하느라 너무 분주해서 나를 볼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슬쩍 지나쳐 내 자리로 돌아와서 

내 여행 가방 두 개를 내려서는 기차가 역에 

들어오자마자 내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것

들을 객차의 반대편 끝에 옮겨 놓았다.

통로aisle 

대강 훑어보다glance 

끊임없는incessant 
교제acquaintance 

미끄러지듯 가다 살짝 들어가다slip , 

열차가 역에 들어오다pull int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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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41)

Finding rescue in the desert is a ll about making your 

presence ① known. The best way to do this is to be 

seen. If you're in a car, open your hood and ② tie a 

handkerchief around your antenna. If you leave your car 

in search of help, leave a note on your windshield ③ 

detailed who you are and which direction you're headed 

for. If you're on foot in the cool evening hours, gather up 

whatever you can ④ to spell out a message for low-flying 

planes. Rocks, logs, anything will do as long as you can 

make it large enough ⑤ to be seen. That is, make a 

"help" or an "SOS" sign.

42.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42)

While it's fairly obvious that dishing out genuine praise is 

a great idea, it's surprising how few people do it. There 

seem to be several reasons for this. Some people are too 

shy to deliver praise; it makes them (A) [them / whom] 

uncomfortable. Others feel that people "don't need praise" 

or that they already know how wonderful they are. (B) 

[Overcome / Overcoming] these or other objections might 

be difficult, but it's nevertheless worth the effort. The 

truth is, most people don't get nearly enough praise and 

could always use more. When I think of the kindest 

people I know, all of (C) [feel / felt] are in the habit of 

dishing out compliments. It's hard not to like someone 

who is in the habit of praising others.

   (A) (B) (C)

feel Overcome ① …… …… them

feel Overcome ② …… …… whom

feel Overcoming them③ …… …… 

felt Overcoming whom④ …… …… 

felt Overcome ⑤ …… …… them

사막에서 구조대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여러

분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 일을 하기.  

에 가장 좋은 방법은 눈에 뜨이는 것이다 만.  

약 당신이 차 안에 있다면 엔진 뚜껑을 열고 ,  

안테나에 손수건 같은 것을 묶어라 만약 도.  
움을 구하러 차를 떠나야 한다면 당신이 누,  

구인지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설명하는 

쪽지를 차창에 남겨 두어라 시원한 저녁 시. 

간대에 걷는 중이라면 낮게 비행하는 비행기, 

에 메시지를 명확히 전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 

모아 두어라 바위들 통나무들 어떤 것이든 . ,  , 

보이기에 충분히 크게 할 수만 있다면 괜찮

다 즉 도와줘요 나 라는 신호를 만들. , “ ” “SOS”

어라.

자동차의 엔진뚜껑hood: ( ) 
자동차 앞유리windsh ield: 

명확히 말하다spe ll out: 

하는 한as long as: ~

진솔한 칭찬을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는 것

은 아주 분명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 
거의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것에 대.  

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어떤 .  

사람들은 칭찬을 하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할 

수 있다 그래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다.  . 

른 사람들은 사람들이 칭찬을 필요로 하지 “
않으며 또는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미 ”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저런 반대를 . 

극복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 

그러한 노력은 가치가 있다 사실 대부분의 . 

사람들은 거의 충분한 칭찬을 받고 있지 않으

며 더 많은 칭찬을 항상 베풀 수 있다 내가 . 

알고 있는 가장 친절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면 그들은 모두 칭찬을 나누어 주는 습관이 , 

있는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습. 

관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어렵

다.

나누다 아낌없이 제공하다dish out : , 

진정한genuine : 

극복하다overcome : 

그럼에도 불구하고neverthel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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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43)

Many dishes have fill-ins just as movie stars do. When I 

get my lights and cameras ① to set up, I remove the 

fill-in and put in the real thing. Sometimes I have to 

brush the meat with its juices because it may have dried 

out. And when I'm shooting something like tomatoes, I 

always carry water to spray them with dew just before I 

shoot. Shooting dishes outdoors ② has its own problems. 

I'm always worrying about flies or worms ③ crawling up 

a glass. I also worry that a dog may come up from 

behind and run off with the food. Once I was shooting a 

piece of cheese outdoors and needed something to make 

its color ④ beautiful. Finally I found it: a weed with 

lovely blue flowers. When the shot ⑤ appeared, several 

people were horrified the weed was belladonna, a toxic ─ 

대역 대용품plant!                                *f ill-in: , 

44.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44)

The moon travels across the sky at a rate of roughly 13.5

degrees per day, and stars in the path of the moon (A) 

[end / ends] up being hidden as a result of this 

movement. The moon appears large to the eye because it 

is close to the earth, and this means that many stars are 

hidden by the moon as it moves. (B) [If / Whether] or 

not a lunar cover-up occurs depends on the relative 

position of the moon, the stars, and the observer. Since 

the positions of the stars are known to an extremely high 

degree of accuracy, if the position of the person 

performing an observation and the time at which the 

observation was made are (C) [accurately / accurate] 

known, it is  possible to determine the position of the 

moon.

   (A) (B) (C)

end ① …… If …… accurately

end ② …… Whether …… accurate

end ③ …… Whether …… accurately

ends ④ …… Whether …… accurate

ends ⑤ …… If …… accurately

많은 음식들은 영화배우들이 그러는 것처럼 

대용품을 가지고 있다 나는 조명과 카메라를 . 

설치시킬 때 대용품을 들어내고 진짜 음식을 , 

집어넣는다 나는 고기가 말라버렸을지 모르. 
기 때문에 고기에 육즙을 발라야 할 때도 있

다 그리고 토마토와 같은 것의 사진을 찍어. 

야 할 때 나는 항상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 

사진 찍기 바로 전에 그것들에 이슬방울을 뿌

린다 야외에서 음식의 사진을 찍는 데에는 . 
특별한 문제들이 있다 나는 항상 잔 위로 기. 

어 올라가는 파리나 곤충들에 대해 걱정한다. 

나는 또한 개가 뒤에서 다가와서 음식을 가지

고 도망가 버릴까봐 걱정한다 한번은 내가 . 

야외에서 치즈 조각의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색깔을 아름답게 만들 무언가가 필요했다 마. 

침내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름다운 .  

파란 꽃을 가진 풀이었다 사진이 나타났을 . 

때 몇몇 사람들은 소름 끼쳐했다 그 풀은 유.  

독 식물인 벨라도나였던 것이다!
기어가다crawl: 

달은 하루에 대략 도의 비율로 하늘을 가13.5

로질러 움직이며 이 운동 때문에 이 달의 행, 

로에 있는 별들이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게 된

다 달은 지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 

에 크게 보이며 이것이 달이 움직일 때 이 , 

달에 의해 많은 별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이

유이다 달에 의한 차단이 일어나느냐 아니냐. 

는 달과 별들과 관찰자의 상대적 위치에 달려

있다 별들의 위치가 매우 정확하게 알려져 . 

있기에 관찰자의 위치와 그 관찰을 하는 시, 

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달의 위치를 측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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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45)

Relations between people are very personalized in the 

Arab culture. Friendships start and develop quickly. But 

the Arab concept of friendship, with its rights and duties, 

①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in the West. Westerners, 

especially Americans, tend to think of a friend as 

someone whose company ② they enjoy. A friend can ③ 

be asked for help if necessary, but it is considered poor 

form to cultivate a friendship primarily for ④ what can 

be gained from that person. Among Arabs, also, a friend 

is someone one knows and likes. However, equally 

important to the relationship is the duty of a friend to 

give help and ⑤ does favors to the best of his or her 

ability. 

46.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46)

 My personal trainer sometimes gives me an odd piece of 

advice during workouts: "Relax your face." For a long 

time, I found this advice confusing. Isn't hard physical 

training supposed to (A) [be expressed / express] in 

grimaces? I thought of the face as a pressure-relief valve 

that helps emit the pain the body is experiencing. But 

the trainer suggested I think about it the other way 

around - that (B) [controls / controlling]  the face can 

help control the mind. I was skeptical until I read a 

paper in the January issue of th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That paper led me to other 

papers, and it turns out (C) [that / what] the trainer is 

right: The face isn't a pressure- relief valve. 

       (A)            (B)            (C) 

 be expressed ① controls that 

 be expressed ② controlling that 

 be expressed ③ controlling what 

 express ④ controls what 

 express ⑤ controlling what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아랍 문화에서는 아주 

개인적이다 우정은 빨리 시작되고 발전한다. . 

그러나 권리와 의무 때문에 우정에 대한 아, 

랍의 개념은 서구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 

서구인들 특히 미국인돌은 친구란 자신들이 , 
그 사람과의 교제를 즐기는 어떤 사람으로 여

기는 경향이 있다 필요하면 친구에게 도움을 . 

청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게서 , 

얻어 낼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우정을 돈독히 

하는 것은 비열한 형태로 여겨진다 아랍인들 . 
사이에서도 친구란 자신이 알고 있으며 좋아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힘닿는 데까지 도움을 . 

주오 호의를 베푸는 친구의 의무가 그 관계에 

똑같이 중요하다.

개인화하다person alize : 
우정 따위 를 돈독히 하려고 애쓰cultivate : ( )

다

힘닿는 데까지to the best of one's ability : 

내 개인 트레이너는 때때로 나에게 운동하는 

동안 얼굴의 긴장을 풀어라 라는 이상한 충고‘ .’

를 한마디 해 준다 오랫동안 나는 이 충고가 . 

혼동을 준다고 생각했다 신체적으로  힘든 . 

운동은 얼굴의 찡그림으로 나타나기 마련 아

닌가 나는 얼굴을 신체가 경험하고 있는 고? 
통을 발산하는 것을 돕는 감압 밸브로 생각했

다 그러나 트레이너는 내가 그것을 반대로. , 

즉 얼굴을 조절하는 것이 마음을 조절하는 ,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을 제안했

다 나는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월호에서 한 논문을 읽을 때까지 Psychology 1

회의적이었다 그 논문 때문에 나는 다른 논. 

문들을 보았고 결국 그 트레이너가 옳은 것,  

으로 판명 났다 즉 얼굴은 감압 밸브가 아니. . 

다.
강압 밸브pressure-re lief valve : 

발산하다em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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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47)

  No matter what we are shopping for, it is  not 

primarily a brand we are choosing, but a culture, or 

rather the  people associated with that culture. (A) 

[Whatever / Whether] you wear torn jeans or like to 

recite poetry, by doing so you make a statement of 

belonging to a group of people. Who we believe we are 

(B) [is / are] a result of the choices we make about who 

we want to be like, and we subsequently demonstrate 

this desired likeness to others in various and often subtle 

ways. Artificial as this process is, this is what becomes 

our ‘identity,’ an identity (C) [grounded / grounding] on 

all the superficia l differences we distinguish between 

ourselves and others. This, after all, is what we are 

shopping for: self-identity, knowledge of who we are.

      (A)             (B)           (C)

Whatever① …… is …… grounded

Whatever② …… are …… grounding

Whether③ …… is …… grounded

Whether④ …… are …… grounding

Whether⑤ …… are …… grounded

4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48)

Almost every day I play a game with myself ① that I 

call ‘time machine.’ I made it up in response to my 

erroneous belief that what I was all worked up about was 

really important. ② To play ‘time machine’ all you have 

to do is to imagine that whatever circumstance you are 

dealing with is not happening right now but a year from 

now. It might be an argument with your spouse, a 

mistake, or a lost opportunity, but it is ③ highly likely 

that a year from now you are not going to care. It will 

be one more irrelevant detail in your life. While this 

simple game will not solve ④ every your problems, it can 

give you an enormous amount of needed perspective. I 

find myself laughing at things that I used to ⑤ take far 

too seriously.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던 간에 우리가 , 

선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표가 아니라 문

화이거나 오히려 그 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당신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던 시를 암송. 

하기를 좋아하던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한 , ,  

집단의 사람들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비슷

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만드

는 선택들의 결과이며 우리는 그 결과 다양, 

하고 종종 미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

슷해지려는 이런 욕망을 나타낸다 비록 이런 .  

과정이 인위적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  ‘ ’, 

즉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식별하

는 모든 피상적인 차이들에 기초를 둔 정체성

이 되는 것이다 요컨대 이것이 우리가 상품. , 

을 구매하는 목적이며 자아 정체성 즉 우리, , 

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아는 것이다. 

본래 근본적으로primarily ,  
암송하다recite 

결과로서 그 후subsequently , 

증명하다 논증하다demonstrate , 

미묘한subtle 

인위적인artificial 
동일함 정체성identity , 

피상적인superficial 

거의 매일 나는 내가 타임머신 이라고 부르는 ‘ ’
게임을 혼자서 한다 나는 뭔가에 나 자신이 . 

대단히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나

의 잘못된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그것을 만들

었다 타임머신 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 ‘ ’

해야 하는 것의 전부는 당신이 다루고 있는 

어떠한 상황도 당장이 아니라 지금부터 일 년 

후에 발생한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그것은 배.  

우자와의 논쟁 실수 또는 놓쳐버린 기회일 ,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년 후에는 당신이 그, 1 (

것에 신경을 쓰지 않을 가능성은 아주 높다) .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또 하나의 관련 없는 

세세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게. 

임이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지라

도 그것은 당신에게 필요한 관점을 대단히 , 

많이 줄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이 과거에 너. 
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일에 대해 웃어넘

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에 응하여in response to  ~

잘못된 틀린erroneous , 

에 좌절감을 느끼다 be  worked u p about ~
상황circumstance 

배우자spouse 

관련 없는irre levant 

관점 시각 perspect 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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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49)

One of the deepest of all the human hungers ① is the 
desire to be understood, cherished, and honored. Yet, in 
these fast-paced days, too many people believe that 
listening involves nothing more than waiting for the other 
person to stop ② talking. To make matters worse, while 
that person is speaking, we are all too often using that 
time to formulate our own response, rather than 
empathizing with the point ③ being made. Taking the 
time to truly understand the other person's point of view 
shows that you value what they have to say and ④ cares 
about them as a person. When you start "getting behind 
the eyeballs" of the person who is speaking and try to 
see the world from their perspective, you will connect 
with them deeply and build a high-trust relationship ⑤ 

that lasts. We have two ears and one mouth for a 
reason: to listen twice as much as we speak.

50.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50)

Fossils are the remains of animals or plants that have 
been preserved in rock formations for many centuries. 
Scientists know from fossils that a certain kind of fish, 
the coelacanth, lived in the ocean more than 350 million 
years ago. This fish has been thought to have disappeared 
about 70 million years ago. So, you can imagine how (A) 
[surprising / surprised] scientists were, when in 1938, a 
fisherman in South Africa caught a live coelacanth the ─

very fish that they thought (B) [was / it was] extinct 
even before the dinosaur died out! Since 1938, a number 
of coelacanths have been caught, proving that the fish 
has survived in great numbers. The amazing thing is (C) 
[what / that] these coelacanths, which are about 5 feet 
long and weigh 125 pounds, look no different today than 
they did 350 million years ago!

     (A) (B) (C)
surprising ① was what
surprised ② it was that
surprising ③ it was what
surprised ④ was what
surprised ⑤ was that

인간의 모든 열망 중에서 가장 깊은 것 중 하

나는 이해받고 소중히 여겨지며 존중받고 싶, ,  

은 욕구이다 하지만 이러한 빠른 속도의 나.  

날들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경청하는 것, 

이 단지 다른 사람이 말을 멈추기를 기다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 설상가상으로 그 . ,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만들어지

고 있는 요점에 감정 이입을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반응을 명확하게 말하는 데 모두 그 

시간을 너무 자주 사용하고 있다 시간을 내.  
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

은 당신이 그들이 말해야 하는 것을 가치있게 

여기며 그들을 한 인간으로서 관심을 갖는다

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당신이 말하고 있.  

는 사람의 안구 뒤쪽에 이르기 시작하고 세‘ ’ 
상을 그들의 관점에서 보려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들과 깊이 관련이 되며 지속되는 , 

높은 신뢰 관계를 쌓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 . 

가지 이유 우리가 말하는 만큼의 배로 경2─ 

청하는 것 때문에 개의 귀와 개의 입을 2 1─ 

갖고 있다.

공식화하다 명확하게 말하다formulate , 

에 감정 이입을 하다empathize with ~

관점perspect ive 

화석은 수세기 동안 암석의 형성에서 보존되

어 온 동물이나 식물의 잔해이다 과학자들은 . 

어떤 종류의 물고기 즉 실러캔스가 억 천, 3 5

만 년 이전에 살았다는 것을 화석으로부터 알

고 있다 이 물고기는 약 천만 년 전에 사라. 7

졌었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과학자들이 . 1938

년에 남아프리카의 한 어부가 공룡이 멸종되

기 전에 멸종되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물고기

인 살아 있는 실러캔스를 잡았을 때 과학자들

이 얼마나 놀랐는지를 당신은 상상할 수 있

다 년 이후로 많은 실러캔스가 잡혔는데! 1938 , 

그것은 그 물고기가 다량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놀라운 일은 길이가 약 피트. 5

이고 무게가 파운드가 나가는 이 실러캔스125
들은 그것들이 억 천만 년 전에 그러했던 3 5

것보다 오늘날 결코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

이다!

실러캔스 현존하는 중생대의coelacanth 《

강극어 의 일종( )腔棘魚 》

멸종하다die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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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51)

Bess Truman, the wife of Harry Truman, was probably 

the nicest and most frugal first lady to ever live in the 

White House. Like her husband, Bess Truman ① was 

considered extremely down-to-earth, and she was proud of 

her frugal ways, ② which did not change with her status. 

③ During her time in the White House, she never spent 

more than three dollars on a manicure. Instead of having 

an in-house hairdresser, she used to have her hair ④

styled outside of the White House. Known for her ability 

to remember the names of everyone she met at state 

affairs, Bess also made it a habit to personally ⑤ 

answering the letters she received as the president's wife.  

현실적인*down-to-earth: 

52.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52)

I love the Olympics. I love the awe-inspiring display of 

physical and mental strength. Michael Phelps did what 

many thought (A) [was / it was] impossible winning 8 ─ 

gold medals out of 8 events and breaking 7 world records 

in the process. Still, (B) [being / having] witnessed his 

incredible triumphs, I couldn't help but wonder what his 

next challenge would be. One of the recurrent themes 

during the Olympics is about what each athlete had to 

overcome to win the gold. From being 25 years older 

than the youngest competitor to (C) [suffer / suffering] 

through physical injuries, there's probably not one 

Olympic athlete who didn't have to undergo years of 

struggle and sacrifice.

   (A) (B) (C)

was ① …… being …… suffer

was ② …… having …… suffering

it was ③ …… having …… suffer

it was ④ …… being …… suffering

it was ⑤ …… having …… suffering

미국 제 대 대통령의 부인Harry Truman( 33 )

인 은 아마도 백악관에서 살았Bess Truman

던 가장 친절하고 가장 검소한 영부인이었을 , 

것이다 남편처럼 도 지극히 현. Bess Truman

실적인 사람이라 여겨졌고 그녀도 자신의 검, 
소한 방식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지위가 변했어도 변하지 않았

다 백악관에 있는 동안에 그녀는 손톱 손질. 

을 하는 데 달러 이상을 쓴 적이 없었다 그3 . 

녀는 관내에 전속 미용사를 두는 대신 백악( ) , 
관 밖에서 머리를 손질했다 는 국가적 . Bess

행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

하는 능력으로 유명했으며 또한 대통령 부인, 

으로써 받은 편지에 개인적으로 답장하는 것

을 습관화했다.
검약한 소박한frugal: ,  

공적인 행사 국가적인 행사state affair: , 

나는 올림픽을 사랑한다 나는 신체적 힘과 . 
정신적 힘이 장엄하게 펼쳐지는 것을 사랑한

다 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 Michael Phelps

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해 냈는데 그는 개의 8

경기에서 개의 금메달을 땄고 그 과정에서 8 7

개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그래도 나는 그. 
의 놀라운 승리를 목격하고 나서도 그의 다음 

도전이 무엇이 될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

었다 올림픽이 치러지는 동안에 반복되는 주. 

제 중 하나는 각각의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 극복해야 했던 것이다 가장 젊은 .  
경쟁자보다 살 더 많은 것에서부터 신체 부25

상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의 분투와 희생을 겪을 필요가 없었던 올

림픽 운동선수는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외경심을 일으키는 장엄한awe-inspirin g: , 
재발 재현 하는recurrent: [ ]

겪다unde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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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53)

Farmers plow more and more fields ① to produce more 

food for the increasing population. This increases pressure 

on our soil resources. Farmers plow soil to improve ② it 

for crops. They turn and loosen the soil, ③ leaving it in 

the best condition for farming. However, this process 

removes the important plant cover that holds soil 

particles in place, making soil ④ defenselessly to wind 

and water erosion. Sometimes, the wind blows soil from a 

plowed field. Soil erosion in many places occurs at a ⑤

much faster rate than the natural processes of weathering 

can replace it.

54.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54)

Unquestionably, the arts play a significant role in any 

society. They can be used to commemorate events or 

individuals. Or they often teach moral lessons or values 

(A) [considered / considering] important in a society and 

are also used to send political messages or draw attention 

to social issues. Yet the question is posed (B) [which /

whether] the arts should reflect society’s standards or 

question them. Art and artists are also severely criticized 

for being elitist,  for not making art that would appeal to 

ordinary people. It is (C) [because / because of] their 

communicative properties that intense debates continue 

over the true role of the arts in today’s world. 

      (A)      (B)    (C)

considered①    whether because

considered②    which because

considered③    whether because of

considering④    which because of

considering⑤    whether because

농부들은 늘어나는 인구를 위해 필요한 더 많

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하여 점점 더 많은 농

경지를 경작한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토양 . 

자원에 가하는 압박이 증가하게 된다 농부들. 

은 농작물이 자라기 좋게 하기 위해 땅을 갈

아엎는다 그들은 토양을 뒤엎고 느슨하게 만. 

들어서 농사짓기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만든, 

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토양의 . 

미세 입자들을 붙잡아 두는 중요한 역할을 하

는 땅 표면의 식물들이 없어지게 되어 토양, 
은 바람이나 물에 의한 침식에 대해 무방비 

상태가 된다 때로 바람이 갈아엎어놓은 경작. 

지에서 흙을 날려 버리기도 한다 많은 곳에.  

서 자연적인 풍화작용에 의해 대체되는 속도

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토양의 침식이 일

어난다.

입자 미립자particle : , 

무방비한defense less : 

침식 부식erosion : , 

의심할 여지없이 어떤 사회에서나 예술은 중, 

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사건이나 사람을 . 

기념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혹은 그것.  

은 종종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도덕

적인 교훈이나 가치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정

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사회적 문제에 대

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예술이 사회의 기준을 반영해야 . 

하는지 아니면 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야 하

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예술과 예술가.  
는 또한 엘리트주의라는 즉 일반대중의 마음, 

을 끄는 예술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는 신랄한 

비난을 받는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예술의 올. 

바른 역할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는 이

유는 바로 예술의 소통적 특성 때문이다.
의심할 여지없이unquestionably : 

중요한 의미심장한sign ificant : , 

기념하다commemorate : 

도덕적인 교훈moral : , 

반영하다reflect : 
심하게 혹독하게severe ly : , 

엘리트 주의자elitist : 

마음을 끌다 호소하다appeal : , 

강렬한intense : 

논쟁 논쟁하다 토의하다de bat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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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55)

Lead, a heavy metal found naturally in the environment 

and in many common consumer products, (A) [serving / 

serves] no purpose in the human body. But most of us 

have a small amount in our bodies because it’s so 

prevalent in our surroundings. In adults, a low level of 

lead exposure isn’t considered (B) [dangerous / 

dangerously]. But in babies and young kids whose brains 

are still developing, even a small amount of lead can 

cause learning disabilities and behavioral problems. At 

higher levels, lead exposure can cause seizures, coma, and 

even death. In  the United States, most at risk are kids 

who live in houses built before 1978, when the use of 

lead-containing paints in households was banned, or who 

(C) [is / are] exposed to lead through a parent’s occupation.

발작  * seizure: 

   (A)     (B)   (C)

serving dangerous is① …… ……  

serving dangerously is② …… …… 

serves dangerous are③ ……  ……  

serves dangerously are④ ……  …… 

serves dangerous is⑤ ……  ……   

5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56)

Billions of years ago, Mars had a lot more air even –

though it is primarily carbon dioxide, not the 

nitrogenoxygen mix we breathe on Earth than it – ① does 

today. Ancient Martian lake-beds and river channels tell 

the tale of a planet covered by abundant water and ② 

wrapped in an atmosphere thick enough to prevent that 

water from evaporating into space. Some researchers 

believe the atmosphere of Mars was once as thick as ③ 

Earth’s. Today, however, all those lakes and rivers are 

dry, and the atmospheric pressure on Mars is only 1% ④ 

those of Earth at sea-level. A cup of water placed ⑤ 

almost anywhere on the Martian surface would quickly 

and violently boil away a result of the super-low air –

pressure.

환경과 많은 일반 소비용품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중급속인 납은 인체에 아무 쓸모가 

없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주변 환경에서 아. 
주 흔해서 우리들 대부분은 체내에 소량을 가

지고 있다 성인들에게 있어 낮은 수준의 납. , 

에 노출되는 것은 위험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두뇌가 여전히 발달하고 있는 아기들

과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적은 양의 납, 
도 학습 장애와 행동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높은 수준으로 납에 노출되는 것은 발작 혼, 

수상태 심지어는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 

미국에서 위험에 처한 대다수는 가정에서 납, ,  

을 포함하고 있는 페인트 사용이 금지된 1978
년 이전에 지어진 집에 사는 아이들이나 부모

의 직업을 통해 납에 노출된 아이들이다.

납lead 

중금속heavy mental 

쓸모가 없다serve no purpose 
흔한 널리 유행하는prevalent , 

주변 환경surroundin gs , 

노출exposure 

무능 무기력disability , 

행동상의behavioral 
혼수상태coma 

금지하다ban 

수십억 년 전에 화성은 오늘날 가지고 있는 , 
것보다 훨씬 많은 공기를 비록 그것이 우리가 -
지구에서 호흡하는 질소 산소 혼합물이 아니-
라 주로 이산화탄소일지라도 가지고 있었다- . 
오래전 화성의 호수 바닥과 강바닥은 풍부한 

물로 덮여 있었고 그 물이 우주 공간으로 증

발하는 것을 막아줄 만큼 두터운 대기에 싸여 

있던 한 행성의 이야기를 말해준다 어떤 학.  
자들은 화성의 대기가 한때는 지구의 대기만

큼 두터웠다고 믿는다 하지만 오늘난 그 모. , 
든 호수와 강들은 말랐고 화성의 대기압은 , 
지구의 해수면에서의 대기압의 밖에 되지 1%
않는다 화성의 표면 어디에 놓여있든지 간에 . 
한 컵의 물은 엄청나게 낮은 기압의 결과로 

빠르고 맹렬히 끓어 없어질 것이다.
수십억의billions of 

처음에는 주로primarily ,  
질소nitrogen 
호수바닥lake-bed 
강바닥channel 
풍부한abun dant 
증발하다evaporate 

해수면sea-level 
맹렬하게violently 
끓어서 증발하다 boil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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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57)

The character who fascinated me was the Incredible Hulk 

who raged against a frightening world that misunderstood 

him. In normal life, he was a government scientist who 

had to struggle desperately to keep his temper (A) 

[because / because of] his own anger set off a reaction in 

his body that transformed him uncontrollably into a brute 

of destructive power. The Hulk broke through the walls 

of fear I’d been carrying inside me and (B) [freeing / 

freed] me to feel everything I had been repressing: the 

pride and power over my own life. Suddenly I had a 

fantasy self who could show me (C) [that / what] it felt 

like to be unafraid of my own desires and the world’s 

disapproval, and to be free enough to fly into the sky 

with a mighty leap.

   (A) (B) (C)

because ① …… freed …… what

because ② …… freeing …… what

because ③ …… freed …… that

because of ④ …… freed …… that

because of ⑤ …… freeing …… that

5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58)

The swimming competition was a great spectacle with 

over 1100 competitors from all over Finland for the race 

of a weekend, some serious about their winning and some 

just ① taking part for the love of ice pool swimming. In 

Finland, about 10 percent of the population have tried ice 

pool swimming. Luckily for us the winter this year has 

been ② exceptionally mild. During our stay it was 

generally hovering around -5 degrees ─ ③ much milder 

than usual. One woman told us that she remembered ④ 

to swim when the air temperature was -36 degrees. On 

the Saturday of the competition the sky was clear blue 

and the temperature was very cold about -10 degrees. ─ 

But this competition showed a really great atmosphere 

and was really well ⑤ organized.

나름 매혹시킨 인물은 자신을 오해하는 무서. 

운 세상을 상대로 분노를 표현하는 Incre dible 

였다 평상시에 그는 필사적으로 자기의 Hulk . 

화를 참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정부 기관의 과

학자였는데 자신의 분노가 자신도 조절할 수 , 
없는 파괴적인 힘을 가진 짐승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몸속 반응을 촉발하기 때문이었

다 는 나의 내면에 지니고 있는 두려움. Hulk

의 벽을 깨고 내가 억제 하고 있었던 모든 

것 즉 내 인생에 대한 자부심과 통제력을 내. 
가 느낄 수 있도록 나를 해방 시켰다 갑자기 .  

나는 환상 속의 자아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 

이 나에게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비난을 두려

워하지 않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그리고 강.  

력한 도약으로 하늘로 날아오를 만큼 자유로

워지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를 보여주었다.

매료시키다fascinate 

놀라운 굉장한incre dible . 

격분하다rage 

화를 참다keep one's temper 
을 촉발시키다set off . ..

통제할 수 없이uncontrollably 

짐승 짐승같은 사람brute . 

파괴적인destructive 

억제하다repress 
반대 비난disapproval . 

강력한mighty 

도약leap 

수영 대회는 주말의 경기를 위해 핀란드 전역

에서 온 명이 넘는 주자들로 장관을 이루1100

고 있었는데 몇 명은 승리에 대해 진지하였.  

고 몇 명은 단지 얼음 수영에 대한 단순한 애

정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핀란드에서는 전. 

체 인구 중 대략 퍼센트 정도의 사람들이 10
얼음 수영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운이 .  

좋게도 이번 해의 겨울이 예외적으로 온화한 

기후를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가 머무르는 동. 

안 온도가 영하 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었는5

데 평소보다 매우 포근한 기온이었다 한 여. . 
성은 우리에게 수은주가 영하 도였을 때 수36

영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말해 주었다 경. 

기가 있던 토요일에 하늘은 맑았고 기온이 영

하 도정도로 매우 추웠다 그렇지만 이번 10 . 

경기는 매우 멋진 분위기를 보여주었고 정말 

체계적이었다.

장관spectacle 

경쟁자competitor 

예외적으로exceptionally 

온화한 따뜻한mild .  
근처를 맴돌다hover 

정교하게 de lic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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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59)

One of the many great family traditions my wonderful 

mother created for us was having a family meal every 

day. No matter (A) [how / what] activ ities we had on the 

go, my father, my brother, and I were duty-bound to 

come home for dinner, where we could share our stories 

about the day. My dad would often go around the dinner 

table and ask us to share one new thing we (B) [have / 

had] learned. Or he would pull out a newspaper clipping 

and engage us in a lively discussion relating to the story. 

The special tradition of a daily family meal brought our 

family closer and gave me many happy memories. It is  a 

tradition I have now brought into my own family life, 

and (C) [one / some] I hope my children will continue.

   (A) (B) (C)

how ① …… have …… one

how ② …… had …… some

what ③ …… had …… some

what ④ …… have …… some

what ⑤ …… had …… one

60.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

In response to nearly two days of angry online 

commentary, Amazon.com said on Monday that “an 

embarrassing cataloging error” had caused thousands of 

books on its site ① to lose their sales rankings and 

become harder to find in searches. In an e-mailed 

statement that came late Monday, Amazon said 57,310 

books in several broad categories ② had affected. Many 

of the these titles disappeared from basic searches. For 

example, Nathaniel Frank, the author of the 

well-reviewed “Unfriendly Fire,” ③ searched Amazon’s 

home page for his book last weekend, but could not find 

a link to the hardcover edition of his book. In an 

interview he said, “I believe it was an error. I don’t think 

it was ④ anything malicious they were trying to do.” But 

⑤ other authors didn’t agree with him.

나의 멋진 엄마가 우리를 위해 만든 많은 훌

륭한 가족전통들 중 하나는 매일 가족 식사를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  
더라도 아빠와 형과 나는 저녁식사를 하러 , 

집에 올 의무가 있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우리

는 그 날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식탁 주위를 돌아다니시며 우리들에

게 우리가 배웠던 새로운 것 한 가지를 공유

하자고 요청하시곤 했다 혹은 가위로 오려 . 

낸 기사를 꺼내서 그 기사에 관련된 활발한 

토론에 우리를 끌어들이곤 했다 매일하는 가.  

족 식사의 그 특별한 전통은 가족을 더 가깝

게 해주었으며 나에게 많은 행복한 기억을 주

었다 그것은 이제 내가 꾸린 내 가족으로 가. 

져온 전통이고 내 아이들이 계속하기를 희망

하는 전통이다.

바쁘게 끊임없이 활동하는on the go 

의무로서 해야 할duty-boun d .. .
신문잡지등의 오려낸 기사clipping ( . ) 

사람을 끌어들이다engage ( )

거의 이틀 동안의 분노에 찬 온라인상의 비판

에 부응하여 은 월요일에 당혹스Amazon.com “
러운 분류상의 실수 가 그 사이트의 수천 권”

의 책들이 판매 순위를 잃고 검색에서 찾기가 

어려워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월요일 늦게 이. 

메일로 도착한 성명에서 은 몇 가지 Amazon

넓은 범주에서 권의 책들이 영향을 받57,310
았다고 말했다 많은 책들이 기본 검색엣 사.  

라졌다 예를 들면 좋은 평가를 받은 . , 

의 저자인 <Unfriendly Fire> Nathaniel 

는 지난 주말에 자신의 책을 의 Frank Amazon

홈페이지에서 검색했지만 그의 책의 하드 커

버판에 연결된 링크를 찾을 수 없었다 한 인. 

터부에서 그는 말했다 나는 그것이 실수라고 . “

믿습니다 나는 그들이 뭔가 악랄할 것을 하. 

려고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작.”

가들은 그에게 동의하지 않았다.
논평 주석commentary . 

분류하다catalog 

순위ranking 

언급 성명statement . 

범주 종류category . 
비평하다review 링크 고리link .  

두꺼운 표지hardcover 

판edition 부당한 악의 있는   malicio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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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61)

The story is told of a native from a remote mountain 

village (A) [who / which] had the opportunity to visit a 

large modern city for the first time. He was amazed at 

the electric lights which he saw everywhere. So he bought 

some electric light bulbs and sockets with switches he 

could turn off and on. Arriving home, he hung them in 

front of his house. Everyone watched him with curiosity 

(B) [ask / and asked] him what he was doing, but he just 

smiled and said, “Just wait until dark you’ll see.” ─ 

When night came, he turned on the switches, but nothing 

happened. No one had told him about electricity. He did 

not know the light bulbs were useless unless (C) 

[connecting / connected] to a power source.

   (A) (B) (C)

who ① …… ask …… connecting

who ② …… and asked connected……

who ③ …… and asked connecting……

which and asked connected④ …… ……

which ask ⑤ …… …… connecting

62.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2)

I was working a really hectic job in Scotland, where I 

worked in a room for 12 hours a day that ① was filled 

with computer screens, no daylight and no fresh air. It 

was a nightmare. One day I heard about this guy who 

was skateboarding the length of the UK for charity, and 

then the width of Australia. I asked his advice and got a 

skateboard, ② teaching myself to skateboard. For there 

was no one else around to skateboard with. It was tough, 

but ③ interesting. I quit my job, joined his support crew 

in Australia (the journey was called Boardfree), and ④ 

raised money for kids’ charities in the process. I’m now 

used to ⑤ ride my skateboard as my new method of 

fitness training, transportation and happy-making!

그 이야기는 난생 처음 거대한 현대 도시를 

방문할 기회를 가진 외딴 산골 마을의 한 토

착민에 관한 것이다 그는 그가 도처에서 보. 

았던 전등에 놀랐다 그래서 그는 한 자루의 . 

전구와 전등을 끄고 켤 수 있는 스위치가 달

린 소켓을 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그. 

의 집 앞에 전구들을 달았다 모든 사람들은 .  

호기심으로 그를 지켜봤고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단지 웃으며 어두워질 , “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알게 될 겁니다 라고 , ”
말했다 밤이 되어 그가 스위치를 켰지만 아. 

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도 그에게 전. 

기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 

전구가 전력의 공급원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전구는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외딴 먼remote , 

에 놀라다be  amazed at ... ~

호기심curiosity 

나는 스코틀랜드에서 매우 바쁜 직장에서 일

하고 있었는데 컴퓨터 스크린들로 가득 차 , 
있고 햇빛도 신선한 공기는 없는 방안에서 , 

하루에 시간동안 일했다 그것은 악몽과 같12 . 

았다 어느 날 나는 자선기금모금을 위해 스. , 

케이트보드를 타고 영국을 종단하고 나서 호

주를 횡단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의 조언을 요청했고 스케이트보드를 

구입해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을 혼자 배웠다. 

왜냐하면 내 주위에는 스케이트보드를 함께 

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어려웠.  

지만 재미있었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호주. 
에서 그의 지원단에 합류했다 그 여행은 (

로 불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Boardfree ) 

이들의 자선활동을 위한 기금을 모금했다 현. 

재 나는 체력훈련 교통수단 그리고 행복을 , , 

만드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스케이트보드를 타

는 데 익숙해져 있다.

매우 바쁜hectic 

악몽nightmare 

자선 자선기금charity , 

힘든tough 그만두다quit 
동료crew 건강함 체력fitness . 

교통수단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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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3)

Are you painting your world? Are you taking up the tools 

necessary to start painting on your canvas ① called life? 

Can you vision your life and what you want to see ② 

accomplished? Are you getting the proper tools to make 

that happen? We all have a great opportunity to create 

our own unique life. It may take a few times ③ to look 

at where you are, and you may make some adjustments 

here and there, but the great thing about your life is ④ 

that it is your own. No one can paint it for you. People 

can suggest colors, techniques, or even how to paint it, 

but only you can see it in your mind. Only you can 

make your life the way you truly want it ⑤ to see to 

the world.

64.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64)

To change your pet’s behavior you must remember that 

you and your pet are not the same species. Too many of 

you think of your pets as humans when it comes to (A) 

[modify / modifying] behavior problems, but your pets do 

not think the same way that you do. Many “bad” 

behaviors start because a dog becomes bored. Your dog 

tips over the trash can whenever he (B) [is left / leaves] 

alone. You try scolding and shaking him in front of the 

mess, but he continues to dump the trash. He cowers 

down and has a guilty look when you arrive home. By 

offering your dog something he can do (C) [that / it] you 

find acceptable, he will not be tempted to destroy your 

valuables.

   (A) (B) (C)

modify ① is left it

modify ② leaves that

modify ③ is left that

modifying ④ leaves it

modifying ⑤ is left that

당신은 당신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가 당신은 ? 

삶이라고 불리는 당신의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집어 들

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삶과 당신이 성취? 

되기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가 당신은 그것이 일어나게 할 적절? 

한 도구들을 얻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우리 ? 

자신의 독특한 삶을 만들 큰 기회를 갖고 있

다 당신이 있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 몇 번 . 

필요할지 모르고 당신이 이곳저곳에서 몇 가

지 조정을 할지도 모르지만 당신의 삶에 대해 

위대한 것은 그것이 당신 자신의 것이라는 것

이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위해 그것을 그릴 . 

수 없다 사람들이 색깔 기법 또는 심지어 그.  , 

것을 그리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지만 당신만

이 그것을 당신의 마음속에서 볼 수 있다 당.  

신만이 당신의 삶이 세상에 보여 지기를 진정

으로 바라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만들 수 

있다.

마음에 그리다 상상하다vision , 
조정 조절adjustment ,  

여러분의 애완동물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여

러분과 여러분의 애완동물이 같은 종이 아니

라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한다 여러분 .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동에 대한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에 관해서라면 여러분의 애완동

물을 인간으로 여기지만 여러분의 애완동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

각하지 않는다 개는 지루해지기 때문에 많은 . 

나쁜행동이 시작된다 여러분의 개는 혼자 남‘ ’ . 

아 있게 될 때마다 쓰레기통을 뒤집어엎는다. 

여러분은 시험 삼아 쓰레기 더미 앞에서 개를 

꾸짖고 흔들어 보지만 개는 계속해서 쓰레기

를 쏟는다 여러분이 집에 도착할 때 개는 움. 

츠리고 죄책감을 보이는 표정을 짓는다 여러. 

분이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의 개가 할 수 있는 것을 개에게 제공

함으로써 개는 여러분의 귀중품을 망가뜨리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을 것이다.

변경하다 수정하다modify , 

뒤집어엎다tip over 

어질러진 것 쓰레기 더미mess , 
추위공포 등으로 움츠리다cower ( · ) 

유혹하다 할 기분이 나게 하다temp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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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65)

I work in an organization (A) [where / which] people use 

email to arrange a meeting for lunch with someone two 

desks away. Three weeks ago, 150 of our engineers 

participated in the first of what will be ongoing "Zero 

Email Fridays." It's an experiment to encourage direct 

contact among co-workers. And it's a month long trial 

that's (B) [designing / designed] to encourage people to 

phone each other or meet up face to face. The idea 

behind this is, of course, that it will encourage more 

direct, free-flowing communication and a better exchange 

of ideas. Getting up and walking across the corridor to 

talk to someone is a simple activity that contributes to 

(C) [build / building]] personal networks.

   (A) (B) (C)

where designing build① …… …… 

where designed ② …… …… build

where designed ③ …… …… building

which designing building④ …… …… 

which designed ⑤ …… …… build

6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6)

No one in the last 100 years has been more widely 

recognized as a genius ① than Einstein. Yet his problems 

with early intellectual development and his peculiar gift 

② cast great doubt on all our conventional ideas about 

genius, intelligence or "I.Q." While Einstein showed early 

defects in abilities ③ that our mental tests value, his 

special intellectual faculties went far beyond most 

definitions of intelligence. Moreover, their growth 

appeared peculiarly ④ gradual, contradicting the popular 

conception of intelligence as something inborn and fixed. 

Aptitudes that he had learned rather than inherited were 

⑤ apparent as crucial to his genius as any powers of 

intellect.

나는 두 책상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과

도 점심 약속을 정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메일

을 이용하는 그런 단체에서 일한다 주 전에 .  3

우리 기술자 명이 이메일 없는 금요일 이150 “ ”
라는 것에 최초로 참여했다 그것은 직장 동. 

료들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을 권장하기 위한 

하나의 실험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전. 

화하거나 얼굴을 맞대어 만나도록 고무시키기 

위해 고안된 한 달 간의 시도였다 물론 이것. 
의 이면에 있는 생각은 그렇게 하면 좀 더 직

접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아이디어의 더 

나은 교류가 장려될 것이라는 것이다 누군가. 

와 대화하기 위해 일어나 복도를 가로질러 걷

는 것은 사적인 교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간단한 활동이다.

조정하다arrange: 

진행 중의ongoing: 

자유로이 흐르는free-flowing: 

복도corridor: 

지난 년 동안 어느 누구도 아인슈타인보다 100

더 널리 천재로 인정되는 사람은 없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그의 지능발달에 , 

있어서의 문제점과 특별한 재능은 천재니 지

능이니 혹은 지능지수 니 하는 것에 대한 IQ( )

우리의 모든 통념들에 큰 의문을 제기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의 지능검사에서 중요시 되

는 능력 면에서 어렸을 때는 결함을 보인 사

람이었지만 그의 특별한 지적재능에 있어서, 
만은 지능에 대한 대부분의 기준을 훨씬 능가

했었다 더욱이 그 특별한 지적 재능들의 발. 

달은 특히 서서히 이루어졌던 것처럼 보이는

데 그것은 지능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고, 

정되는 것이라는 우리의 보편적 상식을 부정

하는 것이었다 그가 타고나지 않고 후천적으. 

로 터득한 재능들은 그를 천재로 만드는 데 

다른 어떤 지능의 힘만큼이나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독특한 고유의peculiar: , 
쏟다 던지다cast: , 

전통적인conventional: 

능력 재능faculty: , 

을 훨씬 넘다 능가하다go far beyon d: ~ , 

부정하다 반박하다contradict : , 
타고난 천부의inborn: , 

능력 재능aptitu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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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67)

Every year, new roller coasters are built (A) [what / that] 

are bigger, faster, and wilder than ever. Tower rides are 

dropping us farther. Flat rides are spinning us with 

unimaginable new twists. It all seemed like good clean 

fun until June 2, 2001 when a young woman was found 

(B) [unconsciously / unconscious] after a three-minute ride 

on the Goliath roller coaster at Six Flags Magic Mountain 

in Valencia, California. People rushed her to a nearby 

hospital, (C) [there / where] she was pronounced dead. 

The Los Angeles County official attributed her death to a 

pre-existing condition. The woman had a serious brain 

problem that could have broken at any time.

   (A) (B) (C)

what ① …… unconsciously …… there

what ② …… unconscious …… where

that ③ …… unconscious …… where

that ④ …… unconscious …… there

that ⑤ …… unconsciously …… there

6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8)

A middle school teacher was showing a video ① regarding 

the Revolutionary War to his "less advance" class. Before 

turning on the video, he told them that the video would 

show actors ② who portrayed different historical people 

such as John Adams or Thomas Jefferson. ③ Turned on 

the video, he watched the students as they watched the 

video. An actor portraying George Washington appeared. 

"Hey," he heard one boy ④ say, as he nudged his friend 

nearby, "is that George Washington?" His friend stared at 

him with utter contempt. "Stupid!" his friend whispered 

back. "This video's in color. They didn't have color 

videotape back then. If it ⑤ were George Washington, it 

would be in black and white!"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nudge: 

매년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크고 더 빠르고, , , 

더 거친 새로운 롤러코스터가 만들어진다 높. 

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코스는 우리를 더 

멀리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수평 코스는 상상. 
하기 어려울 정도로 새로운 비틀기로 우리를 

회전시키고 있다 주 에 있. California Valencia

는 에서 Six Flags Magic Mountain Goliath 

롤러코스터를 분간 탄 후 의식 불명의 상태3

로 발견된 젊은 여자의 일이 터진 년 월 2001 6
일까지는 그 모든 것이 깔끔한 즐거움처럼 2

보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 

하였으나 그곳에서 그녀는 사망 판정을 받았

다 의 관리는 그녀의 죽. Los Ange les County

음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녀의 상태로 돌

렸다 그녀는 뇌에 언제라도 터질 수 있었던 .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비틀기twist : 

선언하다pronounce: 

를 의 탓으로 돌리다attribute A to B: A B

한 중학교 교사가 성적이 낮은 반 학생들에‘ ’ 

게 미국 독립 전쟁에 관한 비디오를 보여 주

고 있었다 비디오를 틀어 주기 전에 그는 학. 
생들에게 비디오에서 나 John Adams Thomas 

과 같은 역사적인 인물들을 연기하는 Jefferson

배우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디오를 . 

틀고 나서 그는 학생들이 비디오를 볼 때 그, 

들을 관찰했다 을 연기하. George Wash ington
는 배우가 나왔다 그는 한 남학생이 옆에 있. 

는 친구를 팔꿈치로 슬쩍 찌르면서 야 저 사“ , 

람이 이지 라고 말하는 George Wash ington ?”

것을 들었다 그의 친구는 완전히 경멸하는 . 

눈초리로 그를 보았다 그 친구는 바보 같으.  “
니라고 라고 속삭이며 대답했다 이 비디오!” . “

는 컬러잖아 그 당시에는 컬러 비디오테이프. 

가 없었거든 만약 그 사람이 . George 

이었다면 흑백이었겠지Washingt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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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69)

Two identical twin brothers have married two identical 

twin sisters in a joint wedding ceremony in China. The 

two couples look so much (A) [alike / like] that members 

of their own family struggle to tell them apart. One 

brother met and fell in love with one of the sisters. The 

other couple (B) [meeting / met] at their engagement 

party and instantly fell for each other. The elder brother 

said he had only mixed up the sisters once: “We were 

buying marriage stuff together, and I accidentally held 

my fiancee’s sister’s hand, while she also mistook me for 

my brother. I only realized the mistake when my brother 

ran over and (C) [split up us / split us up].”

   (A) (B) (C)

alike ① met split us up

alike ② met split up us

like ③ meeting split us up

like ④ met split us up

like ⑤ meeting split up us

70.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70)

Thinking clearly is a conscious act that writers must 

force upon ① themselves, just as if they were working on 

any other project that requires logic. Good writing doesn’t 

come naturally, though most people obviously think it ② 

is. Many people say they’d like to try a little writing 

sometime when they retire from their actual profession, ─

like insurance or business, ③ which is hard. Writing is 

hard work. A clear sentence is no accident. Very ④ few 

sentences come out right the first time, or even the third 

time. Remember this as a consolation in moments of 

despair. If you find ⑤ it hard to write, it’s because it is 

really hard. Actually writing is one of the hardest things 

that people do.

중국에서 두 명의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두 

명의 일란성 쌍둥이 자매와 합동결혼식을 올

렸다 두 쌍은 너무 똑같아서 가족 구성원들. 

조차도 그들을 구분하는 데 애를 먹는다 형. 
제 중 한 명이 자매 중 한 명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나머지 한 쌍은 그들의 약혼식에서 . 

만나 서로에게 한눈에 반했다 형은 자매들을 .  

한 번 혼동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함께 결혼 . “

물품을 사고 있었는데 우연히 약혼녀의 동생

의 손을 잡았고 그녀도 역시 나를 내 동생으

로 착각했죠 저는 제 동생이 달려와서 우리.  

를 떼어놓고 나서야 겨우 실수를 깨달았어요.”

일란성의 동일한identical ; ：

약혼engagement：

명료하게 사고하는 것은 작가들이 마치 논리

를 요구하는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처

럼 자기 자신에게 강요해야 하는 의식적인 , 

행동이다 좋은 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  

들이 언젠가 그들이 보험이나 사업과 같은 실

제 직업에서 은퇴했을 때 글쓰기를 좀 시도해 

보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어렵다 글쓰기, . 

는 어려운 일이다 명료한 문장은 결코 우연. 

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 바로 심지. , 

어 세 번째에서도 얻어지는 문장은 거의 없

다 이것을 절망의 순간에 위안거리로 기억해. 
라 글쓰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면 그것이 정말 . ,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실상 글쓰기는 .  

사람들이 하는 가장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이

다.

위로 위안consolat 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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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71)

The word esteem came from the Latin aestimare, ① 

which means “to estimate or evaluate.” Self-esteem thus 

refers to our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s of 

ourselves. Some individuals have higher self-esteem than 

others, and this attribute can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way they think and feel about ② themselves.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however, that although some 

people have higher self-esteem than others, a feeling of 

self-worth is not a single trait ③ written permanently in 

stone. Rather, it is a state of mind that ④ varies in 

response to success, failure, ups and downs in fortune, 

social interactions, and other life experiences. People who 

have an unstable and changing self-esteem react more 

strongly to positive and negative events than ⑤ are 

people whose sense of self-worth is stable and secure.

72.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72)

The bad-smelling odor of skunks is contained in a liquid 

which the animal produces and then discharges if (A) 

[frightened / frightening] or in danger. The liquid is 

called musk. Musk is produced by two glands near the 

base of the skunk's tail. If a skunk's first warnings to its 

enemy such as growling and stamping its front feet (B) 

[is / are] not heeded, it turns its  back, lifts its tail, and 

sprays its liquid toward the enemy. Only a little liquid is 

discharged, sometimes no more than two or three drops, 

but it is so powerful that it can be smelled from a half 

mile away. In addition to (C) [smell / smelling] bad, the 

liquid can sting the eyes.

   (A) (B) (C)

frightened ① is smell

frightened ② are smell

frightened ③ are smelling

frightening ④ is smell

frightening ⑤ are smelling

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에서 esteem aestimare

왔는데 그것은 판단하거나 평가한다 를 의미, ‘ ’

한다 그래서 자부심은 우리 자신에 대한 우. 

리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를 가리킨다.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부

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특성은 그들이 그들 ,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깊은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비록 일부 사람들. 

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존심에 대한 느낌이 돌에 영

원히 씌어진 단일 특성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그것은 성공 실. , 

패 운의 기복 사회적인 상호 작용과 삶의 다, , 

른 경험들에 대응하여 변화하는 심리 상태이

다 불안정하고 변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 
사람들은 그들의 자존심에 대한 감각이 안정

되고 확실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보다 긍정

적이고 부정적인 사건들에 더 강하게 반응한

다.

를 가리키다 언급하다refer to ~ , 
특성attribute 

깊은 뜻 깊은profound ,  

스컹크의 나쁜 냄새가 나는 악취는 그 동물이 

겁을 먹거나 위험에 처할 때 만들어서 배출하

는 액체 속에 들어 있다 그 액체는 사향이라.  

고 불린다 사향은 스컹크의 꼬리의 저부 근.  
처에 있는 두 개의 분비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다 만일 으르렁거리고 앞발을 구르는 것과 . 

같은 적에 대한 스컹크의 첫 번째 경고가 무

시된다면 스컹크는 뒤로 돌아 꼬리를 들며 적

을 향해 자신의 액체를 뿜는다 아주 약간의 .  
액체 때때로 두세 방울만 가 배출되지만 그─ ─

것이 아주 강력해서 반마일 떨어진 곳에서 냄

새날 수 있다 나쁜 냄새가 나는 것 외에도 . 

그 액체는 눈을 얼얼하게 할 수 있다.

냄새 악취odor ,  
배출하다 방출하다discharge , 

사향 의 향기musk ( )( )麝香

선 분비 기관gland ( ), 腺

으르렁거리다growl 

짓밟다 밟다 발을 구르다stamp , , ( ) 
자극하다 얼얼 따끔따끔 하게 하다sti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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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73)

The starting point in goal setting is to have a clear idea 

about (A) [what / where] you stand today. Thereafter, 

you have to work out in your mind what you want to 

achieve in the future, say, in 5 years. Write them down 

as (B) [specific / specifically] as possible, and prioritize 

them from most to least important. Break each goal into 

its constituent parts and identify specific activities leading 

to its  achievement. Imagine in your mind reaching each 

goal and put a time limit on its attainment. Deciding 

what you want is often more difficult than (C) [to get / 

getting] what you want. You have got to know where you 

want to go, since you will work towards it only if you 

have a goal in mind to work towards.

   (A) (B) (C)

what ① specific to get

what ② specifically getting

where ③ specific to get

where ④ specifically to get

where ⑤ specifically getting

74.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74)

In 1927, a man stood on the shores of Lake Michigan, 

prepared to throw ① himself into the freezing waters. 

His first child had died and he was bankrupt. On the 

verge of suicide, it suddenly struck him that his life 

belonged, not to himself, but to the universe. He decided 

to discover ② that the penniless, unknown individual 

might be able to do for all humanity. His name was 

Buckminster Fuller who was ③ considered as one of our 

first futurists and global thinkers. He saw our planet as 

“Spaceship Earth.” He secretly took the responsibility of 

being a “ship’s captain,” and made it his goal ④ to help 

care for everyone on board. His work has inspired and 

paved the way for many ⑤ who came after him, like 

Alvin Toffler, Tom Peters, and John Naisbitt.

목표 세우기에서 출발점은 현재 당신이 어디

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다 그런 후.  , 

미래에 가령 년 내에 당신이 이루고 싶은 , 5
것을 마음 속으로 정해야 한다 그것들을 가.  

능한 상세하게 적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장 

덜 중요한 것까지 우선순위를 정하라 각각의 . 

목표를 구성 부분으로 분류하고 그것을 달성

하게 하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확인하라 마음. 
속으로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상상하

고 그것을 달성할 기한을 정하라 당신이 원, .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종종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오직 당신이 노력할 . 

목표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목표

를 향해 노력할 것이므로 당신은 자신이 어, 

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하다prioritize：

구성하는 성분이 되는constituent , ：

년 한 남자가 호숫가에 서서 1927 , Michigan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

다 그의 첫 아이는 죽었고 그는 파산했다. , . 

자살을 하기 직전에 그는 문득 자기의 삶이 ,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주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무일푼에다 무명의 한 개인이 . 
온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

기로 결심했다 그의 이름은 .  Buckminster 

였는데 그는 최초의 미래학자 그리고 Fuller , 

세계적 사상가들 중 한 명으로 간주되었다. 

그는 우리 행성을 우주선 지구호 로 보았다‘ ’ . 
그는 비밀스럽게 우주선의 선장 이라는 책임‘ ’

을 떠맡았고 탑승한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 

일을 돕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았다 그의 . 

일은 A lvin Toffler, Tom Peters,  John 

같이 그의 뒤를 잇는 많은 사람들에게 Naisbitt
영감을 주었고 초석이 되었다.

의 직전에on the verge of ~ ~：

��� ��� ��������� ��� ��������� ��� ������



어법기출편 38

웨인의 잉글리시팩토리 SEIZE THE DAY                  (010-3338-3436)

75.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75)

In Japan, the introduction of tea-drinking, about six 

hundred years ago, altered ① almost every aspect of life. 

It had a very deep influence on aesthetics, in particular 

pottery, but also architecture, painting and poetry. It 

influenced politics as the tea ceremony became a place ②

which warring factions could meet. It fundamentally 

altered religion, for tea and Buddhism were inextricably  

mixed together. One cup of tea was ③ worth an hour of 

Zen meditation. Tea altered economics. The cultivating 

and exporting of tea was vital to the growth of the 

Japanese economy. The extra energy ④ provided by the 

caffeine in tea enabled the Japanese to work incredibly 

long hours. It deeply affected health, since the boiling of 

the water, and the chemicals in tea ⑤ that destroyed 

bacteria, almost eliminated water-borne disease.

76.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76)

One morning when a king (A) [was / who was] surrounded 

by wise men, he was quieter than usual. "What is wrong, 

Your Highness?" asked one of the wise men. "I'm 

confused," replied the king. "At times I am highly 

overcome by depression, and feel powerless to fulfill my 

duties. At other times, I am dizzy with all the power I 

have. I'd like a talisman to help me (B) [is / be] at peace 

with myself." The wise men, surprised by such a request, 

spent long months in discussion. In the end, they went to 

the king with a gift. "We have engraved magic words on 

the talisman. Read them out loud whenever you are too 

confident, or very sad," they said. The king looked at the 

object he (C) [has / had] ordered. It was a simple silver 

ring, but with an inscription: "This will pass." 

부적*talisman: 

   (A) (B) (C)

was ① …… is has…… 

who was ② … is has…… 

was ③ …… be ……had

who was ④ … is had…… 

was ⑤ …… be ……has

일본에 약 년 전 도입된 차 마시기는 삶의 600
거의 모든 면을 바꾸어 놓았다 이는 미의식. , 
특히 도기 제도에 영향을 주었지만 또한 건,  
축 회화 시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는 차 , ,  . 
마시는 의식 다도 이 서로 싸우는 당파들의 만( )
남의 장이 됨에 따라 정치에도 영향을 주었

다 차와 불교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었기 때. 
문에 차 마시기는 근본적으로 종교도 변화시

켰다 한 잔의 차는 한 시간 동안의 선 명. ( ) 禪

상만큼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차는 경제도 .  
변화시켰다 차의 재배와 수출은 일본 경제 . 
성장에 매우 중요했다 차에 함유된 카페인 . 
성분이 주는 여분의 에너지로 일본인들은 엄

청나게 긴 시간 동안 일할 수 있었다 물을 .  
끓이는 것과 박테리아를 죽이는 차 안에 함유

된 화학 성분으로 수인성 전염병이 거의 제거

가 되었기 때문에 차 마시는 것은 건강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미학 미의식aesthetics: , 

서로 싸우는warring: 
당파 파벌faction : , 

뒤얽힌inextricably: 
명상meditat ion: 
재배하다cultivate: 

전염병이 수인성의water-borne: ( ) 

어느 날 아침 왕이 현명한 신하들과 둘러앉았

을 때 그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다 무슨 , . “
일이 있습니까 폐하 라고 현명한 신하 가운, ?”

데 한 명이 물었다 나는 좀 혼란스럽다 라. “ .”

고 왕이 대답했다 가끔은 우울함에 너무 사.  “

로잡혀 내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무력

감을 느낀다 또 다른 때에는 내가 가진 권력.  ,  
에 마음이 들뜨기도 한다 부적이라도 하나 . 

있어서 내가 나 자신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요청에 .”

놀라서 현명한 신하들은 여러 달을 논의하면

서 보냈다 마침내 그들이 선물을 가지고 왕. , 
에게 갔다 저희가 이 부적에 마법의 말을 새. “

겼습니다 너무 과신하거나 너무 슬플 때 언. 

제라도 그 말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라고 .”

그들은 말했다 왕은 자신이 주문했던 물건을 . 

보았다 그것은 그저 은으로 만든 반지였는데. ,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 ,”

다.

수동형으로 에 사로잡히다overcome: ( ) …

새기다engrave: 

새긴 글자inscri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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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의 각 괄호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A), (B), (C)
로 가장 적절한 것은?77)

Where does courage come from? Courage is the 

commitment to do what you know (A) [is / it is]  right. 

Courage arises when your honesty will not allow any 

other choice. It comes from following a purpose that goes 

beyond your own petty concerns. Because of that, courage 

gives far-reaching power to your actions. In  the short 

term, it can often appear (B) [foolish / foolishly]. In  the 

long run, it has the power to move the whole world in a 

positive direction. Courage is truth (C) [put / putting] 

into action.

   (A)   (B)  (C)

is ① foolish put 

is ② foolishly put

is ③ foolish putting

it is④ foolishly putting

it is ⑤ foolish put

7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78)

From his early childhood, Henry Ford always played with 

machines, ① ignoring all else around him. He had a gift 

for looking at a machine and quickly understanding the 

principles of its operation. In his early teens he designed 

a machine that allowed his father ② to close the farm 

gate without leaving his wagon. At that time, watches 

also fascinated him. When he ③ was given a watch as a 

present, he immediately disassembled it and ④ put 

together it again. Then he started repairing watches for 

his friends. His father suggested that he should ⑤ get 

paid for this, but he never listened.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용기는 당신이 옳다? 

고 알고 있는 것을 하기 위한 약속이다 용기.  

는 당신의 정직성이 다른 어떤 선택도 허용하

지 않을 때 생긴다 용기는 당신 자신의 사소. 

한 근심을 뛰어넘는 목적을 따르는 것으로부

터 나온다 그것 때문에 용기는 당신의 행동.  

에 멀리까지 미치는 힘을 준다 단기적으로 . 

볼 때 용기는 종종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용기는 온 세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을 갖는다 용기는 행동.  

으로 옮겨지는 진리이다.

서약 약속commitment ,  

사소한 대단치 않은petty , 
멀리까지 미치는 광범위한far-reaching , 

단기적으로 볼 때in the short term 

아주 어릴 적부터 는 언제나 기계Henry Ford

들을 가지고 놀았으며 그의 주변에 있는 다, 

른 모든 것들을 무시했다 그에게는 기계를 . 
보고 그것의 작동 원리를 재빨리 이해하는 재

능이 있었다 대 초반에 그는 아버지가 마.  10

차에서 내리지 않고 농장의 문을 닫을 수 있

게 하는 기계를 고안했다 그 당시 시계들 또. 

한 그를 매료시켰다 시계를 선물로 받았을 . 
따 그는 그것을 즉시 분해하여 그것을 다시 , 

조립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친구들에게 . 

시계들을 고쳐 주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는 .  

이것의 대가로 그는 돈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

했지만 그는 결코 말을 듣지 않았다.
재능gift  

매료시키다fascinate 

분해하다disasse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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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79)

 Nowadays the growth of various social network sites, 

such as E-World and Face-Space, ① is impressive. They 

are ranked the fourth and fifth most popular site 

respectively just behind A-Tube. More than sixty percent 

of their users post their personal photos, as many as two 

million pictures a day, ② making E-World the top photo 

website in the country. But ③ what many users may not 

realize is that the company owns every  photo. In fact, 

everything that people post ④ being automatically 

licensed to E-World for its transferable use, distribution, 

or public display. Recently E-World sold all "user content" 

⑤ posted on the site to other commercial businesses. 

Many users unknowingly handed over their photos to 

corporate control.

80.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80)

 Emma was very fond of singing. She had a very good 

voice, except that some of her high notes tended to sound 

like a gate which someone had forgotten (A) [oiling / to 

oil]. Emma was very conscious of this weakness and took 

every opportunity she could find to practice these high 

notes. As she lived in a small house, (B) [where / which] 

she could not practice without disturbing the rest of the 

family, she usually practiced her high notes outside. One 

afternoon, a car passed her while she was singing some 

of her highest and most difficult notes. She saw an 

anxious expression suddenly (C) [come / to come] over 

the driver's face. He put his brakes on violently, jumped 

out, and began to examine all his tires carefully.

(A)　   (B)  (C)

oiling  ① where  come

oiling  ② which  to come

oiling  ③ where  to come

to oil  ④ which  come

to oil  ⑤ where  come

요즈음 와 같은 다양한 친E-World Face-Space

목 네트워크 커뮤니티 사이트 의 성장이 인상( )

적이다 그것들은 인기 순으로 보아 의 . A-Tube

바로 뒤를 이어 각각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 

사이트이다 사용자의 이상이 하루에 이. 60% 
백만 장이나 되는 개인 사진을 게시하여, 

는 전국 최고의 사진 웹사이트가 되E-World

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들은 그 사진이 모. 

두 회사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사람들이 게시하는 모든 . 
것의 전송 배포 및 공개적인 게시에 대하여 ,  

가 자동적으로 권한을 가지게 된다E-World . 

최근 는 그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사E-World “

용자 콘텐츠 를 다른 업체에 팔았다 많은 사” . 

용자들은 자기가 올린 사진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의 손에 넘긴 셈이 되었다. 

의 순위에 들다rank : -

각각respect ively : 

게재하다post : 

인가받다 권한을 부여받다be  licensed : , 
양도할 수 있는transferable : 

배포 분배 분포distribution : , , 

모르게unknowingly : 

넘겨주다hand over : 

기업의 회사의 법인의corporate : , ,  

는 노래 부르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Emma . 

그녀는 매우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일부 고음에서 기름칠을 하지 않은 문과 같은 

소리가 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만 제외하면 말

이다 는 이 약점을 무척 의식해서 기. Emma , 

회가 날 때마다 이러한 고음을 연습했다 그.  　

녀는 다른 가족들을 방해하지 않고는 연습할 

수 없는 작은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보통은 

밖에서 고음을 연습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 
가 가장 높고도 어려운 음조 부분을 노래하고 

있을 때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갔다 그녀는 운. 

전자의 얼굴에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

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는 브레이크를 세게 . 

밟더니 뛰어 나와 모든 타이어를 주의 깊게 , , 
점검하기 시작했다.

을 좋아하다be  fond of : -

이하를 제외하고except that-- : that

음 음표note : , 

을 의식하다be  conscious of : -
약점weakness : 

방해하다disturb : 

나머지r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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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의 각 괄호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81)

Volunteerism is a means (A) [of / that] bringing fresh 

ideas and energy, whether physical or financial, into 

government while relieving some of the service burden. 

One highly visible example of volunteerism is the "Adopt 

a Highway" program. Over the past ten years, the 

number of local businesses and civic clubs willing to pick 

up litter along designated stretches of state highways (B) 

[has / have] skyrocketed. You have probably noticed the 

"Adopt a Highway" signs with the names of volunteering 

groups (C) [listed / listing] underneath. The state saves 

money, the roadsides stay clearer, and the volunteering 

groups have good feelings and free advertising to go along 

with sore backs.

   (A)  (B)  (C)

of① has listed

of② has listing

that ③ have listed

that ④ has listed

that ⑤ have listing

82.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82)

In the early 17th century, the fur trade was a source of 

profit for French Canadians. Merchants encouraged young 

French men ① to travel far from their villages to get 

beaver *pelts. These young adventurers were known ② as 

the coureurs de bois(runners of the woods). They were 

young men in  the prime of life, for the hardships of this 

occupation couldn't be endured by older men. They 

sometimes went as far as 2,000 km to search for beaver 

pelts among the Natives ③ whose they had never seen. 

Their diet ④ consisted of some biscuits, peas, and corn, 

but sometimes they had to eat moss or animal skin. The 

Natives were amazed to see Frenchmen who came from 

so far away to pick up dirty, stinking beaver pelts they 

⑤ had worn and discarded.             모피*pelt : 

자원 봉사 활동은 신체적인 것이건 재정적인 , 

것이건 간에 봉사 부담의 일부를 덜어 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력을 정부에 불어 넣는 

수단이다 자원 봉사 활동의 한 가지 눈에 띄. 

는 예는 프로그램 이다"A dopt a Highway" . 

지난 년간 주도 의 지정된 곳을 따라10 , ( )州進

서 기꺼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지방 사업체와 

시민 단체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아래에 . 
기재된 자원 봉사 단체의 이름과 함께 "Adopt 

간판을 보았을 것이다 주 에a Highway" . ( )州

서는 비용이 절감되고 길가는 더 깨끗이 유, 

지되고 자원 봉사 단체들은 아픈 허리와 함, 

께 뿌듯한 기분과 무료 광고의 효과를 가지게 

된다.

짐 부담 책임burden : , , 

시민단체civic clu b : 

기꺼이 하다be  willing to+R : -

쓰레기 litter : 
지정된designated : 

확장 범위 직선코스stretch : , ,  

급상승하다 급등하다skyrocket : , 

아래에underneath : 

세기 초반에는 모피 무역이 프랑스계 캐나17

다인들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는 원천이었다. 

상인들은 젊은 프랑스인들을 격려하여 비버 

모피를 얻기 위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

지 가도록 했다 이 젊은 모험가들은 숲을 달. ‘

리는 사람 이라는 뜻의 로 알’ coureurs de bois

려졌다 그들은 한창 때의 젊은이였는데 왜냐. , 

하면 그 직업의 어려움은 노인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한 번도 보지 못.  

한 원주민들에게서 비버 모피를 찾기 위해서 

가끔은 천 킬로미터를 여행하기도 했다 그2 . 

들의 식단은 적은 양의 비스킷과 콩 옥수수, 

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가끔 그들은 이끼나 동

물의 가죽을 먹어야 했다 원주민들은 입다가 .  

버린 더럽고 냄새나는 비버 가죽을 가지러 그

토록 먼 곳에서 온 프랑스인들을 보고 놀라워

했다.

모피fur : 
상인merchant : 

가죽 모피pe lt : ,  

전성기 최초의 시작의prime  : , , 

어려움 역경hardship : , 

직업occupation : 
견디다 지속하다 참다endure : , , 

이끼moss : 

냄새나다stink : 

버리다 포기하다discar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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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의 각 괄호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83)

A great many goods were sent to the exhibition from 

various parts of the world. There was also a great deal of 

machinery on display. The most wonderful piece of 

machinery on show was Nasmyth’s steam hammer. 

Though in those days travelling was not as easy as (A) 

[it does / it is] today, steam boats carried thousands of 

visitors across the Channel from Europe. On arriving in 

England, they were taken to the Crystal Palace by train. 

There were six million visitors in all, and the profits 

from the exhibition were used to (B) [build / building] 

museums and colleges. Later, the Crystal Palace was 

moved to South London. It (C) [was remained / 

remained] one of the most famous buildings in the world 

until it was burnt down in 1936. 

    (A)   (B)    (C)

it does ① building remained 

it is ② build was remained 

it does ③ build was remained 

it is ④ build remained 

it does ⑤ building was remained 

84.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84) 

We do not really understand ① how a caterpillar can 

change into a different insect. But we do know that the 

fat caterpillar grows from a tiny egg ② laid by a 

butterfly on the underside of a leaf. This caterpillar 

climbs up the stem of a plant. It spins a tiny silk thread 

and ③ makes a kind of silk button. Then the caterpillar 

ties ④ itself fast to the stem. It throws the silk thread 

around both its body and the stem a few times. In time, 

its skin, which has bright colors and patterns, ⑤ fall off. 

아주 많은 상품들이 세계 여러 곳으로부터 박

람회에 보내졌다 역시 많은 기계류가 전시되. 
었다 전시 중 가장 놀랄 만한 기계는 . 

의 증기 해머였다 그 당시에 여행이 Nasmyth . 

오늘날만큼 쉽지는 않았지만 증기선이 수천 , 

명의 방문객을 유럽 본토로부터 영국해협을 

횡단해서 실어 날랐다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 
그들을 기차로 로 수송했다 합Crystal Palace . 

계 백만 명의 방문객이 왔고 전시로부터 나6 , 

오는 수익은 박물관과 대학을 건립하는 데 사

용되었다 나중에 를 . , Crystal Palace South 

으로 옮겼다 그것은 년에 불에 Lon don . 1936
타서 전소될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

물 중의 하나로 남았다.

애벌레가 어떻게 한 마리의 다른 곤충으로 변

화할 수 있는지 우리는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다 그러나 포동포동한 애벌레가 나비가 잎사. 

귀 아래쪽 면에 낳아 놓은 작은 알에서 자라 

나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이 애벌레.  

는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간다 애벌레는 작은 .  

명주실을 내어 명주 단추 같은 것을 만든다. 
그라고 나서 그 애벌레는 자신을 나무줄기에 

단단히 묶는다 애벌레는 자신의 몸과 나무줄. 

기 둘레로 명주실을 몇 차례 던져 두른다 시.  

간이 지나면 밝은 색상과 무늬를 지니고 있,  

는 그 피부는 떨어져 나가게 된다.
애벌레caterpillar : 

실thread : 

나무줄기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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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의 각 괄호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85)

The price of computers has come down over the past 

years as the cost of computer chips and other components 

(A) [has / have] decreased. Consumers are seeing 

advertisements for the sale of computers at extremely low 

prices. But there might be some strings attached. Before 

rushing out and (B) [buy / buying] such computers, ask 

yourself the following questions. Who pays for taxes? How 

do you get your computer repaired? Is there a local 

outlet? You might find that the cost of shipping and 

handling to (C) [get back it / get it back] is  high and 

that it takes months to get back your computer.

    (A)   (B)    (C)

has① buy get it back

has② buying get it back

has③ buy get back it

have ④ buying get it back

have ⑤ buying get back it

8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86) 

Scientists studying the way squirrels behave say the furry 

creatures are ① a lot smarter than we thought. The 

rodents pretend to bury their nuts away from where they 

have buried ② them, to draw any would-be thieves away 

from their food. Experts watched the squirrels ③ pretend 

to put food into pits in  the ground and ④ covered it 

over with soil and leaves. They said the creatures put on 

the show of hiding the non-existent nuts more often 

when they ⑤ are watched. The animal experts say their 

research shows that squirrels understand what stealing is.

컴퓨터 칩과 다른 부품들의 원가가 내려감에 

따라 컴퓨터 가격이 지난 몇 년에 걸쳐 내렸

다 소비자들은 아주 낮은 가격에 컴퓨터를 . 
판매하는 광고를 보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 

부대조건이 있을지도 모른다 급히 밖으로 뛰. 

어나가 그런 컴퓨터를 사기 전에 다음의 질문

들을 스스로에게 물어 봐라 누가 세금을 내. 

는가 컴퓨터를 어떻게 수리하는가 근처에 ? ? 
대리점이 있는가 그것을 다시 찾아 갖고 오? 

기 위해 드는 발송 제 경비가 비싸고 컴퓨터

를 다시 찾아오는 데 몇 달이 결린다는 것을 

알지도 모른다.

성분 요소 부품component : , , 
극도로 몹시extremely : , 

부대조건이 있는strings attache d : 

대리점outlet : 

발송 제 경cost of sh ipping and handling : 

비

다람쥐가 행동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털 난 동물이 훨

씬 영리하다고 말한다 그 설치류는 그들의 . 
식량으로부터 예비 절도범들을 멀리 끌어내기 

위하여 견과들을 묻어놓은 곳으로부터 멀리 , 

떨어져 있는 곳에 그것들을 묻는 척한다 전. 

문가들은 다람쥐들이 땅 속 구덩이에 식량을 

묻는 척하고 흙과 나뭇잎으로 그것을 덮는 , 
척 하는 것을 관찰했다 그들은 그 동물들이 . 

관찰될 때 존재하지 않는 견과들을 더욱 빈번

하게 숨기는 척 한다고 말했다 동물 전문가.  

들은 그들의 연구가 다람쥐들이 훔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한

다.

모피의furry : 

설치류rodent : 

하는 척 하다pretend to : ~

묻다bury : 
예비의would-be : 

구덩이p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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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87)

 Note taking is one of the activities by which students 

attempt to stay attentive, but it is also an aid to 

memory. "Working memory," or "short-term memory" is a 

term (A) [used / using] to describe the fact that one can 

hold only a given amount of material in mind at one 

time. When a lecturer presents a succession of new 

concepts, students' faces begin to show signs of anguish 

and frustration; some write furiously in their notebooks, 

while (B) [other / others] give up writing in complete 

discouragement. Note taking thus is dependent on one's 

ability to maintain attention, understand what is being 

said, and hold it in working memory long enough to (C) 

[write down it / write it down].

   (A)  (B)   (C)

used① other write down it

used② others write it down

used③ others write down it

using④ others write it down

using⑤ other write down it

8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88)

 Is quicksand for real? Yes, but it's not as deadly as it is 

in the movies. Quicksand forms when sand gets mixed 

with too much water and ① becomes loosened and soupy. 

It may look like normal sand, but if you were to step on 

it,  the pressure from your foot would cause the sand ② 

to act more like a liquid, and you'd sink right in. 

Pressure from underground sources of water would 

separate and suspend the granular particles, ③ reduced 

the friction between them. In quicksand, the more you 

struggle, the ④ deeper you'll sink. But if you remain 

still, you'll start to float. So if you ever do fall into 

quicksand, remember to stay calm, and don't move until 

you've stopped ⑤ sinking. 

필기는 학생들이 집중력이 있는 상태를 유지

하기 위해 시도하는 활동 중 하나이지만 그것

은 또한 기억을 돕는 방법이다 작동 기억.  “ ” 
또는 단기 기억 은 우리가 한 번에 단지 주“ ”

어진 자료의 일정량만을 기억할 수 있다는 사

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강사. 

가 연속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 학생, 

들의 얼굴에서 고통과 좌절의 표시가 보이기 

시작한다 어떤 학생들은 노트에 열심히 필기. 

를 하고 한편 어떤 학생들은 완전히 낙담해,  

서 필기를 포기한다 따라서 필기는 집중력을 . 

유지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강의되고 있는 ,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들은 내용을 필기 할 , 
때까지 작동 기억 속에 충분히 오래 지니고 

있는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필기note taking 

단기short-term 

집중하는 attentive 
연속 succession 

고통 anguish 

유사 는 정말로 있는가 그렇다 그러나 ( ) ? .  流砂

유사는 영화에서 보는 것만큼 그리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유사는 모래가 너무나 많은 물.  

과 섞여서 모래 성분이 분해되고 죽처럼 걸쭉

해질 때 형성된다 겉으로 보면 일반적인 모. 

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한걸음 디디면 발의 , 

압력이 모래를 좀 더 액체처럼 움직이게 해서 

사람은 바로 가라앉는다 지하수원에서 나오. 

는 압력은 모래 알갱이 입자를 분리하고 둥둥 

뜨게 만들어서 모래 입자 간의 마찰력을 감소

시킨다 유사 속에서는 빠져 나오려고 애를 . 

쓰면 쓸수록 더욱 밑으로 가라앉는다 그러나 . 

가만히 있으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므로 혹시나 여러분이 유사 속에 빠지기

라도 한다면 침착하게 있어야 할 것을 기억하

고 몸이 가라앉는 것이 멈춰질 때까지 움직, 

이지 말라.

유사quicksand ( ) 流砂

치명적인  deadly 
걸쭉한 soupy 

매달다 부양시키다suspend , 

기다 cra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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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의 각 괄호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89)

It's been said that an impression about a job candidate is 

made within the first 30 seconds of an interview. It is 

important, then, to appear (A) [calm / calmly] and 

relaxed. If nervous, drink some water and breathe deep 

before the interview. A favorite first interview question is 

"Tell me about yourself." Not only (B) [this does / does 

this] tell the interviewer who you are, but it may reveal 

information (age, family status, religion) that the 

interviewer is prevented by law from asking directly. If 

(C) [asked / asking] directly about your age, family 

status, and religion, politely refuse to answer.

    (A)     (B)  (C)

calm① does this asked

calm② this does asking

calm③ does this asking

calmly④ this does asking

calmly⑤ does this asked

90.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90) 

① Shaking hands is a relic of the caveman era. 

Whenever cavemen met, they would hold their arms in 

the air ② with their palms exposing to show that no 

weapons were being ③ held or concealed. This 

palms-in-air gesture became modified over the centuries, 

and ④ such gestures as the palm raised in the air, the 

palm over the heart, and many other variations 

developed. The modern form of this ancient greeting 

ritual is the handshake ⑤ which is  performed both on 

initial greeting and on departure.

구직 지원자에 대한 인상은 면접의 처음 초 3

이내에 이루어진다고 말해져 왔다 그렇다면 . 
침착하고 긴장을 푼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

하다 만약 긴장된다면 면접 전에 물을 좀 마. 

시고 심호흡을 하라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 

면접 질문은 당신 자신에 대해 말해 보시요‘ .’

이다 이것은 면접관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말. 
해줄 뿐만 아니라 면접관이 직접 묻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정보 나이 가족 상황 종교 를 ( , ,  )

나타낼지도 모른다 만약 당신의 나이 가족 . , 

상황 종교에 대해 직접 질문을 받으면 정중, 

하게 대답을 거절하라.
지원자 후보자candidate ,  

상태 신분 상황status ,  , 

악수하는 것은 석기 시대 혈거인의 잔재이다. 

혈거인은 만날 때마다 어떠한 무기도 들고 있

거나 숨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

해서 자신들의 손바닥을 드러낸 채 자신들의 

팔을 공중에 들어 올려서 있곤 했다 이렇게 . 

공중에 손바닥을 드러내는 동작은 수세기에 

걸쳐 변화되어서 손바닥을 공중에 들어 올리

고 손바닥을 심장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은 

그러한 동작과 많은 다른 변화된 형태로 발전

되었다 이러한 고대 인사 의식의 현대 형태. 

는 처음 인사할 때와 떠날 때 행해지는 악수

이다.

잔재 유풍relic , ( )遺風

석기 시대의 혈거인caveman ( ) 
시대era 

변경하다modify 

의식ri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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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의 각 네모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A), (B), (C)
로 가장 적절한 것은?91)

Canals are planned to follow the easiest and least 

expensive route. To reduce the amount of water needed 

and to cut down construction costs, canals are made as 

(A) [narrow / narrowly] as possible. But this also limits 

the size of ships or barges that can use the canals. 

Sometimes canals are not wide enough for ships (B) [pass 

/ to pass] each other. After a canal has been built, it 

must be maintained. Water leaking out through the soil 

beneath the canal is one of the main problems in canal 

maintenance. To prevent this, the bottom of the canal is 

usually lined with clay. Packed on top of the clay (C) [is 

/ are] rock, earth, and concrete to form a tight seal.

   (A)   (B) (C)

narrow to pass ① …… …… are

narrow to pass ② …… …… is

narrow pass ③ …… …… are

narrowly to pass ④ … …… is

narrowly pass ⑤ …… …… is

92.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92)

At the end of the Middle Ages, the Muslim people who 

had conquered much of Spain developed their own style 

of architecture, ① which was very different from both the 

Gothic and the Renaissance styles. On the hill ② stands 

over the town of Granada in Spain, one Muslim leader 

began building a palace that became known as the 

Alhambra. ③ Built chiefly between 1230 and 1354, the 

Alhambra is a true expression of the once flourishing 

Moorish civilization. It was made up of buildings for the 

loyal family, a great bath, and mosques ④ set up around 

courtyards. Many of the Alhambra’s courtyards, like the 

Lion Court, ⑤ have fountains so that people in nearby 

rooms can enjoy the sound of water gently running.

운하는 가장 쉽고 가장 저렴한 노선을 따르도

록 설계된다 언제나 물의 공급이 운하의 문.  

제이다 필요한 물의 양을 줄이고 건설비를 . , 

줄이기 위해 운하는 가능한 좁게 만들어진다, .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 운하를 이용하는 선박

과 바지선들의 크기를 제한한다 때로는 운하.  

는 선박들이 서로 비껴갈 수 있을 정도로 충

분히 넓지 않다 운하가 건설된 다음에는 유. 

지 정비되어야 한다 운하 바닥의 흙을 통해 . 
물이 새 나가는 것은 운하의 유지 정비에서 

주요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을 막기 . 

위해 운하 바닥은 흔히 점토로 공사한다 단. 

단하게 밀폐되도록 돌 흙 또는 콘크리트를 , 

점토 위에 바른다.
운하canal：

바지선 밑바닥이 평평한 화물선barge (= )：

중세 말기에 스페인의 많은 부분을 정복한 , 

이슬람 사람들은 그들만의 건축 양식을 발달

시켰는데 이는 고딕 양식이나 르네상스 양식, 

과는 매우 달랐다 스페인의 마을에 . Gran ada 
있는 한 언덕 위에 한 이슬람의 지도자가 , 

로 알려지게 된 궁전을 짓기 시작했Alhambra

다 는 주로 년에서 년 사. Alhambra 1230 1354

이에 건축되었으며 한때 번성했던 무어인 문, 

화의 진정한 발로이다 그것은 왕족을 위한 . 
건물들과 거대한 욕조 안뜰 주변에 세워진 , 

이슬람교 사원들로 구성되었다 와 . Lion Court

같은 의 안뜰 중에 다수는 근처 방Alhambra , 

에 있는 사람들이 물이 부드럽게 흐르는 소리

를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 분수를 가지고 있

다.

정복하다conquer：

건축architecture：

번성하다flourish：

이슬람교사원mosque：

분수f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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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93)

 Stephanie Nichols, a 27-year-old office worker, wasn't 

happy that she had to put one-year-old Sara into day 

care. Then she discovered (A) [what / that] the kids 

center is among a growing number of preschool and day 

care facilities with webcams. These classroom cameras are 

connected to a centrally located server. With a password 

you can watch your child from your computer at work or 

even on your laptop (B) [while / during] you travel. The 

webcam is encoded so that only pre-approved family 

members can view your child. Now, by her office 

computer, Nichols often eats her lunch while seeing Sara 

eat hers. "I can watch her (C) [play/ to play] any time, 　

and so can my relatives in Washington," said she.

   (A)     (B)  (C)

what  ① while play

what  ② during  to play

what  ③ while  to play

that  ④ during  to play

that  ⑤ while  play

94.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94)

 The Jerboa is quite popular as pets in Europe. ① 

Finding in a variety of habitats in both Africa and Asia, 

the Jerboa is  small rodents distinguished by their light to 

dark sandy coat. The Jerboa lives in a burrow, ② which 

is kept sealed during the summer and left open during 

the winter. Hunting for food, the Jerboa is known ③ to 

cover long distances at night. Oddly enough, although its 

hunt for food ④ takes it long distances, the Jerboa very 

rarely seems to require water. When the Jerboa feels ⑤ 

unsafe, it will attempt to kick sand into its aggressor's 

face with its hind feet.

세 직장인인 는 한 살짜27 Stephan ie Nichols

리 딸 를 탁아소에 보내야 해서 마음이 Sara

편치 않았다 그때 그녀는 을 갖춘 많. webcam
은 보육원과 탁아소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실에 있는 카메라는 중앙에 . 

위치한 서버와 연결되어있다 비밀번호가 있. 

으면 직장에서 컴퓨터로 아이들을 볼 수 있고 

심지어 여행을 하면서 노트북으로도 아이들을 

볼 수 있다 은 사전에 승인을 받은 . webcam

가족들만이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암호화되 

어있다 는 점심을 먹으면서 사무실 컴. Nichols

퓨터로 가 점심 먹는 것을 종종 본다Sara . 

저뿐만 아니라 에 있는 친척들도 “ Washington
언제든지 딸이 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라고 .”

말했다.

보육원 preschool 

암호화하다  encode 

승인하다approve 

는 유럽에서 애완동물로서 꽤 인기가 Jerboa

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다양한 서식지에. 

서 발견되는 는 밝고 짙은 갈색의 털에 Jerboa
의해 구별되는 작은 설치류의 동물이다. 

는 여름에는 닫혀있고 겨울에는 열려Jerboa ,  

있는 상태인 작은 굴에서 산다 가 먹. Jerboa

이를 찾는 동안에는 밤에도 먼 거리를 이동한

다고 알려져 있다 먹이를 구하기 위해 먼 거. 
리를 가지만 묘하게도 는 좀처럼 물을 Jerboa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가 불안함. Jerboa

을 느낄 때는 공격자의 얼굴에 뒷발로 모래를 

차서 뿌리려고 한다.

설치류 쥐 다람쥐 토끼 의 동물 rodent ( , , )
구멍 굴 burrow , 

아주 묘하게도oddly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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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95)

  Ignorance about the African continent (A) [has led / 

has been] led to some serious errors in map making. One 

of them now seems quite incredible, In the late 18th 

century, a European explorer reported seeing mountains 

in southern Mali. From that report, a mapmaker drew in 

a long line of mountains. In the early 19th century, these 

'Kong Mountains' appeared on (B) [most / almost] maps 

of Africa. European politicians and traders made decisions 

based on the existence of these mountains. Finally, in the 

late 1880s, a French explorer proved that there were no 

mountains in that part of Africa. Only then (C) [did / 

were] the 'Kong Mountains' disappear from maps.

     (A)             (B)        (C)

has led      most  did① …… …… 

has been led most  were② …… …… 

has led      most  were③ …… …… 

has been led almost did④ …… …… 

has led      almost did⑤ …… …… 

9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96)

  When Alfred Watkins was riding across the English 

countryside, he saw something that completely ① 

surprised him. Stopping his horse, he took a closer look. 

As he sat there, he noticed ② that the land in front of 

him appeared to be a great network of intersecting 

straight lines ③ connecting all the churches, old stones, 

and ancient ruins. Rushing home, he took out a map. He 

marked all the spots of historical importance and then 

connected them. Yes, ④ what he had seen on his horse 

was true. Mysteriously his map was covered in straight 

lines. Today the existence of these 'Ley Lines' ⑤ are well 

known.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무지는 지도 제작에 일

부 심각한 실수들을 초래했다 그것들 중 하. 

나는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세기 후반에 . 18
한 유럽 탐험가는 남부에 있는 산맥을 Mali 

보았다고 보고했다 그 보고로 지도 제작자가 . 

산맥을 긴 선으로 그려 넣었다 세기 초반. 19

에 이 은 아프리카 대다수의 'Kong Mountains'

지도에 등장했다 유럽의 정치가들과 무역업. 
자들은 이 산맥이 있다고 믿고 결정을 내렸

다 년 후반 마침내 프랑스 탐험가가 아. 1880 , 

프리카 그 지역에 산맥이 없음을 중명했다. 

그때서야 는 지도상에서 사'Kong Mountains'

라졌다. 
믿기지 않는incre dible 

존재existence 

는 말을 타고 영국의 시골지방Alfred Watkins
을 지나다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했다. 

그는 말을 멈추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거기에 앉아 있는 동안 그는 자기 앞의 땅이 

모든 교회와 오래된 비석 그리고 고대의 유,  

적지를 교차하면서 연결하는 직선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집으로 달려와 지도를 꺼.  

냈다 그리고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모든 지. 

점들 즉 로마시대의 요새 묘지 터 교회들을 , , ,  

표시하고 난 뒤에 줄을 그어 그 지점들을 연

결했다 그랬다 그가 말을 타고 보았던 것은 . .  
사실이었다 신비스럽게도 그의 지도는 직선. 

들로 덮여졌다 오늘날 이 의 존재. 'Ley Lines'

는 잘 알려져 있다. 

교차하는 intersecting

고대유적ancient ru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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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97)

In most countries (A) [which / where] there are 
mountains, people enjoy the unique appeal of skiing. In 

its simplest form, skiing is sliding down a snow-covered 
slope on a pair of long, s lim steel plates called skis. It is 

one of the few sports that enable people (B) [move / to 
move] at high speed without any power-producing device. 

In its most advanced form, it is a highly skilled sport in 
which experts can slide down a mountain trail at more 

than 90 kilometers an hour, soar through the air for 
several hundred feet, or (C) [make / makes] quick turns 

through an obstacle course. 

   (A) (B) (C) 
where to move ① …… …… make 

where ② …… to move …… makes 
where ③ …… move …… make 

which ④ …… move …… makes 
which ⑤ …… to move …… makes 

9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98)

Fear is a natural reaction to change. It’s  probably the 

number one reason why people hesitate ① to start 

anything new. It’s important to realize that everyone 

experiences fear when venturing into unknown territory. 

Fear is a natural physiological response ② designed to 

alert us to the fact that we need to prepare to cope or 

we need to escape.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successful and unsuccessful people ③ are their response 

to fear. Successful people acknowledge fear and manage it 

by confronting the cause and determine ④ how they can 

prepare for the challenge ahead. They decide on certain 

actions that will make it possible for them to feel ⑤ 

confident. 

산이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스키

의 독특한 매력을 즐긴다 가장 단순한 형태. 

로서의 스키는 스키라고 불리는 길고 얇은 금

속판 한 쌍을 타고 눈 덮인 슬로프를 미끄러

져 내려가는 것이다 스키는 동력 발생 장치 . 

없이 사람을 고속으로 움직이게 하는 몇 안되

는 스포츠 중의 하나이다 가장 발전된 형태. 

의 스키는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스포츠

로써 스키전문가들은 산길을 시속 이상90km 

의 속도로 내려가고 공중으로 수백 피트 날, 

아오르거나 장애물 코스에서 재빠른 회전을 , 

하기도 한다.

경사면slope : 
동력을 발생시키는power-producing : 

솟아오르다soar : 

장애물obstacle : 

공포심은 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공포는 아마도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

는 것을 망설이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일 것

이다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모험해 들어가려. 

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공포를 느낀다는 것

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공포심은 우리가 .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거나 그 상황에서 벗어

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

게 해주는 자연스러운 육체적인 반응이다 그. 

러나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

는 공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

다 성공하는 사람은 공포를 인정하고 그 원. 

인을 맞닥뜨림으로써 공포심을 통제하고 앞에 

놓인 난관에 어떻게 대비할 지를 결정한다.  

그들은 그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자신감을 느

끼게 해주는 특정한 행동들을 택한다.

영역 영토territory : , 

주의를 환기하다 경고하다alert : , 
인정하다acknowledge : 

직면하다confro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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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의 각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    ]
으로 잘 짝지어진 것은?99)

 Can a great shock really turn your hair white? Despite 

the myth of the Great White Shock, the answer is  no. 

Well, not exactly, anyway. According to doctors, (A) [it /  

what] is not possible for the hair to turn white overnight. 

Once your hair has grown out of the skin, any emotional 

or physical shock will not affect it. This hair is basically 

dead, like your nails. But people might feel (B) [as / 

even] if the hair turned white by the way hair loss 

occurs. Many people have a mixture of white and 

*pigmental hair. Massive hair loss can be triggered by 

shock, but only the pigmental hair falls out, leaving the 

white behind. What looks like a ll white hair (C) [is / are] 

actually just the remnant of a formerly peppered hair 

color.

색이 있는* pigmental :

  (A)     (B)     (C)

it ......... as ......... is① 

it ......... as ......... are② 

it ......... even ........is③ 

what .......even ........is④ 

what ........as ......... are⑤ 

100.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100)

 One of the very important skills children can be taught 

via the use of color is that of free expression. Children ①  

who are allowed to pick out colors for an art project, or 

select a colored item that will decorate their room ② 

gain self-confidence. But, sometimes the colors they pick 

wouldn't necessarily be your first choice. My 
granddaughter, Anna at age four purposely chose and 

wore ③ mismatched socks on a daily basis. The fact that 
this was allowed, even praised, made her feel ④  

wonderful about expressing herself. Incidentally, it saved 
her parents the time typically ⑤ spend hunting for sock 

mates that mysteriously disappear in the laundry.

엄청난 충격으로 머리색이 진짜 하얗게 변할 

수 있을까 큰 충격으로 머리가 하얗게 되었? 
다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그렇지 않, 
다 음 어쨌든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다 의사. , .  
들의 말에 의하면 머리카락이 하룻밤 사이에 

하얗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단 머리가 . 
피부에서 자라나면 정신적 혹은 신체적인 충, 
격은 무엇이든 그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머리카락은 기본적으로 손톱처럼 죽은 것

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머리칼이 빠지는 것에 . 
의해 마치 머리가 희게 변한 것처럼 느끼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흰색과 색깔이 있는 것. 
이 섞인 머리칼을 갖고 있다 충격에 의해 대.  
규모로 머리가 빠질 수 있지만 색깔이 있는 

머리칼만 빠지면서 하얀 머리칼만 남게 된다. 
완전한 백발처럼 보이는 것은 전에 반백이었

던 머리칼 중 남아있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혼합물mixture : 
대규모의 massive : 

유발시키다 촉발하다trigger : .  
나머지 잔여 remnant : , 

    

색깔의 사용을 통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들 중의 하나는 자유로운 표

현의 기술이다 미술 과제를 위한 색깔을 고.  
르거나 혹은 자신의 방을 꾸밀 색깔 있는 물, 
건들을 선택하도록 허락 받은 아이들은 자신

감을 갖게 된다 하지만 때때로 그들이 고르. 
는 색깔들은 반드시 당신이 최고로 여기는 것

은 아닐 것이다 네 살인 내 손녀 는 매. Anna
일 짝이 맞지 않는 양말을 일부러 골라 신었

다 이러한 일이 허락되고 심지어 칭찬이 주. , 
어진다는 사실로 인해 아이는 자신을 표현하

는 것에 대해 매우 기분 좋은 느낌을 갖게 되

었다 우연히 그러한 행동은 아이의 부모에게 . 
세탁물에서 이상하게 사라지는 양말의 짝을 

찾으며 보낸 시간을 절약하도록 해 주었다.
장식하다decorate : 
짝이 맞지 않는mismatched : 

짝 m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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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01)

The story of the friendship of two Greeks, Damon and 

Phintias, (A) [who / which] goes back more than 2,000 

years, is a wonderful example of loyalty. For attempting 

to kill Dionysius I,  Phintias was sentenced to death. 

Because he wanted to attend the marriage of his sister, 

however, he got permission to return home for three days 

before he was (B) [to execute / to be executed]. As a 

guarantee that he would return, his friend Damon was 

held by Dionysius. When returning from the wedding, 

Phintias was delayed. But just moments before Damon 

was executed, Phintias arrived. Dionysius was so 

impressed by their loyalty to each other that he not only 

pardoned Phintias but (C) [asking / asked] to be their 

friend.

   (A) (B) (C)

which to be executed asking① …… …… 

which to be executed asked② …… …… 

which to execute asked③ …… ……     

who ④ ……  to execute asking……     

who ⑤ …… to execute asked……     

102.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 
은?102)

If you don’t know exactly what you’re ① called to do, 

perhaps now is  a good time to consider it. If  you look 

back at your life you can certainly point to times when 

you felt completely alive, as though everything ② were 

happening on a stage. That sense of purpose, that sense 

of direction, and that sense of fulfillment all came from 

doing something ③ that you loved to do. ④ Impractical 

as it may seem to you right now, if you put forth the 

intent to ⑤ moving your life in a direction more in line 

with the highest and best purpose for your life, changes 

will occur.

두 그리스 사람인 과 에 대한Damon Phintias

우정의 이야기 그것은 년 이상 과거로 , 2,000

거슬러 올라가는 데 충성심의 훌륭한 예이다, . 
세를 죽이려고 시도한 것 때문에Dionysius 1 , 

는 사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그는 Phintias . ,  

누이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었기 때문에 처

형되기로 되어있던 날이 전 일 동안 집으로 3

돌아가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가 돌아온다는 . 
보증으로서 그의 친구인 이 , Damon Dionysius

에게 붙잡혀 있었다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 

는 도착이 지연되었다 그러나Phonetics . 

이 처형당하기 바로 직전에 가 Damon Phintias

도착했다 는 그들의 서로에 대한 . Dionysius
우정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는 를 Phintias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게 , 

해달라고 부탁 까지 했다.

충성심loyalty：

선고하다 sentence：

처형하다execute：

만약 당신이 무엇을 하도록 소명 받았는지 정

확히 알지는 못한다면 아마도 지금이 그것을 , 

고려해 볼 좋은 때일 것이다 당신의 삶을 돌.  

아보면 당신은 분명 모든 것이 한 무대 위에, , 

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완전하게 살아있다,  

고 느꼈던 때들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 목적. 
의 인식 그런 방향의 인식 그런 실현의 인식 ,  ,  

모두가 당신이 하고 싶었던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이다 지금 당장은 . 

그것이 당신에게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지는 몰라도 만약 당신이 당신 삶을 위한 가, 
장 높고 최선인 목표에 더 일치하는 방향으로 

당신의 삶을 나아가게 하겠다는 의지를 발휘

한다면 변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

실현fulfillment：

실행 불가능한 impract ical：
발휘하다 기울이다put forth , ：

의지 intent：

에 따라 와 조화되어 in line with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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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은?103)

To find out ⒜ if lucky people use counter-factual 

thinking to ease the impact of misfortune, I asked my 

subjects ⒝ who were tested for the study to imagine 

being in a bank. Suddenly, an armed robber enters and 

fires a shot that hits them in the arms. Unlucky people 

tended to say it was bad to be in the bank ⒞ during the 

robbery. Lucky people said it could ⒟ be worse: “You 

could have been shot in the head.” This kind of thinking 

makes people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keeps 

expectations ⒠ highly, and increases the likelihood of 

continuing to live a lucky life.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04.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04)

Airplanes have many thousands of parts. It,  therefore, 

takes at least four or five years to start, develop, and 

produce (A) [one / it]. Research and development, 

including engineering and testing, take place before 

manufacturing. Military or business leaders first spec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vehicle they want (B) [building /  

to build]. In a military plane fast takeoff, supersonic 

speed, armament, and bomb load are important. In a 

commercial airliner the number of passengers and cargo 

weight (C) [comes / come] f irst. Manufacturers of 

aerospace vehicles often develop their own designs.

   (A) (B)     (C)

one building come① …… …… 

one to build come② …… …… 

one to build comes③ …… …… 

it to build comes④ ……   …… 

it building come⑤ ……   …… 

행운을 믿는 사람들이 불행의 충격을 완화시

키기 위해 현실과 반대되는 사고를 사용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는 그 연구 대상인 , 
피실험자들에게 은행에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요구했다 갑자기 무장한 강도가 들어. 

와 그들의 팔에 총을 쏜다 불행하다고 느끼.  

는 사람들은 강도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은행

에 있었던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

었다 행운을 믿는 사람들은 상황이 더 나빴. 

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즉 당신은 머리에 . ,  “

총을 맞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종류.” 

의 사고는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더 나은 

느낌을 갖게 해 주고 기대치를 높게 유지해 , 
주며 계속해서 행운이 따르는 삶을 살아갈 , 

가능성을 증대시켜 준다.

현실과 반대되는counter-factual 

피실험자 주제 과목 백성subject , , , 

강도 사건robbery 
기대 감 기대치expectation ( ), 

가능성like lihood 

비행기는 수천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다 그. 

러므로 한 대를 시작 개발 생산해 내는 데 ,  , 
최소한 년의 시간이 걸린다 기술 및 실험4~5 . 

을 포함 연구 및 개발 단계가 제작 전에 행, 

해진다 군사 및 산업의 지도자들은 우선 만. 

들고 싶은 항공기의 특성을 규정한다 군용기. 

에서는 빠른 이륙 초음속 무장 및 폭탄 적재, , 
가 중요하다 그리고 상업용 여객기에서는 승. 

객의 수 및 화물의 무게가 우선시된다 우주 . 

항공기 제조업체는 종종 자신만의 디자인을 

개발한다.

구체세부화하다specify ·
초음속의supersonic 

무기 탑재 장비armamen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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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05)

The most useful thing I brought out of my childhood was 

confidence in reading. Not long ago, I went on a weekend 

self-exploratory workshop, in the hope of getting a clue 

about how to live. One of the exercises we were given 

(A) [was / were] to make a list of the ten most important 

events of our lives. Number one was: "I was born," and 

you could put (B) [however / whatever] you liked after 

that. Without even thinking about it, my hand wrote at 

number two: "I learned to read." "I was born and learned 

to read" wouldn't be a sequence that occurs to many 

people, I imagine. But I knew what I meant to say. 

Being born was something (C) [done / doing] to me, but 

my own life began when I first made out the meaning of 

a sentence.

  (A)   (B)  (C)

was① however done

was② whatever done

was③ whatever doing

were④ however doing

were⑤ however done

10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 
은?106)

Gas stations are a good example of an impersonal 

attitude. At many stations, attendants have even stopped 

① pumping gas. Motorists pull up to a gas station where 

an attendant is ② enclosed in a glass booth with a tray 

for taking money. The driver must get out of the car, 

pump the gas, and ③ walk over to the booth to pay. And 

customers with engine trouble or a non-functioning heater 

are ④ usually out of luck. Why? Many gas stations have 

gotten rid of on-duty mechanics. The skillful mechanic 

has been replaced by a teenager in a uniform ⑤ which 

doesn't know anything about cars and couldn't care less.

내가 어린 시절에 배워 온 가장 유용한 것은 

읽기에 대한 자신감이었다 얼마 전 나는 어. 
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으리

란 희망을 가지고 자아탐구를 위한 주말 워크

샵에 갔다 우리에게 주어진 활동 중 하나는 .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열 가지 사건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었다 번은 내가 태어났. 1 ‘
다 였고 그 후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지 덧붙일 수 있었다 심지어 그것에 대해 생. 

각조차 해보지 않고 내손은 번째 목록을 썼2

다 나는 읽기를 배웠다 나는 태어나고 읽기. ‘ ’.  ‘

를 배웠다 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 ’
순서는 아닐 것이다고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 

나는 내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 태어나. 

는 것은 나에게 일어난 무엇인가지만 나만의 , 

고유한 삶은 내가 처음 문장의 의미를 이해했

을 때 시작되었다.
나타내다   bring out: ~

탐험 상 의exploratory: ( )

연구집회 강습회   workshop: , 

단서 실마리   clue: , 

연속 연속된 한 장면  sequence : , 
이해하다 알아보다make out: ,  

주유소는 비인격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

례이다 많은 주유소에서 종업원들이 휘발유 . , 
주유를 중단하기까지 했다 자동차 운전자들. 
은 종업원이 돈을 받기 위한 접시가 있는 유

리 부스 안에 갇혀 있는 주유소에 차를 댄다. 
운전사는 차에서 내려 휘발유를 주유하고 돈, , 
을 내기 위해 부스로 걸어간다 그리고 엔진.  
에 문제가 있거나 히터가 작동하지 않는 고객

들도 보통 운이 없는 것이다 이유는 많은 주.  ? 
유소들이 근무 중인 정비공들을 없애 버렸기 

때문이다 솜씨 좋은 정비공은 자동차에 대해 .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조금도 개의치 않는 제

복을 입은 십대들로 대체되었다.
비인격적인      impersonal 
종업원     atten dant 

작동하지 않는  non-function ing 
을 제거하다    get rid of ～

근무 중인     on-duty 
수리공    mechanic 

대체하다re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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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07)

The bananas, and not milk, may be nature’ most perfect 

food, according to nutritionists. Bananas contain calcium, 

phosphorus, potassium, iron, and sodium all are ― 

important for building and (A) [to maintain / 

maintaining] sound bodies. In addition, bananas are 

packed with vitamins A, B, C and G, and (B) [are / is] a 

valuable source of carbohydrates. The fruit is  easily 

digested, comes naturally packaged, and can be found in 

most food markets at a reasonable price. Most people like 

the taste of bananas, (C) [what / which] probably explains 

why Americans eat twenty-one pounds per capita each 

year.

    (A)      (B) (C)

to maintain are what① …… …… 

to maintain is which② …… ……  

to maintain are which③ …… …… 

maintaining are which④ …… …… 

maintaining is what⑤ …… ……  

10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 
은?108)

The tea bag was invented by mistake in 1904 by a New 

York tea and coffee merchant named Thomas Sullivan 

when he passed out samples of tea ① wrapped in little 

silk bags. People didn’t understand ② that the merchant 

meant for them to open the bags. They found it ③ 

conveniently and tidy just to dunk the whole bag into the 

water and soon came back to the ④ surprised 

“inventor”clamoring for ⑤ more of his “tea bags.”

영양전문가들에 따르면 우유가 아니라 바나나

가 가장 완벽한 식품일 것이다 바나나는 칼.  

슘 인 칼륨 철분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는, , , ,  
데 이 모든 것들은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유, 

지하는데 중요한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바나. 

나는 비타민 가 풍부하고 탄수화물A, B, C, G

의 귀중한 원천이다 바나나는 쉽게 소화가 . 

되고 자연 상태로 포장되어 나오며 적절한 가

격에 대부분의 식품 시장에서 살 수 있다 대.  

부분의 사람들은 바나나의 맛을 좋아하는데, 

이는 미국인들이 매년 일인당 파운드의 바21

나나를 먹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영양사nutritionist：
인phosphorus：

칼륨potassium：

나트륨sodium：

탄수화물carbohydrate：

차 봉지는 이라고 불리는 뉴Thomas Sullivan

욕에서 차와 커피를 파는 상인이 작은 명주 

봉지로 싼 차의 견본을 돌렸던 년에 우연1904

히 발명되었다 그 상인이 사람들에게 그 봉.  

지를 열 것을 의도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냥 봉지 전체를 물속.  

에 담그는 것이 편리하고 꽤 좋다는 것을 알

았고 곧 그 놀란 발명가 에게 돌아와서 차봉“ ” “

지 를 더 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

알맞은 적절한 꽤 좋은tidy ,  , ：

적시다 담그다dunk , ：

을 극성스럽게 요구하다clamor for ~ ~ , ~：

을 달라고 아우성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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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09)

  All the shining stars we see at night are really like our 

sun in (A) [which / that] they are balls of flaming gases 

sending out rays of light in all directions from billions of 

miles in outer space. The light rays that (B) [reach/ arrive] 

our earth have to pass through different layers of air in 

our atmosphere. The light waves from the edges of the 

beam travel through different thicknesses of air than the 

center waves. This causes an irregular arrival of the light 

waves, which (C) [give/ gives] the viewer an impression of 

twinkling.

    (A)   (B) (C)

which reach gives① ‥‥‥ ‥‥‥ 

that   arrive gives② ‥‥‥ ‥‥‥ 

which arrive give③ ‥‥‥ ‥‥‥ 

that   reach gives④ ‥‥‥ ‥‥‥ 

which reach give⑤ ‥‥‥ ‥‥‥ 

110.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 
은?110)

 In 1866, the Russian author Fyodor Dostoevsky wrote a 

book ① entitled Crime and Punishment. This book, which 

is widely ② read throughout the world, focuses on the 

disturbed mental state of Rodion Romanovich 

Raskolnikov, the book's main character. In the novel, the 

character formulates and executes a plan to kill a 

*pawnbroker, seemingly for her money to help ③ 

resolving his financial problems. At the same time, by ④ 

performing this murder, he justifies to himself that his 

act is helping to rid the world of evil. Raskolnikov's 

character also sees ⑤ himself as someone who is  above 

the law and as one who could and should murder 

without fear of punishment.   

                          전당포 주인*pawnbroker 

우리가 밤에 보는 모든 빛나는 별들은 수십　

억 마일 떨어진 외계에서 모든 방향으로 광선

을 보내는 불타는 기체들의 덩어리들이라는 

점에 있어 실제로는 태양과 비슷하다 지구에 . 

도달하는 광선들은 지구 대기 속의 상이한 공

기층들을 통과해야 한다 광선의 끝부분에서 . 

나오는 광파는 중심부의 광파보다 다른 공기

층들을 통과하여 여행한다 이로 인해 광파.  　

는 불규칙적으로 도달하며 이것이 보는 사람, 

으로 하여금 별들이 반짝인다는 인상을 갖( ) 　

게 한다.

타오르는flaming 

층layer ( )層

광파light wave ( )光波

광선beam 

년에 러시아의 작가 1866 , Fyodor Dostoevsky
는 죄와 벌 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전 세계‘ ’ . 
에서 널리 읽히는 이 책은 책의 주인공인 

의 정신 장Rodion Romanovich Raskolnikov
애적 상태에 초점을 맞춘다 소설에서 주인공.  
은 표면적으로는 그의 재정적 문제 해결을 도

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전당포 주인을 죽일 

계획을 세워 실행한다 동시에 그는 이 살인. , 
을 행함으로써 그의 행동이 세상에서 악을 제

거하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정당

화를 하게 된다 또한 라는 인물. Raskolnikov
은 자신이 법을 초월한 사람이고 처벌의 두,  
려움 없이 살인을 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

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에 제목을 붙이다 라고 칭하다entitle ~ , ~
벌 처벌punishment , 

정신 장애의 불안한disturbed , 
실행하다 집행하다execute , 

보기엔 겉으로는seemingly , 
재정상의 재무의financ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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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A), (B), (C) 
로 가장 적절한 것은?111)

 There are several events that take place while jury 

selection is proceeding. First, everyone who has been 

summoned to appear at jury duty must (A) [arrive / have 

arrived] by nine o’clock in the morning and assemble in 

the jury room. A few minutes later, the court clerk 

usually shows a movie (B) [outlined / outlining] what is 

going to happen throughout the day as the jury is  chosen 

for a particular tria l. At around ten o’clock, twenty people 

are chosen from the jurors in attendance and are taken 

to a courtroom where a judge describes (C) [how / what] 

the process is going to work. About thirty minutes later, 

ten people are called to sit in the jury box to be 

questioned by the lawyers in the case. 

   (A)  (B) (C)
arrive ① outlined what

arrive ② outlining how

arrive ③ outlining what

have arrived ④ outlining how

have arrived ⑤ outlined what

112.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 
은?112)

 A book review is a personal assessment which explains 

① how well an author has covered a specif ic topic. As a 

reviewer, you analyze the book for how it tells a story 

and ② evaluates the quality of writing and organization. 

The book review should also feature an objective 

description of the storyline, so readers can understand the 

review’s context. You need to make things ③ concrete. 

Remember, you’re writing for people who have not yet 

read the book, so providing unclear comments won’t be 

helpful ④ unless some specifics are also included. Feel 

free ⑤ to cite  direct text and quotations from the book, 

but don’t go overboard. Just cutting long quotations from 

the book will bore your readers. 

배심원 선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일어나는 몇 

가지 일이 있다 우선 배심원의 임무를 위해 . 

소집된 모든 사람들은 오전 시까지 도착해 9

배심원실에 모여야 한다 몇 분 후에 보통 법. , 

원의 서기는 어떤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이것, 

은 배심원을 선정할 때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를 요약해서 보여준다 시쯤에. 10 , 

참석한 배심원단에서 명의 사람들이 선정된20

다 그리고 그들은 판사가 재판과정이 진행되. 

는 절차를 설명해 주는 법정으로 이동한다. 

약 분 후에 열 명의 사람들이 배심원석에 30
앉아서 그 사건에 대해 변호사들 로부(lawyers)

터 질문을 받게 된다.

일어나다 발생하다take place  , 

배심원jury 배심원juror 

나아가다 진행하다proceed , 
소환하다summon 

모이다assemble 

법원 서기court clerk 

윤곽을 잡다 개요를 말하다outline , 

참석중인in attendance 

서평은 작가가 특정 주제를 얼마나 잘 다루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개인적인 평가이다 서. 
평가로서 당신은 그 책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

개해 나가는지를 분석하고 글과 구성의 질을 

평가한다 독자들이 서평의 맥락을 이해할 수 . 
있도록 서평은 이야기 구성을 객관적으로 기

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해야 한다 당신은 내.  
용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당신은 그 책. 
을 아직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쓰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불.  
명확한 설명은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

는다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책에서 직접적인 .  
본문이나 인용구를 자유롭게 언급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지나쳐서는 안 된다 긴 문구를 . 
인용하는 것은 독자들을 지루하게 할 것이다.

서평a book re view 평가assessment 
평론가reviewer 분석하다analyze 
평가하다evaluate 
을 특징으로 다루다feature ~
구체적인concrete 특징 상세한 것specific , 

자유롭게 하다feel free to  ~ⓥ 

인용하다cite 인용하다quote  
암송하다recite 인용구quotation 

지나치다go over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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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A), (B), (C) 
로 가장 적절한 것은?113)

Water intake prevents dehydration, cleans out the body, 

and (A) [promoting / promotes] healing processes. 

Substituting water for beverages can also help control 

weight. Sweetened drinks are one of the substances 

linked directly to weight gain because you’re consuming 

calories without feeling (B) [full / fully]. Since the weight 

loss benefits of diet soda have come into question, more 

and more people are considering (C) [to give / giving] up 

their precious pop completely. If you would like to take a 

step into becoming a healthier person by banning soda 

from your life, water is the replacement for soda.

   (A)     (B) (C)

promoting full giving① …… …… 

promoting fully to give② …… ……

promotes full to give③ ……  …… 

promotes fully giving④ ……  ……

promotes full giving⑤ ……  …… 

114.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 
은?114)

In the desert of southwest Peru, enormous shapes, 

complex patterns and thousands of perfectly straight lines 

are cut into the desert’s surface. They are known as the 

Nazca lines, and ① cover 500 square kilometers. There 

are also fifty animal figures up to 275 meters long, ②

including a monkey, a spider, and an “owl man.”More 

amazing is the fact ③ which they can only be viewed 

from the air. Some people believe the Nazca Indians were 

somehow able to fly, perhaps in balloons. ④ Others say 

the lines were ⑤ landing areas for alien spaceships, or 

perhaps an enormous map of the stars.

수분 섭취는 탈수증을 방지하고 신체를 정화,  
하고 몸의 치유 과정을 촉진시킨다 음료수 , . 

대신 물을 섭취하는 것은 또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 당분이 들어간 음료는 체중 증.  

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질 중 하나인데, 

이는 포만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많은 양의 칼

로리를 섭취하기 때문이다 다이어트 탄산음. 

료의 체중 감소 효과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소중하게 여겨왔던 탄

산음료를 더 이상 마시지 않을 것을 고려하고 

있다 만약 생활 속에서 탄산음료를 멀리하여 . 
좀 더 건강해지기 원한다면 물이 탄산음료의 

대체물이 될 수 있다.

섭취intake：

탈수증dehydration：

치료하다heal：
대체하다substitute：

의 남서부 사막에는 거대한 형상들 복잡Peru , 
한 패턴들 그리고 수천 개나 되는 완전한 직

선들이 사막 표면에 나 있다 그것들은 . Nazca 
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넓이가 평500 
방 킬로 미터에 달한다 또한 길이가 미터. 275
에 달하는 개나 되는 동물의 형상도 있는데 50
여기에는 원숭이 거미 그리고 올빼미인간 도 , “ ”
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들이 공중에서만 . 
보인다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들은 인. Nazca 
디언들이 어떤 식으로든 날을 수 있었다고 믿

는데 어쩌면 기구를 타고 날았을 수 도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선들이 외계의 우주선들

이 착륙하는 지점이었거나 혹은 거대한 천체

도였다고 말한다.
형상figure：

외계의a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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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A), (B), (C) 
로 가장 적절한 것은?115)

 When others are around, people tend to assume that 

someone else will do something to help the victim. 

Contrary to what seems logical, the larger the number of 

bystanders, the less likely people (A) [helped / are to 

help]. If you find yourself in an emergency, and you're 

unluck enough to have many people around, a social 

psychologist recommends that you point atone particular 

person, and tell him or her to call 911 or (B) [carry / 

carries] out some other definite action. Once a single 

person approaches to help, other people may also stop (C) 

[ignoring / to ignore] the emergency.

       (A)           (B)          (C)

 helped      carry  to ignore① …… …… 

 helped      carries ignoring② …… …… 

 are to help carries to ignore③ …… …… 

 are to help carry  ignoring④ …… …… 

 are to help carry  to ignore⑤ …… …… 

11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 
은?116)

 Hans Christian Andersen, famous for such fairy tales as 

“The Emperor's New Clothes,” had a phobia of ① being 

buried alive. As a result, he always tried ② to carry a 

note in his pocket telling anyone who might find him ③ 

unconsciously not to assume he was dead. And he often 

④ left another note on his bedside table stating. “I only 

seem dead.” But in 1875, when he died of cancer in 

Copenhagen, he was really dead. We may think such a 

fear is strange, but we have fears that look just as ⑤ 

irrational.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때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람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논리적으. 

로 보이는 것과는 반대로 방관자의 수가 많을

수록 사람돌이 도와줄 가능성은 더 적다 만. 

약 당신이 긴급 사태에 처한 당신 자신을  발

견했는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충분히 있다면 당신이 특정한 한 사람을 가,  

리켜서 그 사람에게 로 전화를 하거나 어911

떤 다른 명확한 행동을 취해 달라고 말할 것

을 한 사회 심리학자는 권한다 일단 한 사람.  
이 도와주기 위해서 다가오면 다론 사람들도 

긴급 사태를 무시하기를 그만둘지도 모른다.

희생자 피해자vict im : , 

구경꾼 방관자bystan der : , 

비상 긴급 사태emergency : [ ] 
수행하다carry out :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동화들로 유명한  ‘ ’
은 살아서 묻히는 Hans Christian An dersen

것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 그 결과 그는 그가 . ,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

를 누군가에게 그가 죽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 주는 메모를 그의 주머

니에 항상 휴대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그. 
의 침대 옆 테이블에 나는 그저 죽은 것처럼 ‘
보여요 라고 알리는 또 다른 메모를 종종 남.’
겼다 그러나 년에 그가 코펜하겐에서 암. 1575
으로 죽었을 때 그는 실제로 죽었다 우리는 , . 
그러한 두려움이 이상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

지만 우리는 그저 분별이 없는 것으로 보이, 
는 두려움들을 갖고 있다.

병적 공포 혐오phobia : [ ]
동화fairy tale : 

당연하게 생각하다assume : 
불합리한 분별이 없는irration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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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17)

 Recently, my wife, Margaret, and I went to a banquet 

honoring my father, sponsored by the organization (A) 

[which / to which] my father belonged for fifty-five years. 

We sat with my parents at their table, and we talked 

about his decision to dedicate his life to thinking the way 

successful people (B) [are / do]. That decision enabled my 

parents to rear three children who are devoted to adding 

value to others. I reflected on these things as I listened 

to the banquet's speaker (C) [describe / described] the 

contributions of my father's life, and it brought me to 

tears.

    (A)          (B)        (C)

which    are describe            ① …… …… 

which    do  described② …… …… 

to which are described③ …… …… 

to which do  describe④ …… …… 

to which do  described⑤ …… …… 

11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 
은?118)

 Are there things you know you need to do ① what you 

just don't want to do? Of course there are. Are there 

things you'd rather be doing instead? Sure there are. 

Your best choice is to go ahead and ② do what must be 

done, even though it may not be all ③ that pleasant. 

Putting it off just wastes your time. It helps to keep in 

mind that the sooner you get ④ busy on those 

unpleasant but necessary tasks, the more time you'll have 

for doing the things you really enjoy. Knowing that you're 

making time for yourself can make those undesirable 

activities much ⑤ easier to bear.

최근에 나는 아내 과 함께 우리 아Margaret
버지가 년 동안 소속했던 단체가 베푸는 나55

의 아버지를 기념하는 잔치에 갔다 우리는 . 

부모님의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성공한 사람,  

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데 그의 삶

을 바치려는 그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결정은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덧보태는 데 

헌신하고 있는 세 자녀를 기를 수 있게 했다. 

나는 잔치의 연설자가 나의 아버지의 삶에 기

여를 설명하는 것을 들을 때 이러한 일들을 

생각했고 그것은 나를 눈물 흘리게 했다, .
연회banquet : 

후원하다sponsor : 

바치다de dicate : 

노력돈 시간 따위를 바치다 내devote : ( · · ) (to) ; 

맡기다 전적으로 쏟다, ( ) 

당신이 할 필요가 있다고 알고 있는 것으로서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는가 물론 ? 
있다 그것 대신에 차라리 하고 있기를 바라. 

는 것들이 있는가 물론 있다 당신의 최선의 ? . 

선택은 그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을지라도 해

야만 하는 것을 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을 미. 

루는 것은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 즐. 
겁지는 않지만 필요한 그 일들을 하느라 더 

빨리 바빠질수록 당신이 정말로 즐기는 것들

을 할 시간을 그 만큼 더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당신 자신.  

을 위해 시간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 활동들을 참고 견디는 것

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연기하다put off : 

참다 견디다bea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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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19)

If you look around any research laboratory nowadays, you 

will notice that it is  full of equipment and instruments 

specially made for scientific work. However, if you had 

visited a scientist’s workroom in the medieval ages, you 

would have found very (A) [few / little] instruments. 

Instead, you could (B) [have found / find] a workroom 

containing no more than books, papers, pens and ink. 

Scientists in those days believed they could investigate 

nature only by thinking about it. In fact, there was 

hardly a difference between scientists and philosophers. 

The change from only thinking to investigating 

experimentally with special instruments (C) [is / are] one 

of the chief changes that gave rise to modern science.

   (A) (B) (C)

few ① have found is

few ② have found are

few ③ find are

little ④ have found are

little ⑤ find is

120.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 
은?120)

All animals have a minimum space requirement, without 

① which survival is impossible. This is the “critical 

space” of the organism. For example, crabs are solitary 

animals. At the time in the life cycle ② when they must 

locate other crabs in order to reproduce, they find each 

other by smell. Thus the survival of the species depends 

on not having the crabs ③ roam so far apart that they 

cannot smell each other. But the critical space crabs ④ 

to need is also well defined. When their numbers increase 

to the point where critical space is not available, many of 

those crabs ⑤ are eaten to bring the population back to 

the level at which they have enough room between them.

오늘날 연구실을 둘러본다면 연구실이 과학, 
적인 작업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기구와 도

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세 과학자들의 작업실을 방문해 보, 
았다면 도구를 거의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

다 그 대신 책 종이 펜과 잉크 밖에 없는 . , , ,  
작업실을 발견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당시 . 
과학자들은 자연에 대해 사색을 하는 것만으

로도 그것을 연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실. , 
과학자와 철학자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단순. 
한 사색에서 특별한 기구를 갖춘 실험적 연구 

활동으로의 변화는 현대 과학을 낳게 한 주요

한 변화들 가운데 하나이다.
중세의medieval：

단지 오직no more than , (=only)：

을 낳다 일으키다give rise to ~ ~ , ：

모든 동물은 최소 공간이 필요하며 그것 없,  
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유기체의 중. “
대한 공간 이다 예컨대 게는 고독한 동물이” .  , 
다 게들은 번식을 위해 다른 게의 위치를 알. 
아내야 하는 생명 주기 동안에는 냄새로 서로

를 찾아낸다 그러므로 게라는 종의 생존은 . , 
게들이 서로의 냄새를 맡을 수 없을 만큼 멀

리 떨어져 돌아다니지 않게 하는데 달려있다. 
그러나 게들이 필요로 하는 중대한 공간 또한 

잘 규정되어 있다 게의 숫자가 중대한 공간. 
이 용이하지 않는 정도까지 증가하면 상당수, 
의 게들이 잡아먹혀서 게의 개체 수는 게들, 
이 그들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정적인 중대한critical ,  ：

고독한solitary：

번식하다reproduce：

돌아다니다r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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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21)

Ethiopians say that Menelik, the son of King Solomon 

and the queen of Sheba, brought *the Ark to Ethiopia 

with him. They say that they have kept it in a secret 

place (A) [since / then]. This Ethiopian legend may 

contain a source of truth. When Egypt ruled Jerusalem, a 

colony of Jews in the south remained fa ithful. They may 

have sheltered the Ark. But when their colony was 

destroyed, the people disappeared. Scholars hypothesize 

that these people moved south to Ethiopia. Further 

support for this theory (B) [given / is given] by the fact 

that Ethiopia has a small population of Jews who cling to 

an ancient form of Judaism. These people, the Falashas, 

claim to be a lost tribe of Israel, (C) [led / leading] out 

of Egypt by Abba Musie, or Moses.
모세의 십계명을 새긴 두 개의 석판 을 넣어 둔 상자*the Ark ( )石板

   (A) (B)      (C)

since is given ① …… …… led

since given ② …… …… leading

then given ③ …… …… leading

then is given ④ …… …… led

then is given ⑤ …… …… leading

122.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 
은?122)

In recent years, organizations like the U.S.-based National 

Fatherhood Initiative ① have begun to argue that the 

presence of the father ② is  vital to a child’s development. 

These organizations aim to encourage fathers ③ to take a 

more active role in their children’s lives. The movement 

also calls for the creation of a new image of fatherhood, 

one ④ that goes beyond the traditional view of the father 

solely as provider, and ⑤ also include the equally crucial 

roles of nurturer, moral example, disciplinarian and 

teacher.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왕과 의 Solomon Sheba

여왕의 아들인 이 계명이 든 상자Menelik 10
를 직접 에티오피아로 옮겼다고 말한다 그들. 

은 자신들이 그 때 이후로 그것을 비밀의 장

소에 보관해 오고 있다고 한다 이 에티오피.  

아의 전설은 진실의 근원을 담고 있을지도 모

른다 이집트가 예루살렘을 지배했을 때도 남. , 
부에 있는 한 유태인 부락은 믿음에 충실했

다 그들이 그 궤를 숨겼을는지도 모른다 그. . 

러나 그들의 부락이 파괴되었을 때 그 사람,  

들도 사라졌다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남쪽 . 

에티오피아로 이동했다고 가정한다 에티오피. 
아에 유대교의 고대 형태를 고수하는 소수의 

유태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이 이론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 Falasha

즉 에 의해 이집트에서 인Abba Musie, Moses

도되어 나온 이스라엘의 사라진 종족이라고 , 
주장한다.

부락 식민지colony ; 

를 숨기다 보호하다shelter ~ , 

가설을 세우다 가정하다hypothesize ,  

를 고수하다 에 들러붙다cling to ~ ; ~
유대 교Judaism 

부족 종족tribe , 

최근에, The. U.S-based National Fatherhood 
같은 기구들은 아버지의 존재가 아Initiat ive 

이의 발달에 중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구들은 아버지들로 하여금 아이들의 

생활에 더욱 능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독려하

고 있다 이런 운동은 새로운 아버지상 즉 부.  , 
양자만으로의 전통적인 아버지상을 넘어서는 

양육자 도덕적 본보기 훈육자 그리고 교육자, , 
로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아버지상의 

창조를 요구하고 있다.
중요한vital 
능동적인 적극적인active , 
요구하다call for 

을 넘어서다go beyond ~ ~
중요한crucial 
양육자nurturer 

훈육자disciplina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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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23)

If you need to buy food, there is probably a shop or a 

department store close to your home that sells just (A) 

[which / what] you want. But shopping has not always 

been so easy. Shops started only with the introduction of 

money. In earlier times, people traded crops or objects 

they had made in exchange for the goods they needed. 

The first shops sold just (B) [a few / a little] products 

such as meat and bread. In 1850, the first department 

store, a shop which sells many different items under one 

roof, opened in Paris. Self-service stores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30s. They replaced the old 

methods of serving customers individually by (C) [selling / 

being sold] prepackaged goods straight from the shelves.

   (A)    (B)     (C)

which① a little being sold

what② a few being sold

what③ a few selling

what④ a little selling

which⑤ a little selling

124.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 
은?124)

Chocolate can last in  a cool, dry place for up to a year. 

When the temperature in your cupboard ① averages 

above 75 degrees Fahrenheit, chocolate may quickly 

develop thin white layers ② caused by the separation of 

cocoa butter. You can still eat this chocolate, even though 

it should not be used for decorations, ③ as it tends to 

break easily. Though chocolate may ④ be kept in the 

refrigerator or freezer, it will take on the smells of other 

foods in time, so taste before using. Also, ⑤ making sure 

to bring chocolate to room temperature before eating, as 

frozen bits of chocolate always strike me as rather hard 

and tasteless.

만약 당신이 음식을 사야한다면 아마도 당신,  

이 필요한 것을 판매하는 상점이나 백화점이 

집 가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쇼핑이 항상 . 
그렇게 쉬웠던 것만은 아니다 상점은 화폐의 .  

도입과 함께 나타났다 초기에 사람들은 필요. ,  

한 상품과 교환하려고 만든 농작물 또는 물건

을 거래했다 초기의 상점은 육류나 빵과 같.  

은 소수의 상품만을 판매했다 년에 한 . 1850 ,  
지붕아래에서 많은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인 백화점이 파리에서 문을 열었다 셀프, . 

서비스 가게들이 년대에 미국에서 생겼1930

다 이 가게들은 미리 포장된 상품들을 진열. 

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함으로써 개별, 
적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옛 방

식을 대체했다.

도입 소개introduction , 

교환exchange 

대신하다 대체하다replace , 
진열대 선반shelf (pl. shelves) , 

초콜릿은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서 년까지 1
유지될 수 있다 찬장 안 온도가 평균적으로 . 
화씨 도 이상일 때 초콜릿의 표면에 얇은 75 ,  
하얀 물질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초콜릿에, 
서 코코아 버터가 분리되기 때문이다 비록 . 
이런 초콜릿이 쉽게 부셔지기 때문에 장식품

들로 사용할 수 없지만 여전히 이것을 먹을 , 
수는 있다 비록 초콜릿이 냉장고나 냉동고에 . 
보관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음식, 
들의 냄새가 초콜릿에 배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맛을 보아라 또한 초콜릿을 먹기 전에 . , 
초콜릿을 반드시 실내 온도와 같게 하라 왜, 
냐하면 얼은 초콜릿 조각들은 나에게 다소 딱

딱하고 맛이 없다는 인상을 늘 주기 때문이

다. 
식기장 찬장cupboard , 

화씨 Fahrenheit(= ) cf. centigrade.(= ) ℉ ℃

섭씨 

특별한 성질이나 모습을 띠기 시작하take on 
다 어떤 일 등을 떠맡다, ( ) .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제때에 in t ime , 
에게 라는 인상을 주다strike A as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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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A),(B),(C)
로 가장 적절한 것은?125)

Books have been man's greatest triumph. (A) [Seated / 

Seating] in my library, I live in a time machine. In an 

instant I can be sent to any era, to any part of the 

world, even to outer space. I have lived in every period 

of history. I have marched with Alexander, listened to 

Buddah speak and (B) [sail / sailed] with the Vikings. I 

have walked in the agora with Socrates and Plato, and 

listened to Jesus deliver the Sermon on the Mount. Best 

of all, I can do them all again at any moment. The books 

are there. I have only to reach up to the shelves and (C) 

[take down them / take them down] to relive the 

moments I have loved.

      (A)         (B)             (C)

 Seated  sail   take down them① …… …… 

 Seated  sailed take them down② …… …… 

 Seating sailed take them down③ …… …… 

 Seating sailed take down them④ …… …… 

 Seating sail   take them down⑤ …… …… 

12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 
은?126)

 Some people are afraid that small conventional 

businesses ① will disappear. They think that e-commerce 

will sell every product at the lowest prices, destroying the 

small businesses. ② Whatever may happen in the future, 

e-commerce has already contributed to price competition. 

Everyone knows about web-sites designed to ③ be 

compared prices. Online sores have kept prices ④ low. 

For example, books and music CDs have been popular 

online purchases. A comparison of prices in 1999 showed 

that these items were 9 to 15 percent cheaper than at 

conventional stores. Prices ⑤ have decreased since then.

책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되어 왔다. 
내 서재에 앉아 있을 때 나는 타임머신에서 

사는 것이다 순식간에 나는 어떤 시대로든지. , 

세계의 어떤 곳으로든지 심지어 외계우주로 

보내질 수 있다 나는 역사의 모든 시기에 살. 

아 왔다 나는 알렉산더 대왕과 행군을 했고 .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으며 바이킹, 

들과 항해를 했다 나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과 광장을 거닐었고 예수님이 산상 수훈을 설

교하시는 것을 들었다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 

내가 그것들 모두를 어느 때든지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들이 그 곳에 있다 내가 사.  . 

랑했던 순간들을 회상하기 위해서 나는 선반 

위로 손을 뻗어 그것들을 꺼내서 내리기만 하

면 된다.

순식간에in an  instant  : 
시대era : 

옛 그리스의 광장agora : ( ) 

연설하다 설교하다de liver : .  .

성서 산상 수the Sermon on the mount : ( ) 

훈

다시 체험하다 회상하다relive : . .

어떤 사람들은 소규모의 재래식 사업체들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전자 상거래. 
가 최저가로 모든 제품을 팔게 되면 그 소규

모 사업체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 

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전자 상거래

는 이미 가격 경쟁에 기여했다 모든 사람은 .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설계된 웹 사이트들에 

대해 알고 있다 온라인 상점들은 가격을 낮. 

게 유지해 왔다 예를 들면 책과 음악 들은 . CD

인기 있는 온라인 구입품들이 되어 왔다. 

년의 가격 비교는 이러한 품목들이 재래1999

식 상점들보다 저렴했다는 것을 보여 9 15% ～

주었다 가격은 그 이후로 하락해 왔다. .

재래의conventio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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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A),(B),(C)
로 가장 적절한 것은?127)

The face of the world is changing. The past 12 years (A) 

[were / have] experienced 11 of the globally hottest on 

record, and by 2100 the world is  expected to be (B) 

[significant / significantly] warmer. By mid-century we 

could see the tropical forests of eastern Amazonia 

replaced by savanna, while in Europe many mountain 

species may be lost. Rising ocean temperatures would 

further damage Australia’s Great Barrier Reef and could 

trigger mega-droughts in the western U.S. The melting of 

the Himalaya glaciers is  predicted to increase flooding, 

followed by water shortages (C) [affecting / affected] over 

a billion people in Asia.

   (A) (B) (C)

were significant affecting① …… …… 

were significantly affecting② …… …… 

were significant affected③ …… …… 

have significantly affecting④ …… …… 

have significant affected⑤ …… …… 

12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 
은?128)

Pediatric clinicians have known for some time that 

children ① fed low-fat and low-cholesterol diets fail to 

grow properly. After all, a majority of mother’s milk ② is 

fat, much of it saturated fat. Children need high levels of 

fat throughout growth and development. Milk and animal 

fats give energy and also help children ③ build muscle 

and bone. In addition, the animal fats provide vitamins A 

and D ④ which  are necessary for protein and mineral 

assimilation, normal growth and hormone production. ⑤ 

Choosing a variety of foods so your child gets a range of 

fats, but emphasize stable saturated fats, found in butter, 

meat, and coconut oil.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 지난 년간 기록상 . 12
전 지구적으로 가장 더웠던 열한 번을 경험했

고 년까지 세계는 상당히 더 더워질 것으2100
로 예상된다 금세기 중반까지 동부 아마존강 . 
유역의 열대 우림이 사바나로 변하는 것을 보

게 될 것이고 동시에 유럽에서는 산에 사는 , 
많은 종들을 잃게 될 것이다 높아지고 있는 .  
대양의 온도가 호주의 에 Great Barrier Reef
더 큰 피해를 끼칠 것이고 미국 서부에 대규

모 가뭄을 야기시킬 것이다 히말라야의 빙하.  
가 녹아서 홍수가 증가할 것이고 이어서 , 10
억이 넘는 아시아 사람들이 물부족에 시달리

게 될 것이다.
가뭄drought：
빙하glacier：

소아과 임상의들은 저지방 저콜레스테롤식을 , 
한 아이들이 적절하게 성장하는 데 실패한다

는 것을 얼마 전부터 알고 있어 왔다 결국.  , 
모유의 대부분은 지방이고 그것의 많은 부분, 
이 포화 지방이다 아이들은 성장과 발육을 . 
하는 동안 내내 높은 수치의 지방을 필요로 

한다 우유와 동물성 지방은 에너지를 제공하. 
고 또한 아이들의 근육과 뼈가 자라도록 돕는

다 게다가 동물성지방은 단백질과 미네랄의 . , 
동화와 정상적인 성장 그리고 호르몬 생산을 , , 
위해 필요한 비타민 와 를 공급한다 다양A D . 
한 음식을 선택해 당신의 아이가 다양한 지방

을 섭취하도록 하되 버터 육류 코코넛 오일 ,  , , 
등에서 발견되는 안정적인 포화지방을 강조하

라.
소아과임상의pe diatric clinician：

포화지방saturated fat：
동화assimi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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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29)

William Kamkwamba (A) [left / leaving] school at 14 as 

his family was unable to pay the school fees, but that 

didn't stop him from doing something remarkable. Armed 

only with his intelligence, a book on electricity, and some 

plastic pipes, Kamkwamba built his first windmill, (B) 

[where / which] generated enough power to run a light in 

his room. He used a bicycle to increase efficiency for his 

second windmill. The windmill was able to generate 

power for his parents' house. His next goal is to provide 

enough energy for his entire village and eventually (C) 

[go / goes] to college.

   (A) (B) (C)

left① which go

left② where go

left③ where goes

leaving④ which go

leaving⑤ where goes

130.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130)

It seems like the nonEngl ish s peaki ng p l ayers i n t he  

English Premier League have to spend more time ① 

studying English rather than practicing in the field.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of the Premier League, 

players will ② be banned from playing in the league if  

they don't have a command of simple English. All players 

will be required to demonstrate ③ that they can 

understand and use familiar everyday expressions. And 

they are also needed to use very basic phrases to 

introduce ④ themselves, and ask and answer questions 

about basic personal details. With the new rule ⑤ taken 

effect in five months, concerns over nonEngl ish speaki ng 

players in the league are arising.

는 등록금을 낼 수 없는 William Kamkwamba

가정 형편으로 열네 살 때 학교를 그만두었지

만 그것이 그가 훌륭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 
지는 않았다 오로지 자신의 지적 능력과 전.  

기에 관한 책 그리고 플라스틱 파이프 몇 개, 

를 가지고서 는 그의 첫 번째 , Kamkwamba

풍차를 만들어 자신의 방에 불이 들어올 만,  

큼의 전기를 만들어냈다 그는 자신의 두 번. 
째 풍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를 이

용했다 그 풍차로 그의 부모님 집에 전기를 . 

댈 수 있었다 그의 다음 목표는 자신이 사는 . 

마을 전체에 충분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대학에 가는 것이다.
무장하다 갖추다arm : ,  

풍차windmill :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비영어권 출신 선수들은 

축구장에서 훈련하는 것보다 영어를 공부하면

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다 프리. 

미어리그의 발표에 따르면 선수들이 간단한 ,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프리미어리그에서 , 

뛰는 것이 금지될 것이다 모든 선수들은 친. 

숙한 일상 표현들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  

또한 자신을 소개하고 기본적인 개인 신상에 , 

관한 질문을 하고 답하기 위해 매우 기본적인 

어구들을 사용해야만 한다 다섯 달 후에 새. 

로운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프리미어리그의 , 
비영어권 출신 선수들에 대한 염려가 일고 있

다.

로 하여금 를 못하게 ban A from -ing : A -ing

하다 금지하다, 

영어 구사력a command of English : 
보여주다 증명하다demonstrate : ,  

어구 문구phra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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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31)

Anxieties often seem (A) [magnifying / magnified] in the 

still of the night. Dealing with them can help you sleep. 

Just writing down worries, deadlines or to-dos before 

hitting the pillow can make them (B) [feel / to feel] more 

manageable. Do whatever helps you relax. Try simple 

yoga exercises, like the forward bend: Standing with  your 

legs hip-width apart, bend at your waist, letting your 

arms and head dangle while releasing the tension in your 

neck and shoulders. Or while lying on your back, (C) 

[doing / do] 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tensing and 

then releasing body parts, beginning with your feet and 

progressing toward your forehead. 

   (A) (B) (C)

magnifying① feel doing

magnified② feel do

magnified③ to feel doing

magnifying④ to feel do

magnified⑤ feel doing

132.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 
은?132)

Scientists ① have been aware for years that the Arctic 

ice pack is getting smaller, but the rate of decline was 

believed to be about 3 percent a decade, which meant the 

ice would be around for 300 years or more. But new 

evidence suggests it ② be shrinking much faster. ③ 

Using data collected from satellites, a Norwegian team 

reported that the ice is disappearing at a rate of 7 

percent a decade. Their findings, published in the journal 

Science, ④ were based on the amount of multi-year ice, 

which does not melt in the summer. This ice was 

measured between 1978 and 1998. The ice pack appears 

⑤ to be undergoing substantial rather than minor 

changes concludes the Norwegian team led by Ola 

Johannessen.

걱정거리는 종종 한밤중에 더 커 보인다 그. 
것들을 해결하면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 걱. 

정거리나 최종 기한 혹은 해야 할 일들을 잠, , 

자리에 들기 전에 적어 보기만 해도 걱정거리

들이 보다 해결 가능한 것처럼 느껴진다 긴. 

장을 풀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라 앞으로 .  
몸을 숙이는 것과 같은 간단한 요가 연습을 

한 번 해 보라 엉덩이 넓이로 다리를 벌리고 . 

서서 허리를 굽혀 팔과 머리를 아래로 내려 

뜨려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게 하라 혹은 . 

등을 대고 누워서 발부터 시작해서 이마 쪽으

로 신체 각 부위를 팽팽하게 긴장시켰다가 , 

다시 긴장을 푸는 식으로 점진적인 근육 완화 

운동을 하라.

확대하다magnify 

베개   pillow 
manageable 처리하기 쉬운  

매달리다 흔들흔들하다dangle , 

긴장시키다 팽팽하게하다tense , 

점진적인progressive  

이마forehe ad 

과학자들은 북극의 얼음 덩어리가 점점 작아

지고 있음을 오랫동안 인식해왔지만 그 감소

의 비율은 년에 약 정도로 믿어졌으며 10 3% 
그것은 얼음이 년 이상 존속할 것임을 의300
미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새로운 증거는 그 . 
얼음 덩어리가 훨씬 더 빠르게 감소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인공위성에서 수집한 자료. 
를 이용하여 노르웨이의 한 연구팀은 얼음이 

년 당 약 의 비율로 사라지고 있다고 보10 7%
고하였다 사이언스 잡지에 발표된 그들의 연. 
구 결과는 여름에도 녹지 않고 다년간 존재하

는 얼음의 양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얼음은 .  
년부터 년 사이에 측정되었다 그 얼1978 1998 . 

음 덩어리는 작은 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중(
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다고 ) Ola 

이 이끄는 노르웨이 연구 팀은 Johannessen
결론짓고 있다.

년  decade 10
증거evidence 
겪다 경험하다undergo , 

실질적인 많은substant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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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33)

The last massive geologic event to affect the shape of 

North America was the Great Ice Age that, (A) [during /

while] at least four major periods in the past two million 

years, covered the continent with ice sheets up to two 

miles thick as far south as Missouri. So much water was 

locked up in the glaciers (B) [that / which] at times ocean 

levels dropped over 300 feet. As a result, a land bridge 

was exposed between Siberia and Alaska. Drifting 

westward across the bridge into Asia (C) [was / were] 

camels, horses, and other animals that had evolved in 

America.

   (A) (B) (C)

during① that were

during② which was

during③ that was

while④ which were

while⑤ that was

134.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134)

Type 1 diabetes usually ①  occurs in children and young 

adults. Fortunately, this type of diabetes can be controlled 

and managed more ②  comfortably than type 2 diabetes. 

However, this does not change the fact ③  that it is a 

serious condition and if you have the disease, you have to 

be very careful. Diabetes is not a condition that you can 

neglect. If ④ leaving untreated, it will lead to more 

serious health problems. You have to be careful about ⑤

what you eat.

북아메리카의 모양에 영향을 미친 마지막 큰 

지질학상의 사건은 지난 백만 년 동안의 적2

어도 네 개의 주요한 시기 동안에 남쪽으로 

미주리 주까지 마일의 두께로 얼음 층으로 2

대륙을 덮었던 대빙하 시대였다 빙하 속에 . 

너무나 많은 물이 갇혀 있어서 때때로 바다의 

수위가 피트 넘게 떨어졌다 그 결과 시베300 . , 

리아와 알래스카 주 사이에 육교 가 드러( )陸橋

났다 아메리카에서 진화했던 낙타 말 그리. , , 

고 다른 동물들은 그 육교를 가로질러 서쪽으

로 떠돌아다니다 아시아로 왔다.

큰massive 

지질학 상 의geologic ( )
빙하glacier 

진화하다evolve 

제 형 당뇨병은 보통 어린이와 대 후반의 1 10

청소년들에서 생긴다 다행스럽게도 이 형의 . 

당뇨병은 제 형 당뇨병보다 더 편안하게 통제2

되고 관리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 제. ( 1
형 당뇨병 이 심각한 질병이라는 사실을 바꾸)

지는 않으며 만일 당신이 그 질병이 있다면 

아주 조심해야 한다 당뇨병은 당신이 경시할 . 

수 있는 질병이 아니다 만일 치료되지 않은 . 

채로 놔두어지면 그것은 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당신은 먹는 것에 대. 

해 조심해야 한다.

당뇨병diabetes 

질병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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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35)

Third-culture kids are those who have spent some of 

their growing up years in a foreign country and 

experience senses of not belonging to their passport 

country when they return to (A) [it / them]. In adapting to 

life in a 'foreign' country they have also missed learning 

ways of their homeland and feel most at home in the 

'third-culture' which they have created. What third-culture 

kids want most is to (B) [accept / be accepted] as the 

individuals they are. Adults assist third-culture kids by 

creating comfortable environments within peer groups (C)

[whom / where] they can share their concerns with others 

and realize that what they are experiencing is normal. 

Opportunities to reinforce good decision-making skills are 

also helpful.

  (A)    (B)         (C)

it① accept whom

it② be accepted whom

it③ be accepted  where

them④ be accepted where

them⑤ accept       whom

13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 
은?136)

To discover what you want to do, define some life goals. 

This is done by doing the rocking chair teat. Imagine 

that you are 90 years old and you are sitting in your 

rocking chair, looking back at your life. Ask yourself if 

this decision ① will have any meaning to you. Ask 

yourself, what are you proud of ② that you've achieved, 

and what do you wish you ③ had done? What were your 

greatest achievements? What made you laugh? What were 

the great times of fun? What are the things you regret 

not ④ to do? Usually, it is ⑤ what you didn't do that you 

regret the most.

제 문화 아이들은 성장기의 어느 정도를 외국3

에서 보내고 모국에 돌아갔을 때 모국에 속하

지 못한다는 감정을 경험하는 아이들이다 외. 

국의 삶에 적응하면서 그들은 또한 그들의 고

국의 학습 방식도 놓치고 그들이 만들어 낸 

제 문화 내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 제 문‘ 3 ’ . 3

화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각 개인으로서 

그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어른들은 이 아. 

이들이 그들의 걱정거리를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고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

을 깨달을 수 있는 동료 집단내의 편안한 환

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제 문화 아이들을 도울3

수 있다 옳은 결정을 내리는 기술을 강화해 .  

주는 기회도 또한 도움이 된다.

적응하다adapt：

괴짜oddity：

하고 싶은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몇 개의 삶

의 목표에 대한 정의를 내려라 이것은 흔들.  

의자 테스트를 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당. 

신이 살이고 흔들의자에 앉아 삶을 뒤돌아90

본다고 상상해 보아라 이 결정이 당신에게 .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

라 당신이 성취한 것 중 어떤 것이 자랑스러. 

운지 그리고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바라

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당. 

신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 무엇이었는가 무엇? 

이 당신을 웃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가장 재? 
미있었던 때였는가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 

는 것들은 무엇인가 대개의 경우 가장 후회? 

하는 것은 당신이 하지 않았던 것이다.

흔들의자rock ing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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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37)

Modern day opinion polls are the outcome of 20th 

century U.S. political history. It started with George 

Gallup establishing the Gallup Poll in 1935. Gallup was 

then noted for (A) [having predicted / having been 

predicted] the election of Roosevelt as president. Since 

then, poll firms that started with  Gallup have influenced 

presidential elections (B) [because / because of] the high 

prediction rates they had. Although there were exceptions 

such as the 1948 presidential election poll, which missed 

the winner, and the 1980 presidential election poll,  which 

missed the number of votes (C) [obtaining / obtained], the 

power of opinion polls has changed the political climate 

in the United States.

   (A) (B) (C)

having predicted ① because obtaining

having predicted ② because of obtaining

having predicted ③ because of obtained

having been predicted ④ because of obtaining

having been predicted ⑤ because obtained

13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 
은?138)

I think you are wonderful just great. After seeing you ─ 

on television last night and ① hearing you sing Lullaby, 

I couldn’t go to sleep for ages. Today I am going to buy 

all your records and just play ② them over and over 

again. I want to be your most devoted fan. Please come 

to my town soon so that I can really see you and ③ be 

close to you. Please send me a big, signed photograph of 

yours so that I can have it ④ frame. I want to hang it 

in my bedroom. Then your picture will be the last thing 

I see before I go to bed and the first thing I see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Do try to let me ⑤ have one 

soon.

현대의 여론 조사는 세기 미국 정치 역사의 20

산물이다 여론 조사는 년에 . 1935 George 

이 을 설립한 것에서부터 Gallup Gallu p Poll

시작되었다 은 당시 의 대통. Gallu p Roosevelt
령 당선을 예측해낸 것 때문에 유명해졌다. 

그 때 이후로 에서 시작된 여론 조사 , Gallup

회사들이 높은 적중률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쳐왔다 승자를 못 맞힌 년의 . 1948

대통령 선거 여론 조사 득표수를 못 맞힌 , 
년의 대통령 선거 여론 조사와 같은 예외1980

도 있었지만 여론 조사의 힘은 미국의 정치 ,  

환경을 변화시켜 왔다.

저는 당신이 멋지다고 생각해요 정말 대단해.  
요 어젯밤에 텔레비전에서 당신을 보고 당신. 

이 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난 Lullaby

후에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요 오늘 저는 당신의 음반들을 모두 사서 계. 

속해서 그것들을 들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  
가장 열렬한 팬이 되고 싶어요 당신을 직접 .  

보고 당신 곁에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사는 도시로 어서 와 주세요 당신의 사인이 .  

들어 있는 커다란 당신의 사진을 저에게 보내 

주세요 그것을 액자로 만들어 제 침실에 걸. 
어 놓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의 사진은 제가 .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게 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

이 될 거예요 제발 어서 한 장 가질 수 있게 .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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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39)

Most children stop to notice the sounds around them and 
(A) [investigate / investigating] how they can make 

sounds with any object. While some are very sensitive to 
noise and cover their ears during joyful banging and 

pounding, other children robustly create noise whenever 
possible. Making loud sounds is a powerful experience, 

helping children feel big in their small bodies. Children 
make sounds in their play more often than they use 

words. They eagerly imitate the roar of an engine or the 
sweet mew of a kitten. (B) [Observed / Observing] how 

they use sounds can teach adults so much about what 
children understand and feel. We can take advantage of 

their interest and alert sense of hearing by intentionally 
providing installations (C) [that / what] create interesting 

sounds.

   (A) (B) (C)
investigate ① …… Observing ……that

investigate ② …… Observing ……what
investigate ③ …… Observed …… that

investigating ④ …… Observing ……what
investigating ⑤ …… Observed what…… 

140.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 
은?140)

Traveling from Houston to San Francisco two or three 

times a year by car made me feel ① bored, so one year I 
decided to take the train for my usual Christmas trip 

home. The most surprising part of the trip was my 
discovery ② that the best prime ribs I’e ever had were 

on an Amtrak train. I enjoyed not only having meals, but 
③ sitting with different people. Everyone seemed to be 

relaxed and friendly. I enjoyed making new friends, 
playing games and watching movies. I even had time to 

myself to read ④ quietly. When I arrived at my 
destination, I was relaxed. Not having the hustle and 

bustle of the airports ⑤ were a treat in itself. Now, 
whenever I have the time to take my vacation by train, 

believe me, I will.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들 주변에 있는 소리를 

알아차리기 위해 멈추어서 물체가 어떻게 소

리를 낼 수 있는지를 조사해 본다 어떤 아이. 

들은 소리에 매우 민감해서 흥겨운 소리가 나

는 동안에 그들의 귀를 막는 반면에 다른 아, 

이들은 가능할 때마다 힘차게 소리를 만들어 

낸다 소리를 만드는 것은 강력한 경험이며. , 

아이들이 그들의 작은 몸 안에서 웅장함을 느

낄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아이들은 노는 동안.  

에 언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소리를 사용한다 그들은 엔진의 굉음 또는 . 
새끼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열심히 모방한다. 

아이들이 어떻게 소리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아이들이 이해하고 느끼고 있

는 것에 관해 많은 것을 어른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다 재미있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 
장치를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 ) 

우리는 아이들의 흥미를 이용할 수 도 있고  

예민한 청각을 갖게 할수도 있다.

조사하다investigate: 

큰소리banging an d pounding: 
고양이의 울음소리mew: ( ) 

년에 두 세 번씩 에서 1 Houston San Francisco

까지 차로 여행하는 것이 너무나 지루해서 한 , 

해에는 집으로 가는 크리스마스 여행에 기차

를 타기로 결심했다 그 여행에서 가장 놀라. 

운 것은 기차에서 내가 지금까지 먹어 Amtrak

본 갈비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먹어본 것

이다 음식이 맛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 

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도 즐거웠다 모든 . 
사람이 편안하고 친절해 보였다 나는 친구도 .  

사귀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았다 혼자서 . 

조용히 책을 읽기도 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  

때 나는 편안했다 공항의 혼잡함을 느끼지 . 

않은 것 자체가 큰 기쁨이었다 이제 기차를 .  
통해 휴가를 보낼 수 만 있다면 나는 꼭 그,   

렇게 할 것이다.

갈빗살prime  rib: 

혼잡함hustle and bus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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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41)

*Gargoyles are actually *waterspouts to catch the rain as 

it f lows off the roof. This water is piped into the mouths 

of the gargoyles and is  emptied into the street, instead of 

dripping down the sides of the building and (A) 

[damaging / damaged] it. Stoneworkers who created these 

gargoyles in medieval times are said to (B) [represent / 

have represented] their friends in the grotesque forms of 

these gargoyles. Some people believe that gargoyles were 

named from the French word gargouiller, (C) [who / 

which] means "to gargle." Perhaps this is true, since 

people make strange and even grotesque faces when they 

gargle water in their throats. 
괴물 모양으로 만든 홈통 주둥이 홈통 구멍 방수구*gargoyle: ( ) , *waterspout: ,  

     

   (A) (B) (C)

damaging ① represent which

damaging ② have represented who

damaging ③ have represented which

damaged ④ represent who

damaged ⑤ represent which

142.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 
은?142)

Can you ever skate on water? Amazingly enough, ① 

whenever you ice-skate, you are doing precisely that, 

skating on water. Here's ② how it happens. When the 

blade of your ice skate touches the ice, it is actually 

putting the pressure of your weight on that thin strip of 

ice. The ice melts for an instant as a result of that 

pressure and the heat ③ it creates, and you are really 

skating along on a thin layer of water. This same 

pressure and heat of your hand on snow causes the outer 

layer of a snowball ④ melting, making it possible for you 

⑤ to create a hard, firm snowball!

홈통 주둥이는 사실 빗물이 지붕에서 흘러나

갈 때 빗물을 잡는 방수구이다 이 물은 건물.  

의 양쪽 아래로 똑똑 떨어져서 건물을 상하게 

하는 대신에 홈통 주둥이의 입에 관으로 보내

져서 거리로 흘러들어간다 중세에 이 홈통 . 

주둥이를 창안한 석수들이 이 홈통 주둥이의 

기괴한 형태를 가진 그들의 친구들을 묘사했

다고 말해진다 어떤 사람들은 홈통 주둥이가 . 

프랑스 어 로부터 이름이 붙여졌다gargou iller

고 믿으며 이것은 양치질하는 것 을 ‘to gargle( )’

뜻한다 사람들이 목 안에서 물로 양치질할 . 
때 이상하고 심지어 기괴한 표정을 하기 때문

에 아마도 이것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흘러들어가게 하다empty 

석수stoneworker ( )石手

중세의medieval 
기괴한 이상한grotesque , 

당신은 정말로 물 위에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가 아주 놀랍게도 당신이 스케이트를 탈 ? 
때마다 당신은 정확하게 그것 물 위에서 스, 

케이트를 타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가 있다 당신의 . 

스케이트 날이 얼음에 닿을 때 그것은 사실 

그 얇으며 길고 가느다란 얼음 조각 위에 당

신의 체중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 압력과 .  

압력이 만들어 내는 열의 결과로 얼음은 잠깐 

동안 녹고 당신은 실제로 물의 얇은 층 위를 

따라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눈에 가하는 당. 

신 손의 이와 똑같은 압력과 열은 눈덩이의 

바깥 층을 녹게 해서 당신이 단단하고 굳은 

눈덩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칼날blade  

길고 가느다란 조각 작은 조각str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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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43)

We all get tired and many of us at times have felt 

depressed. But the mystery known as chronic fatigue 

syndrome (CFS) is not like the normal ups and downs we 

experience in  everyday life. One of the early signs we 

may experience (A) [is / are] a strong and noticeable 

fatigue that comes on suddenly and often comes and goes 

or never stops. You feel (B) [so / too] tired to engage in 

normal activities or are easily exhausted with no apparent 

reason. Unlike a serious hangover, to (C) [which / what] 

researchers have compared CFS, the profound weakness 

of CFS does not go away with a few good nights of sleep. 

Instead, it slyly steals your energy and vigor over months 

and sometimes years.

   (A) (B) (C)

is ① …… so which…… 

is ② …… too what……

is ③ …… too which……

are ④ …… too what……

are ⑤ …… so which…… 

144.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 
은?144)

Not until we were caught up in a riptide ourselves ①

could I comprehend how deadly a day at the beach could 

be. We were at Jones Beach on a beautiful summer’s day. 

I noticed my two daughters walking into the mild surf. 

When the water reached just above their waists, both of 

them ② were instantly pulled out straight into the ocean. 

I ran down the beach into the ocean and was myself 

pulled out to them. A moment later, a lifeguard appeared 

next to us, ③ securing us to a rope that was being held 

by other lifeguards on land. As they reeled us in, I could 

not believe ④ how hard they had to pull to get us back 

on land. If we had not been swimming in a guarded area, 

I believe our chances of surviving ⑤ would be slim at 

that time.

우리 모두는 지치고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은 

때로 우울함을 느껴왔다 그러나 만성피로증. 
후군 이라 불리는 불가사의한 질병은 우(CFS)

리가 매일 겪는 평범한 피로나 감정의 기복( ) 

과는 다르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초기 증. 

상들 중의 하나는 갑자기 다가오거나 왔다 , 

갔다 하거나 혹은 결코 멈추지 않는 강력하,  
고 현저한 피로이다 당신은 일상적인 활동에 . 

관여하기에는 너무 지쳤다고 느끼게 되거나 

분명한 이유 없이 쉽게 기력이 다 하게 된다. 

연구자들이 를 비교해 온 심한 숙취상태CFS

와는 달리 로 인한 뿌리 깊은 허약함은 , CFS
며칠 밤의 숙면으론 사라지지 않는다 대신. , 

그것은 은밀하게 몇 달 때로는 몇 년에 걸쳐 , 

당신의 에너지와 활력을 훔친다.

만성적인chron ic：

고저 기복ups and downs , ：

현저한noticeable：

분명한apparent：

숙취 여파hangover , ：

뿌리깊은profound：

교활하게 은밀히slyly , ：

원기 활력vigor , ：

역류에 휩싸이기 전까지 나는 해변에서의 하

루가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될지를 알지 못했

다 우리는 화창한 여름날 해변에 있었. Jones 

다 나는 나의 두 딸들이 잔잔한 물결 속으로 .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물이 허리춤에 . 

다다랐을 때 두 아이 모두 물속으로 곧장 휩

쓸려 갔다 해안을 내려가 물속으로 달려갔을 . 

때 나도 물결 속으로 휩쓸려 갔다 잠시 후 . 

수상 안전 요원이 우리 곁에 나타나 육지에서 

또 다른 안전 요원들이 잡아당기는 밧줄로 우

리를 묶었다 그들이 밧줄을 당기는데 우리를 . , 
육지로 끌어내기 위해 엄청난 힘을 사용해야

만 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수상안전요원.  

들이 있는 지역에서 수영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당시 우리가 생존할 확률은 매우 낮았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역류riptide：

치명적인deadly：

잡아당기다r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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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A), (B), (C)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45)

Bullies are now taking advantage of technology to 

threaten and tease their victims. Dealing with  

cyberbullying can be difficult, but (A) [they / there] are 

steps you can take. Cyberbullying refers to the new, and 

growing, practice of using technology to tease, or bully, 

someone else. Bullies (B) [used / were] used to be 

restricted to methods such as physical intimidation, postal 

mail, or the telephone. Now, developments in electronic 

media offer email, web pages, and digital photos. 

Computers, cell phones, and PDAs are new tools that can 

(C) [apply / be applied] to an old practice.

   (A) (B) (C)

they ① used apply

they ② were used be applied

there ③ were used apply

there ④ used be applied

there ⑤ used apply

14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 
은?146)

Photographer Ralph Steiner once taught a class ① called 

“How to Look at the World.” For Steiner, the whole point 

of taking photographs ② was to gain a new appreciation 

of everyday life. “Celebrate the wonderful, ordinary things 

you see around you,” he told aspiring photographers. 

Simple bed sheets hanging on a clothesline, he felt, ③

holding all the magic of a *drapery in fine Greek 

sculpture. One of Steiner’s loveliest pictures of a tree’s ―

shadow ④ falling gently on a snow-covered field hangs ― 

over my desk at home. It reminds me that seeing the 

world through the camera’s eye can make the joy of a 

passing moment ⑤ eternal. 

부드러운 직물의 우아한 주름*drapery：

약한 자를 못살게 구는 자들이 희생자를 위협

하거나 괴롭히기 위해 이제는 기술을 이용하

고 있다 사이버 상에서 못 되게 구는 행위를 . 

다루는 일은 어려울 수 있으나 당신이 취할 ,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 사이버 상에서 못되. 

게 구는 행위라 함은 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

람을 괴롭히는 새로 생겨나서 늘어가고 있는 , 

행위를 지칭한다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자. 

들은 신체적 위협 우편 혹은 전화와 같은 방, , 

법으로 제한되곤 했었다 이제는 전자 매체의 . ,  

발달이 전자우편 웹 페이지와 디지털 사진을 , 
제공한다 컴퓨터 휴대폰 가 오래된 악. , , PDA

행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들이다.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사람bully：

위협int imidation：

사진작가 는 세계를 보는 법Ralph Steiner “ ”

이라는 강좌를 개설한 적이 있었다 에. Steiner

게는 사진을 찍는 것의 목적은 일상 생활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었다 그는 주변에서 볼 . “
수 있는 경이롭고 일상적인 사물들을 찬양하

라 라고 야심찬 사진작가들에게 말했다 빨랫.” . 

줄에 걸려 있는 단순한 침대시트에도 정교한 

그리스 조각품에서 볼 수 있는 주름의 모든 

마법이 담겨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의 . Steiner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 중 한 점이 우리 집의 

내 책상 위에 걸려 있는데 눈 덮인 들판에 , 

은은히 드리워진 나무의 그림자를 찍은 사진

이다 그것은 카메라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 

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기쁨을 영원히 잡아

둘 수 있음을 일깨워 준다.

평가 인식appreciation , ：

포부가 야심이 있는aspiring ( ) ：

영원한 불멸의etern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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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①
가 주어 단수임 접속사 주어 (A) The best way (B) since( ) + 

동사 은 시간의 접속사이므로 moisture + encourages (C) until
미래대신 현재시제를 써야함

2) ③
동사 주어 주어자리이므로So does remembering : So + + : 

3) ②
년 이후 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출간되고 있(A) 1900 (since 1900)

으므로 현재완료 를 써야 한다 목적어 (has been pu blished) . (B) 
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가 필요하므로 the power to

를 써야 한다 를 이용하여 레스토랑을 to decide .  (C) the Guide

비교하므로 능동형의 현재분사 을 써야 한다using .

4) ②
에서 는 전치사이다 따라서 의 는 from A to B to . prevent②

으로 고쳐야 한다preventing .

5) ⑤
는 의미상 유혹을 받았다 는 것이므로 수동태인 (A) ‘ .’ (being) 

가 알맞다 는 담배 연기가 얼마나 불쾌한지 라는 tempted by . (B) ‘ ’

의미로 결국 ‘the smell of cigarette smoke is  very unpleasant’

에 해당하므로 가 알맞다 의 주어는 이고 동사는 is . (C) Everyone

이다 즉 가 오면 본동사가 두 개 겹친 형태should know . , wants
가 되어 어법상 바르지 않기 때문에 혹은 Everyone who wants 

으로 나타내야 알맞다Everyone waiting .

6) ②
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이므로 으로 고쳐주는 what that

것이 적절하다.

7) ③
동사적 의미를 가진 동명사 을 수식하고 동사적 (A) finding (A) 

의미를 가진 동명사 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 finding

가 적절하다accidentally . (B) The first few days of being 

이 부사적으로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주어와 술어가 vegetarian , 

나와야 하므로 가 적절하다 동사 의 목적어 역할을 he . (C) doing
하며 선행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이 적절하, what

다.

8) ⑤
의 는 를 수식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fo llow acoustic act ivists⑤

이 되어야 한다following .

9) ③
베토벤이 납중독으로 고통 받았을지도 모른다 라는 과거 사(A) ‘ . ’

실에 대한 추측이므로 가 적절하다, may have suffered . (B) 

는 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복수which and they(= levels of lead) ,  

형 가 적절하다 가 선행사이므로 were . (C) the stomach pains

이 적절하다 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사이므로 that . what
적절하지 않다.

10) ⑤

문맥상 주어 는 고문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고문을 당하는 대he
상이므로 은 가 되어야 한다,  torturing ( being) tortured .⑤ 

11) ③

에서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를 에서는 분사구(A) which , (B)
문의 능동형 분사 을 에서는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Spending , (C)

사 를 써야 한다much . 

12) ④

문장의 주어가 단수 형태인 관계대명사 절이므로 가 적절What is
하다.  

13) ②

에서 는 자동사이므로 수동태가 될 수 없으므로 (A) occur
이 맞다 는 목적 개념의 부사구가 필요한 자리이므occurring . (B)

로 가 맞다 는 동사 자리이므로 이 맞다'To save' .  (C) 'is helping' . 

는 의 목적보어이므로 이 문장의 동사가 아니라는 데 주save help

의한다.

14) ②

는 이 동명사로 주어의 역할을 하므로 단수 취급을 balancing②

하기 때문에 를 로 고쳐야 한다lead leads .

15) ③

는 자동사이므로 수동태를 쓰지 않는다(A) appear . (B) when ∼ 

는 삽입된 구문이다 문장 맨 앞에 강조된 때문에 Italy . Not until 

동사 가 주어 앞으로 도치‘did’ ‘the way of eating with a fork’ 
되었다 은 목적어 는 목적보.  (C) this Italian way of eat ing , silly

어이다.

16) ④

아무리 할지라도 라는 의미의 부사절이어야 하므로 는 ‘ ’ How④ ∼

가 되어야 한다 는 앞에 조동사 가 있으However .  thrive would① 

므로 원형을 쓴다 로 인해 로 착각하지 말. likely be likely to  do

자 는 앞 문장 전체를 받는 관계대명사이다.  which . coming② ③ 

은 분사 구문을 이끈다 은 둔화시키다 는 의미의 동사로. dull ‘ ’ , ⑤ 

앞에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구문이다‘ (let) ’ .＋ ＋

17) ③

에서는 절 내에서 동사가 필요한 곳이므로 동사 에서(A) le d, (B)

는 동사의 보어로 사용될 수 있는 형용사 에be conceivable, (C)
서는 동사 뒤에서 목적절 완전한 문장 을 이끄는 접속recognized ( )

사 이 적합하다that .

18) ②

명사절이 주어인 경우의 동사형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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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문 복합관계대명사 재귀대명사 용법을 묻고 있다 의 자리, , . it

에는 접속의 기능을 가진 관계대명사 가 적절하다which .

19) ④
목적어 부정사 의 형태로 가 할 것을 명하다(A) ‘assign to ’ ‘~ ~ ’＋ ＋

의 구조인데 여기서는 목적어가 주어로 간 수동태의 구조이므로 

가 적합하다 과 사이에는 assigned . ‘the women’ assigned ‘who 

가 생략되어있다 부사절을 이끌어야 하므로 접속사 were ’ .  (B) 

가 적합하다 원인 결과 의 구조even though . (C) ‘ That's why ’＋ ＋

이므로 가 적합하다why .   

20) ②
은 를 목적어로 받는 능동의 현재recognizing a person's right① 

분사 가 절에서 해야 한다 는 요구의 의미를 지니, demand that ‘ ’② 

고 있으므로 동사원took (should) take, be unlikely to→ ③ ＋

형 가정법 과거완료의 구문 는 등위, if she had been , die④ ⑤ 

접속사 로 와 같은 형태인 동사원형으로 병렬구조를 an d remove

이룬다.

21) ④
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분사구문 (A) and it(= autism) affects

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의 주체인 affecting . (B) attach children

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를 가리키므로 이 맞다words them . (C) 

가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므early ~ skills

로 접속사인 를 써야 한다, Although .

22) ②
과거에 하곤했다 라는 의미의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 ) ~ ’ use d to ②

쓰여야 하므로 을 로 고쳐야 한다meeting meet .  
목적격 관계대명사 의 올바른 쓰임이며 선행사는 which ,  their ① 

이다 는 앞의 동사 와 art of dream interpretation . learned told③ 

병렬 구조로 연결되고 있다 목적어 절 의 형태로. ‘te ll+ +that ’ , ④ 

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였다 을 두려워하다 의 that . ‘~ ’⑤

동사구는 이므로 올바른 표현이다be afraid of .

23) ①
문장의 주어가 이고 동사가 이므(A) Many fitness locations line

로 가 맞다 앞에 비교급 to allow . (B) ‘less calm an d more 
가 나오므로 이 맞다 뒤에 가 없으므fatigued’ than . (C) look like

로 가 맞다how .

24) ③
를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Although he was not known to many

가 되고 을 생략할 수 있다 따Not be ing known to many being . 

라서 을 으로 고쳐 써야 한다knowing known . ③ 

25) ①
를 분사구문으로 바꾼 것으로 (A) as it is divided up into~

를 써야 한다 사역동사 의 목적보어이므로 동사divided . (B) make

원형인 을 써야 한다 의 주격 보어자리에는 rebel . (C) be called

형용사인 를 써야 한다efficient .

26) ⑤

의 목적보어로 이 아니라 를 써야 한다force leading to lend . ⑤ 

는 바다처럼 많은 의 뜻을 가진 수식어이다 주an ocean of ‘( ) ’ . ① 

격 관계대명사 앞의 선행사가 이기 때문에 복수의 동who people

사인 가 와야 한다 는 주로 대개로 해석되는 부사are .  mostly ‘ , ’② 

이다 거의 모든 주식이 많이 떨어졌고 주로 반 정도 떨어졌다는 .  

의미로 해석이 된다 로 이어. to sit ~, calm ~, and ~, shed③ 

지는 병렬구조이다 강조 구문의 으로. It ~ that  that ‘on ly ④ 

with a sense of optimism, preferably accompanied by a sense 

을 강조하고 있다of energy and laughter’ .

27) ④

명사 주어 동사 로 이루어진 의문사절how many+ + (S)+ (V)④ 「 」

에서 명사는 동사 의 목적어이므로 동사 는 능동태의 타동(V) , (V)
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는 로 고쳐 써야 한다.  , was held held .  

28) ③

문장의 주어가 이므로 동사는  단수 동사인 (A) The average life ,  

가 적절하다 는 나무가 생존하기 is . (B) the water and nutrients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수동 관계를 나타내는 과거분사 ,  

가 적절하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므로 선행사needed . (C) ,  

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은 적절하지 않다 의 목적어 what . measure

역할을 하는 의문사절을 이끄는 의문사로서 이 적절하다where .

29) ②

다음에 수동태 문장이 이어지고 선행사 가 (A) a strange place

장소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관계부사 가 적절하다where .   (B) the 

가 힌트가 되며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ancients
가 필요하므로 가 적절하must have p.p. must have required「 」

다 가정법 과거의 조건절인 와 병렬구조를 .   (C) If we could~go

취해야 하므로 가 적절하다see .

30) ①

유도부사 구문에서 문장의 주어는 이고 동a very wealthy man

사는 인데 문장의 주어는 관계대명사 와 연결되고 was , who

이 을 수shared a passion for art  collecting a very wealthy man

식하므로 대명사 는 불필요하다 따라서 의 는 he . he shared①

로 고쳐야 한다shared .

31) ③

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의 주절이다 가 주어이(A) Inspired . Meyer
고 동사가 필요한 자리이므로 가 어법상 맞다 주어 created . (B) 

가 의 관점에서 이야기 되는 것이므로 수동태The story Isabella

인 를 써야 한다 에서 은‘is told’ . (C) Other than that that

이 분량이 많고 형용사가 많다는 점을 가리킨다 그‘<Twilight> ’ . ‘

것 이 아니라면 이 즐겁고 매력적이다 라는 내용(that) <Twilight> ’
이므로 을 받는 지칭대명사 이 와야 한다,  <Twilight> ‘it’ .

32) ③

형용사 는 복수명사이며 죽은 자 들이므로 수동태 과거‘the+ ’ ,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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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 동사는 복수형 가 된다were burie d .

는 기록되는 것이므로 수동의 과거분사 형태가 되어야 history ‘ ’① 

한다 전치사 의 목적어는 명사 이다 빵이 전시. before history . ② 

되어 있는 것이므로 과거분사 형태이다. spread-spread-spread④ 

의 불규칙동사로 주어는 ‘The Greeks learned and (the … 

로 이어진다 비교급 비교급 의 Greeks) spread ’ . ‘the+ , the+ ’… ⑤ 

형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는 가 .  the low the lower
맞다.

33) ④
에서는 생각된 시점 현재 보다 북송조가 멸망한 시점이 이(A) (=> )

전의 일 과거 이므로 완료 부정사가 쓰여야 하며 에서는 (=> ) , , (B)

진주어인 절 이하를 가리키는 가주어 이 쓰여야 하고that it ,  (C)

에서는 가 열중시키다 라는 의미의 타동사로 스involve ‘ ’ Huizong 

스로 예술에 몰입되어 있었으므로 수동을 의미하는 과거분사가 

필요하다.

34) ①
은 원래 이므로 전치사 가 thankful for something special , for①

필요하다 그 위치는 다음 혹은 관계대명사 앞으로 옮. thankful 
겨간다면 가 되어야한다 참고 관계사 앞에는 전치for which ( : that

사를 쓸 수 없음). 

35) ③
에는 와 함께 동사인 를 수식해야 하므로 부사(A) faster produce

인 가 적절하다 구체적인 장소를 나타내지 않아도 상eff iciently . 

황환경 입장 경우 사정 사례 등과 같이 넓은 의미에서 장소로 볼 · · · · ·

수 있는 것이 선행사가 될 경우에도 관계부사 를 쓰므로 where

에는 가 적절하다 에는 주어인 (B) 'in which ' . (C) they (=workers)

와 목적어인 이 서로 다르므로 이 적절하them(=their jobs) them
다. 

36) ⑤
보상을 주었다 가 아니라 보상을 받았다 의 의미가 되어야 하‘ ’ , ‘ ’⑤ 

므로 수동태 로 고쳐야 한다, 'were rewarded' .

37) ⑤
이 목적어를 직접 취하지 않고 의 전치사cleaning ‘of phones’⑤ 

구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취했으므로 은 명사적으로 사용cleaning

된 것이다 그러므로 가 아니라 가 을 .  frequently frequent cle aning

수식해야 한다.

38) ④
의 문장(A) the current owner is a chain smoker in the house

을 나타내므로 를 대치하는 관계부사 가 적절in the house where

하며 를 선택하려면 를 로 바꾸어야 한다, whose the owner owner . 

인지 아닌지 가 궁금하다는 내용이므로 접속사 가 적절하(B) ‘~ ’ if
다 의 문장에서 관계대명사 . (C) any advice that anyone offers

이 생략된 구문이므로 동사 가 적절하다that offers .

39) ③
에는 동사가 개 와 있으므로 관계대명사 (A) 2 ( live d expan ded) 

가 맞다 에서는 형식 문장에서 목적어가 부정사wh ich . (B) 5 to (to 

일 때는 반드시 가목적어 이 필요하다leave ~ and move ~) it . 
는 본동사 자리이므로 가 맞다 는 동사가 아닌 (C) made . combined

과거분사라는 것에 주의한다.

40) ②

선행사 과 'the resort town' 'I  was going to spend my ① 

을 이어 주는 장소의 관계부사가 필요하므로 two-week vacation'

는 적절하다 다음의 이 와 병렬구조로 이where . and sit glance② 

어지는 것으로 파악하면 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은 was . sit

이 되어야 한다 다음에 sitting . and 'a  man, an incessant talker, 
이 도치된 구문이다 기준 시was sitting a few rows back ~' .  ③ 

점이 과거이므로 과거완료를 써야 한다 하느. 'be  busy ~ing(~④ 

라 바쁘다 에 용법이 구사된 문장이다)' 'too ~ to ' . 'so th at' … ⑤ 

구문 안에서 조동사 와 가 결합된 형태이다could 'be  ready to' .

41) ③

에서 앞의 명사인 를 수식하는 분사가 나와야 하는데 쪽note , ‘③

지가 를 설명하는 의 능동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이라는 ~ ’ detailing

현재분사가 맞다 은 다른 사람에 의해 존재를 알게 해야 한다. ①

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이 맞고 는 앞의 과 동등하known , open②

게 연결되는 명령문이므로 동사원형의 형태로 쓴다. to spell④ 

이 이 문장에서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기에 맞는 형태to

이다 는 보여 진다 라는 의미로 부정사의 수동태 형태인 .  ‘ ’ to to ⑤

이 맞다be seen .

42) ③

사역동사 는 목적보어로 동사원형을 사용하므로 목적어 (A) make

이 느낀다는 의미인 이 와야 한다 주어 역할을 할 them feel .  (B) 

수 있는 것이 필요하므로 동명사의 형태인 이 와야 Overcoming
한다 앞에는 이 이끌고 있는 부사절이 있으므로 주절.  (C) When

이 와야 하고 와 함께 쓰여 주어를 이루어야 하므로 , all of them

이 올바른 표현이다.

43) ①

조명과 카메라는 설치되는 것이므로 을 써야 한다 문장set . ① ② 

의 주어가 동명사이므로 단수 동사 를 쓴다has . crawling up ③ 

는 현재분사 구문으로 를 수식한다a glass flies or worms . ④ 

목적어 형용사 구문은 가 하게 하다 는 뜻이다‘make+ + ’ ‘- ~ ’ .  ⑤ 

는 나타났다 는 뜻이며 자동사이므로 수동형으로 쓸 수 appe ared ‘ ’

없다.

44) ③

주어가 이므로 가 적절하다(A) stars end .

주어가 되는 문장을 이끌며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것(B) or not 

은 이다 을 수식하는 부사로서 가 whether . (C) known accurately

적절하다.

45) ⑤

문맥상 롤 수식하는 와 병렬구조를 the duty of a friend to give

이루어야 하므로 는 가 되어야 한다,  does (to) do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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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②
의미상 주어 은 의 주체가 아(A) hard physical training express

니라 객체이므로 수동태 가 적절하다 가 , be expresse d . (B) ca help

서술 동사이므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명사 이 controlling

적절하다 이 가주어이므로 진주어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 (C) it

사로서 이 적절하다that .

47) ③
풀이 를 하던 를 하던 의 구조가 사[ ] (A) Whether A or B (A , B )

용되었으며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므로 는 사용할 , Whatever
수 없다 절 은 단수취급을 하므로 .   (B) (Who we believe  we are)

가 맞다 는 타동사 의 목적어에 해당하is . (C) an identity ground

므로 과거분사 를 사용해야 한다grounded . ‘an identity (which 

로 관계대명사 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도 is) grounde d on ~’ ‘ +be'

된다.    

48) ④
는 단수 명사 앞에 사용하고 복수 명사 앞에는 올 수 없다every , . 

그러므로 를 로 바꿔야 한다every all .
한정사 소유격 관사 지시형용사 등: ,  , , some, any, no

어순 한정사 형용사 명사 단수 복수명사: all + + + ( , )

       all your problems

어순 한정사 형용사 단수명사 : + every( ) + - your every 

problem

49) ④
어법상 에서 절의 that you value what ~ them as a person that

주어 에 연결되어 와 병렬 구조가 되어야 하므로 의 you value ④

는 로 고쳐야 한다cares care .

50) ⑤
과학자들이 남을 놀라게 한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놀랐다는 내

용이 되어야 하므로 에는 수동의 의미를 지닌 과거분사 (A)
가 적절하다 는 삽입절이고 surprised . they thought (was) extinct

의 선행사 가 문장의 주어이므로 에는 개의 주the very fish (B) 2

어가 쓰일 수 없으며 따라서 동사 가 적절하다 보어절 was . these 

를 이끄는 종속접속사가 coelacanths, which ~ million years ago

필요하므로 에는 이 적절하다(C) that .

51) ⑤
동사원형 은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make it a habit to+ ’ ‘~⑤ 

다 라는 의미로 은 가목적어 이하는 진목적어에 해당한다’ it , to  . 
뒤에는 동사원형이 쓰인다 이 to .  ‘Bess Truman① 

로 여겨졌다 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수동태가 down-to-earth ’

알맞다 앞의 어구 를 받는 계속적용법의 관. her frugal ways② 

계대명사로 는 적절하다 동안 의 의미로 뒤에 때를 which .  ‘~ ’③ 

나타내는 명사 가 왔으므로 전치사 은 적절하다(her time) During . 
사역동사 목적어 과거분사 의 구문‘ (have)+ (her hair)+ (style d)’④ 

으로 머리를 미용사에 의해 손질되게 하는 것이므로 과거분사 ‘ ( ) ’ 

는 적절하다style d .

52) ②

는 관계대명사 과 사이에 삽입된 절(A) many thought what was 

이다 동사 의 주어는 관계대명사 이므로 주어 을 또 .  was what it
쓸 수 없다 가 적절하다 주어가 이므로 목격하는 주체.  was . (B) I

도 이다 능동의 뜻을 갖는 이 적절하다I . having . (C) ‘from A to 

에서 는 전치사이므로 이 적절하다B’ ‘to’ suffering .

53) ④

목적어 목적보어mak ing soil( ) defenseless( )

defenselessly defenseless④ → 

54) ③

를 수식하는 수동의 과거분사자리 목적어 (A) values consider + 

가 목적어가 주어로 나와서 + important values (which are) 

임 구문 양보의 부considered important..  (B) whether A or B (

사절 명사) (C) because of + the ir communicative properties( )

55) ③

는 주어인 를 설명하는 삽입구이므(A) a heavy... products Lead

로 문장 전체의 동사가 필요하다. (B) People don't consider a 

와 같은 문장에서 low leve l of lead exposure dangerous a low 
가 주어로 쓰인 수동태 문형이다 보어가 level of lead exposure . 

쓰일 자리이므로 형용사형 가 적절하다 두 개의 dangerous . (C) 

주격 관계사절이 접속사 를 매개로 병렬로 연결되어 선행사 or

를 수식하는 형태의 문장이다 주격관계사절의 동사의 수는 kids . 

선행사에 일치시키므로 복수 형태인 가 적절하다are .

56) ④

정관사 단수명사 를 대신하므로 부+ (the atmospheric pressure)④ 

정 대명사 으로 받아야 한다 내용상 를 대신하므that . has air① 

로 대동사 를 쓴다 와 함께 에 의해 병렬구조does . covered an d② 

로 연결되어 을 수식하고 내용상 수동의 관계이므로 a planet , (a 

과거분사 를 사용한다 내용planet is wrapped in ...) wrapped . ③ 

상 화성의 대기와 지구의 대기를 비교하고 있으므로, 

를 써야 한다 거의라는 의미를 가지며 Earth's(atmosphere) . ' '⑤ 

부사 를 수식하므로 부사인 를 사용한다an ywhere almost .  

57) ①

뒤에 있는 가 주어이고 가 동사이므로 (A) his own anger .  set off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끄는 가 맞다 앞에 있는 because (B) 

와 병렬 구문을 이루는 것이 문장의 의미가 자연스러우므로 broke

가 맞다 는 하는 것이 어떤 freed (C) what it  fe lt like to do ‘..

기분과 같은지를 이라는 의미로 은 가주어이고 부정사이하’ it . to 

가 진주어이다 전치사인 의 목적어로 의문대명사인 을 . like what
쓴다

58) ④

주어인 이 명시된 독립분사구문으로 동시발생상황을 나some ‘ ’① 

타낸다 동사의 보어로 쓰인 형용사 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mild② 

등이 비교급을 수식한다 그녀가 영much. still. far. even . ③ ④ 

하 도일 때 수영을 했었던 과거의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므로 36

동명사인 의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 의 swimming . organized⑤ 

의미상의 주어는 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지닌 this competi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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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분사로서 분사구문을 이루고 있다.

구문풀이 The swimming competition was...some serious 

다음에 분사 이 생략된 분사구문이다about...; some be ing

59) ⑤
뒤에 명사가 이어지므로 의문형용사인 가 적절하다 형(A) what . 

용사나 부사 앞에는 가 와야 한다 기준 시점인 과거보다 how . (B) 

더 이전의 일을 나타내므로 대과거를 나타낼 수 있는 가 적had

절하다 앞에 나온 을 대신하는 이 적절하다. (C) a tradition one . 

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가 다음에 생략되continue one
어 있는 구조이다.

60) ②
는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의 타동사로서 권의 책이 affect 57,310② 

주어이므로 수동태로 사용해야한다 따라서 가 . had been affected

되어야 한다 는 형식에서 목적보어로 부정사를 취하.  cause 5 to① 

는 동사이다 앞의 절에서 주어 에 이어.  but  Nathanie l Frank③ 

지는 동사가 있어야 하므로 를 동사의 과거형으로 사용한, search

다 등 으로 끝나는 말. anything, nothing, everyth ing -thing④ 

들은 수식하는 말이 뒤에 온다 복수명사를 수식하고 다른 작. “ (⑤ 

가들 을 의미하므로 를 사용한다)” other .

구문풀이 부정사의 목적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을 때 생략 한to 

다

ex> This stone is too heavy for me to lift .

 = Th is stone is so heavy that I cannot lift it.

"an embarrassing cataloging error" had caused thousan ds of 

동사 books on its site to become  harder to find in searches. 

는 를 목적어로 새 caused thousands of books on its site become
을 목적보어로 취하는 형식 문장을 만든다5 .

61) ②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바로 앞의 (A) a remote mountain 

가 아닌 이므로 가 적절하다 지각동사village a native who . (B)< +
목적어 동사원형 의 구문이 아닌 와 가 병렬구조+ > watched aske d

로 연결된 것이다 문맥상 분사 앞에 . (C) ‘they(=the light bulbs) 

가 생략되었음을 이해한다 연결되다 의 의미가 되어야 하were ' . ‘ ’

므로 가 적절하다connected .

구문풀이 Arriving home, he hung them in front of his �

은 혹은 house. ; Arriving home when( As soon as) he arrived 

의 의미를 가진 분사구문이다home

62) ⑤
는 에 익숙해지다의 뜻으로 는 전치사이므로 뒤be used to ~ to

에 동명사가 와야 한다.

구문풀이 Where I worked in a room for 12 hours a day �

의 의미상 주어that was f ille d with computer screen... ; was① 

는 이다 ‘a room’ I  asked his advice and got a skateboard, �

부대상황연속동작 을 나타teaching myse lf to skate board. ..; ( )②

내는 분사구문이다. 

63) ⑤

마지막 문장에서 은 를 가리키고 가 세상을 it your life your life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므로 의 는 to see to ⑤

으로 바꿔 써야 한다be seen .

64) ⑤

에서 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에는 동명사 when it  comes to to (A)

이 맞다 개가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남아 있modifying . 

게 된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우므로 에는 가 맞다(B) is left . 
이 와 함께 을 수식하므you find acceptable he can do something

로 에는 관계대명사 이 맞다(C) that .

65) ③

선행사가 인 관계부사가 들어가는 자리인데(A) organ ization , ☞ 

장소의 개념이므로 가 맞다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대where . (B) 

화하도록 고안된 시도이므로 과거분사인 가 맞다‘ ’ , designed . (C) 

는 에 기여하다 라는 뜻인데 는 전치사이므로 contribute to ‘~ ’ , to

동명사 이 오는 것이 맞다building .

66) ⑤

동사 의 보어는 이고 이 문장에서는 을 were crucial , crucial☞ ⑤ 

수식하는 부사가 필요하므로 를 로 고쳐야 , apparent apparently

한다 구문으로 은 앞의 비교급 어구.  more ~ than... , than① 

와 호응을 이루고 있으므로 맞다(more wide ly recognize d) .  ② 

는 과거시제의 동사로 이상이 없다 선행사 를 수cast . abilities③ 

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임이 맞다 불완전자동사, . ④ 

의 보어로 형용사 형태가 맞다appe ar .

67) ③

선행사는 로 동사구 가 짧(A) new roller coasters (were built)▷ 

아 관계대명사와 분리시킨 것이다 이 적절하다 불.  that .  (B) ‘f ind(

완전타동사 목적어 목적격보어 의 어순을 수동태로 바꾼 것이)+ + ’
므로 목적격보어의 역할을 하는 가 적절하다 두 unconscious . (C) 

절의 관계를 이어 주는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하는 관계부사 

가 적절하다where .

68) ③

의 주어인 가 필요하다 와 는 능동 ‘Turned’ he .  he Turned▷ ③ 

관계이므로 분사구문이 되려면 이 되어야 한다,  Turning .

에 관하여의 뜻으로 쓰인 전치사이다 를 선행사‘~ ’ . actors① ② 

로 받는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지각동사 의 목적격보어. heard④ 

로 동사원형이 사용 되었다 가정법에 사용된 동사 이. be were⑤ 

다.

69) ①

보어가 필요한 자리이므로 형용사 가 적절하다 가 (A) alike .  like

들어가려면 목적어를 수반해야 한다 앞부분이 문장이 . (B) and 

되려면 동사가 들어가야 하므로 가 적절하다 동사와 부met . (C) 

사로 이루어진 이어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동사와 부사 사이에 와야 하므로 이 적절하다split us 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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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②
에는 문맥상 가 와야 하므로 를 대신하comes naturally comes②

는 대동사 를 써야 한다does .

71) ⑤
를 받는 대동사가 필요하므로 의 는 로 바꾸어야 한react are do⑤

다.   

72) ③
스컹크가 적을 겁주는 것이 아니라 겁을 먹는 것이므로 에는 (A)

수동의 의미를 갖는 과거분사 가 적절하다frightened . a skunk's 

first warn ings to its enemy such as growlin g and stamping 

에서 주어는 이므로 수의 its front feet a skunk's first warnings

일치에 따라 에는 복수 동사 가 적절하다(B) are . in addition to
에서 는 전치사이므로 에는 동명사 이 적절하다to (C) smelling .

73) ⑤
가 에 있다 라는 의미의 자동사로 쓰여 완전한 문장을 (A) stand ‘~ ’

이루므로 의문부사 이 적절하다 을 , where . (B) Write them down

수식하는 어구로 부사인 가 적절하다 비교 구문specifically . (C) 

에서 비교 대상은 문법적으로 형태가 동일해야 하므로 Deciding

과 동일한 형태인 이 적절하다getting .

74) ②
이어지는 문장에서 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접속사 은 적do that② 

절하지 않으며 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한 ,  discover

관계대명사 으로 고쳐 써야 한다what .

75) ③
이 이끄는 부사절 안에 주어와 동사가 필요하므로(A) when , ▷ 

가 적절하다 내가 나 자신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한was . (B) ‘▷ 

다 는 의미이므로 목적어 구문을 써서 가 ’ , ‘help`+` +̀`(to) do’ be

적절하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므로 과거 완료를 써서 . (C) ▷ 

를 써야 한다had .

76) ②
선행사 가 에서 장소를 a place warring fact ions could meet▷ 

나타내는 말로 쓰이는 것이 적절하므로 관계부사절 가 아( ) which

닌 로 고쳐 써야 한다where .

77) ①
이하에서 는 삽입절이고 관계대명사 what you know you know

이 의 주어 역할을 하므로 에는 가 적절하다what (A) (A) is . 
가 로 보이다 의 뜻을 갖는 불완전 자동사이므로 에appear ‘~ ’ (B)

는 주격 보어인 형용사 가 적절하다 은 foolish . put ~ into action

을 행동에 옮기다 의 뜻인데 앞의 를 수식하여 행동으‘~ ’ ,  (C) truth ‘

로 옮겨지는 진리 라는 수동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에는 과’ (C)

거분사 이 적절하다put .

78) ④

타동사 부사 가 목적어를 취할 때 목적어가 대명사이면 타동사_＋

목적어 대명사 부사 의 어순을 취한다 따라서 의 ( ) _ .  put ＋ ＋ ④

을 로 고쳐 써야 한다together it put it  together .

79) ④

everything (that people post)  being automatically licensed to 

이 주어이고 관계대명사절 다음에 E-World .....  : everything

은 의 주어가 되어야 함 로 고침being everything . .. : is

80) ⑤

는 기름칠 할 것을 잊은 것이므로 미래를 (A) forgotten to oil : 

나타내는 의미가 와야 함 는 (B) she could not pract ice  / 

이 완전한 문장이므로 without disturbing the rest of the family
관계부사자리임 선행사 가 의 직접적인 ,  a small house( ) practice

목적어를 취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는 자동사임 는 practice (C)

가 지각동사이므로 목적보어로 동사의 원형이 와야 함saw

81) ①

는 동명사를 취하는 전치사 자리임 은 접속사이므로 (A) of , that

주어와 동사가 와야 함 는 이 주어이므로 단수취(B) the number

급 는 자원봉사단체의 명칭이 기재되어지므로 수동관계의 (C)

가 와야 함listed

82) ③

와 가 소유의 관계가 아니므로 소유격이 아니고the Natives they ,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 올 자리임whom

83) ④

는 에서 를 대신(A) ' as it ( travelling) is easy today' ‘is easy’… ＝

하는 대동사이므로 가 된다 는 그 전시로부터 나오는 이‘it is’ . (B)

익은 박물관과 대학을 짓기 위해 사용되었다.  were used to → 

은 자동사이므로 수동태는 불가능 하다build (C) ‘remain ’ .

84) ⑤

간접의문문이므로 주어 동사 의 어순이 올바르다‘ ’ . lay egg① ＋ ② 

알을 낳다 나비가 낳아 놓은 작은 알이므s <lay laid laid> ‘ ’： － －

로 가 올바르다 이 주어이므로 은 ‘laid(p.p.)’ . ‘its skin’ ‘ fall ’⑤ 

가 되어야 한다‘falls’ .

85) ②

는 가 주어 는 병렬구조 는 대명사의 위치(A) cost (B) buying (C)

86) ④

과 병렬구조put

87) ②

에서는 사물 관계대명사 동사 수동태를 에서는 (A) + ( +be ) + , (B)

과 대구를 이루며 동시에 의 주어인 를 에some give up others , (C)
서는 구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대명사는 동사와 부사 사이

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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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③
분사구문의 주어인 가 동사 의 주체이므로 능동의 pressure reduce

의미인 이 되어야 한다reducing .

89) ①
가 처럼 보이다 라는 뜻의 불완전 자동사이므로 에는 appear ‘~ ’ (A)

보어인 형용사 이 적절하다 종속절의 가 문장 앞에 calm . Not only

쓰이면 주어와 동사는 도치되므로 에는 가 적절하다(B) does th is . 

문장의 주어는 인데 가 질문을 받으므로 에는 수동태you , you (C)

의 가 적절하다(you are) asked .

90) ②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명사 보어 구문으로 는 드with+ + , expose ‘「 」

러내다 노출시키다 라는 뜻의 타동사인데 어법상 수동태가 되어, ’
야 하므로 의 은 with their palms exposing with their palms ②

로 고쳐 써야 한다exposed .

91) ①
보어로서 형용사가 필요한 자리이므로 정답은 이다(A) narrow . 
형용사 목적격 동사원형 의 구문으로(B) “ + enough + for + to ”

서 정답은 이다 는 본동사인 가 있으므로 적절치 to pass . pass are

않다 이 문장은 도치된 문장으로서 주어는 . (C) rock, earth, and 

이므로 가 적절하다concrete are .

92) ②
문장에서 주어는 이고 동사는 On the hill ~ one Muslim leader

이므로 어구는 부사구이어야 한다 한 문장에began , On the hill~ (

서 주절의 주어와 동사는 하나씩만 있어야 한다 따라서 를 ). stands
동사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을 수식하는 절이라 생각해야 한다hill . 

따라서 또는 로 표현해야 어법에 on the hill that( which) stands

맞는 표현이 된다 한편 의 선행사는 . , which their own style ① 

이며 은 분사구문으로 주어는 이of architecture , the Alhambra③

고 앞에 이 생략되었다 는 앞에 가 Having been . set (which are)④

생략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는 문장에 . like the Lion Court⑤

삽입된 어구이며 의 주어는 이다, have man y .

93) ⑤
에서는 동사의 목적어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A) discover that

을 에서는 절을 이끄는 접속사 을 에서, (B) you trave l while ,  (C)

는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으로 를 써야 한다+ + play .

94) ①
의 주어인 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발견되는 것이므find Jerboa

로 로 고쳐야 한다found .

95) ①
는 결과를 초래하다는 뜻이므로 능동형 를 쓴다 는 (A) lead to . (B)

대부분의 뜻이므로 명사를 수식하는 를 사용한다 는 일most . (C)

반동사 도치문이다. 

96) ⑤

은 의 주체가 이다 는 명사절의 surprise something .  that ① ② ③

은 능동구문 현재분사 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 what ④

는 주어 동사일치 문제로 단수인 를 받아야 함으로 , existence⑤

를 써야 한다is .  

97) ①

이하에서 완전한 문장을 이끌 수 있는 것은 관계부사 (A) where

이고 에서 사람 부정사의 형태로 쓰이므로 ,  (B) enable+ +to to 

이고 의 경우 이하의 앞뒤로 병렬 형태가 되는 move , (C) can or 

구조이므로 가적절하다make .

98) ③

은 문장의 주어가 단수형태의 명사인 이므로 가 difference are③

아닌 단수동사 가 와야 한다is .

99) ①

가주어 의미상 주어 부정사 의 구문으로서 부(A) ‘it( ) for to ’ to ＋ ＋

정사구가 진주어 역할을 하는 구문이다 따라서 을 쓰는 것이 . it

적절하다 문맥상 마치 한 것처럼 의 의미이므로 를 쓰.  (B) ‘ ~ ’ ‘as if’

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다음에 오는 동사가 인 . the hair turned
것으로 보아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나타내는 가 적‘as if’

절한 것을 알 수 있다 주어인 이하는 단.  (C) ‘What looks like ~’

수 취급하므로 동사는 단수형인 가 적절하다,  is .

100) ⑤

의미상 양말의 짝을 찾으며 보낸 시간이 되어야 하므로,  the ⑤ 

을 수식하는 과거분사형인 가 적절하다t ime spent .

101) ②

선행사가 이므로 이고 가 의대 (A) the story which , (B) he execute

상이므로 가되어야 하고 동사의 과거형인 to be executed , (C) 

와 병렬이므로 가적절하다pardoned asked .

102) ⑤

는 의도 의지 등의 뜻을 갖는 단어로서 그 뒤의 는the intent ‘ ’, ‘ ’ to

의 내용을 설명할 부정사를 이끌 가 될 것이다 따the intent to to . 

라서 뒤에는 동사의 원형인 가 있어야 한다to move .

103) ⑤

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의 의미를 가질 때는 혹은´ ‘ ~ ’ ,  'if' ⒜

를 쓴다 선행사 피실험자 는 사람을 가리키‘whether’ .  ‘subjects( )’⒝ 

므로 를 쓴다 명사 앞에는 동안 의 의미를 나타내는 ‘who’ . ‘~ ’⒞ 

전치사 을 쓴다 문맥상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 즉상‘during’ . ,  ‘⒟ 

황은 더 나쁠 수도 있었다 를 표현할 때는 을 써’ ‘could have been’

야 한다 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형용사 구문. 5 ‘keep ( )’ ⒠ ＋ ＋

이므로 를 써야 한다,  ‘high’ .

104) ②

에서 은 같은 종류의 것 을 뜻하고 은 바로 앞에 나온 (A) 'one' ‘ ’ , 'it'

대상을 직접 가리킨다 에서 문맥상 그들이 제작하고 싶은. (B) ‘

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를 써야 한다(want to-V) ’ , ‘to  bui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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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와 같은 의미로 되어 질 ‘want ~ing’ ‘need ~ing(to be p.p.)’ ‘~

필요가 있다 의 뜻이다 에서 주어는 ’ . (C) ‘the number passengers 
이므로 복수형 동사 을 써야 한다and cargo weight’ , ‘come’ .

105) ②
주어인 에 이어지는 단수형 동사 가 적절하다(A) One was . (B) 

동사 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명사절을 이끄는 put whatever(～

하는 것은 무엇이나 가 적절하다 는 부사절을 이끈다) .  however . 

수식을 받는 이 동사 의 대상이므로 수동의 의(C) something do

미를 지닌 과거분사 이 적절하다done .

106) ⑤
에서 선행사는 이 아니라 이므로 를 a uniform a teenager which⑤

로 바꾸어야 한다who .

107) ④
과 마찬가지로 전치사 에 이어지므로 동명사형이 (A) building for

옳다 주어가 이므로 복수형의 동사인 가 옳. (B) bananas be are

다 앞 문장 전체를 받는 관계대명사는 이다. (C) wh ich .

108) ③
They foun d it  conveniently and t idy just to dunk the ③ 

에서 은 이하를 받는 가주어이고 whole bag into the water it to  

은 와 함께 목적격 보어이다 목적격 보어는 부사를 사용하tidy .  ③

지 않고 형용사를 사용하므로 는 가 되어conven iently convenient

야 한다.

109) ④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므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와야 (A) 

한다 라는 점에 있어 뒤에 전치사 없이 (in that~ ~ ) (B) 'our ：

라는 목적어가 직접 나오므로 타동사인 를 사용해야 earth' reach

옳다 의 주어인 선행사는 글의 흐름으로 보아 . (C) 'an irregu lar 

이므로 단수 동사가 온다arrival (of the light waves)' .

110) ③
의 는 문맥상 을 돕다 의 뜻이므로  은 help ‘~ ’ resolving '(to) ③

로 고치는 것이 옳다resolve' .

111) ②
의 뒷부분은 도착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가 (A) ‘ ’ arrive

와야 한다 의 경우 뒤에 목적어를 취하고 있으므로 능.  (B) ,  what 
동의 의미를 지닌 을 써야하며 는 뒤 문장의 부사자outlining (C)

리를 대신하므로 명사 성분인 은 올 수 없고 부사의 역할을 what

하는 를 써야한다how .

112) ②
② 의 주어는 이기 때문에 와 같은 형태인 evaluates you analyze

가 되어야 한다evaluate . 

113) ⑤
앞의 와 병렬 관계를 이루는 를 사(A) prevents, cle ans promotes

용해야 한다 의 보어 역할을 할 이 올바른 표현이다. (B) feel full . 

는 뒤에 동명사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므로 을 (C) consider giving
써야 한다.

114) ③

의 는 이하의 문장이 완벽하고 앞에 있는 를 설which the fact③

명해 주므로 동격을 나타내는 이 되어야 한다that .

115) ④

할 것 같다 라는 뜻을 갖는 에서 (A) ‘ ’ be likely to like ly～ 「 ～」

가 앞에 위치한 구문으로서 가 적절하다 에는 are to help . (B)

과 병렬 구조를 이루어 에 연결되므로 가 적절하다carry to carry . 

하기를 그만두다 라는 뜻을 갖는 구문을 (C) ‘ ’ stop + ing～ 「 ～ 」

취하여 긴급 사태를 무시하기를 그만두다 라는 뜻이 되어야 하‘ .’

므로 이 적절하다ignoring .

116) ③

두 번째 문장에서 이 목적어이고 이 목적격 보어가 되어야 him ③

하므로 는 로 고쳐야한다unconsciously unconscious .

117) ④

관계 대명사 다음의 절에서 동사 다음에는 (A) wh ich belonged 

가 나와야 하므로 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나가야 어법상 적절to to

하다 주어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앞에 .  (B) successful people 
나온 를 받는 대동사 역할을 해야 하므로 가 나와야 think(ing) , do

적절하다 의 목적어가 이므.  (C) listened to the banquet's speaker

로 목적 보어로 동사원형이나 현재 분사가 나오는 것이 적절하

다 원형 동사 가 나와야한다.  describe .

118) ①

에서 의 목적어는 Are there things you know you need to do do

앞의 이므로 는 의 목적th ings what you just don't want to do do

어가 될 수 없다 의 을 으로 바꾸면 . what that that you just ①

도 와 함께 를 don't want to do you know you need to do things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되므로 어법상 옳다 다음에 목적격 .  things 

관계 대명사 이나 가 생략되었다that which .

119) ①

에는 셀 수 있는 명사 를 꾸며 줄 수 있는 형용사(A) instruments

로 가 와야 한다 에는 내용상 가정법 과거완료인 앞 문장 few . (B) , 

의 가정이 계속 이어‘if you had visited ~ in the middle ages’

지는 문장이므로 가 적절하다 에는 , could have found . (C) ‘from 
가  주어 를 꾸며 주고 있는 구조이~ instruments’ ‘The change’

므로 단수 동사 가 적절하다is

120) ④

문장의 주어는 이고 가 서술어the critical space is ~ defined④ 

이다 는 주어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므로 를 .  crabs ~ to need need

로 고쳐 써야 한다

121)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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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앞에 현재완료가 있어서 그 때 이후로 라는 뜻의 부사인 (A) ‘ ’　

가 맞고 는 문장 구성상 동사가 있어야 한다 는 분사since (B) . (C)
구문으로 모세에 의해 인도되는 내용이라 수동의 의미를 갖는 과

거분사 가 와야 한다led .

122) ⑤
는 관계대명사 을 주어로 삼아야 하는 병렬구also inclu de that⑤ 

조에 놓여 있으며 관계대명사 의 선행사는 이므로 동사의 that one

수는 단수 즉 로 고쳐야 한다, also inclu des .

123) ③
는 의 목적어 명사 가 와야 할 자리로 명사절을 이끄는 (A) se lls ( ) , 

문장이 와야 한다 그러므로 형용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 

보다는 명사절이 와야 한다which what . 

는 셀 수 있는 복수명사 를 수식해야 하는 자리이기 (B) products( )
때문에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인 가 들어가야 한다a few .

의 동명사 는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인 (C) ( ing)�

이며 이 가게들이 미리 포장된 물건을 판매하self-service stores , 

고 있는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능동형 동명사인 이 맞는 selling

표현이다. 

124) ⑤
은 수일치문제로 주어가 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temperature①

하여 가 맞다 과거 분사로 에서 averages . which are  caused by② 

가 생략된 문장이다 는 종속접속사이므로 뒤에 which are .  as③ 

주어와 동사의 모양이 맞다 초콜릿이 주어로 보관된다는 것. ,  ④ 

을 나타내는 수동태가  맞다 명령문임으로 동사 가 들. make⑤ 

어가야 맞는 문장이다.

125) ②
는 앉히다 의 뜻을 갖는 타동사로서 (A) seat ‘ ’ When I am seated 

를 분사구문으로 고친 가 적절하다in my library Seate d .

에 연결되어 와 병렬 구조를 이루어(B) I have marched, listened

야 하므로 가 적절하다sailed .
어동사 와 대명사가 함께 쓰일 때는 타동사(C) 2 (two-word verb) [

대명사 부사 의 어순을 취해야 하므로 이 적+ + ] take them down

절하다.

126) ③
어법상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설계된 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 ’

로 의 는 로 고쳐야 한다be compared compare .③

127) ④
를 주어로 하는 무생물 주어구문이므로 (A) The past 12 years

능동태가 되어야 한다 이목적어이다 를 수식하는 .  11 . (B) warmer

부사가  들어갈 자리이다 와 능동의 관계에 . (C) water shortages

있으므로 현재분사를 사용해야 한다.

128) ⑤
다음의 와 병렬구조를 이루는 문장으로 명령문But emphasize⑤ 

의 형태인 가적절하다Choose .

129) ①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이므로 동사의 (A) + ... as( ) + + .. . 

과거자리임 동사 로 시작하는 불완전한 문장이므(B) generate d( )
로 관계대명사 자리 병렬구조임(C) to provide... .. and (to) go 

130) ⑤

명사 분사구문의 부대상황 명사와 with + + [ing / p.p.] ... : ⑤ 

능동관계이고 목적어 가 있으므로 수동형이 올 수 없음effect

131) ②

는 확대하다 의 의미로 걱정거리 가 확대된 (A) magnify ‘ ’ ,  (anxieties)
것처럼 보이는 것이므로 과거분사형인 가 옳은 표현이magnified

다 사역동사 의 목적보어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  (B) make

하므로 이 옳은 표현이다feel . (C) while~ back,  tensing~ 

는 모두 분사구문으로 의 자리에는 주절의 동사 가 forehead (C) do

와야 한다 주어가 없으므로 명령문임을 알 수 있다.  .

132) ②

와 함께 쓰여 현재까지의 계속을 나타내고 있다for years .① 　

동사 는 앞으로 할 것을 제안하다 의 뜻이 아니라 suggest “ .. . ”② 

암시하다 의 뜻이고 종속절은 어떤 현재의 사실을 나타내고 있“ ” , 
으므로 이 올바른 형태이다 주문장의 주어인 is shrinking . a ③ 

이 이용한 것이므로 현재분사형이 옳다 주어Norwegian team . ④ 

가 이므로 를 쓰는 것이 옳다the ir f indings were . appear to ⑤ 

는 인 것 같다 의 뜻이고 부정사 이하는 현재 진행의 사실do "... “

을 말하고 있으므로 형태상 옳다.
구문[ ] *the rate of decline was be lieved to be  about 3 percent 

a decade  = people believed that the rate of decline was 

about 3 percent a decade

133) ①

은 전치사이므로 뒤에 명사구가 오고 은 접속사(A) durin g while

이므로 뒤에 절이 온다 다음에 명사구가 왔으므로 에는 .  (A)

이 맞다 너무 해서 하다 의 뜻을 갖는 during . ‘ ~ ’ ‘so  ... that ~’ …

구문이므로 에는 이 맞다 가 들어 있는 문장에서 주(B) that . (C) 
어는 이므로 에는 원래 camels, horses, and other animals (C)

Came ls, horses, and other animals that had evolved in 

이 America were drift ing westward across the bridge  into Asia.

도치된 것임 은 진행형으로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분사이drift ing , 

므로 주어가 될 수 없다.

134) ④

이 치료되지 않은 채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치료it(=diabetes)④ 

되지 않은 채로 놔두어지는 것이므로 는 로 바꿔 써야 한left④

다 에서 가 생략되어 있다.  If it is left untreated, it is .

135) ③

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들어가야 하므로 단(A) passport  country
수형인 이 적절하다 제 문화 아이들이 받아들여진다는 수it . (B) 3

동의 의미가 자연스럽고 의 목적어가 따로 나와 있지 않,  accept

으므로 가 나와야 한다 관계사절을 보면 주어와 be accepted . (C) 

목적어가 모두 나와 있으며 선행사가 comfortable environment

이므로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 부사인 가 가장 적절하다whe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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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④
는 과거에 한 것을 후회한다 는 뜻이고 ‘regret  ~ing’ ‘ ~ ’ ‘regret to 

는 하게 되어 유감이다 의 뜻이다 문맥상 과거에 하지 않은 ~’ ‘~ ’ .  

것을 후회한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의 를 으로 to do doing④

고쳐야 한다.

137) ③
에는 타동사 의 목적어 가 이어지고 (A) pre dict (the election of ~)

있으므로 가 적절하고 에는 명사구having predicted ,  (B) (the h igh 

가 이어지므로 가 적절하고 에는 predict ion rates) because  of ,  (C)
와 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가 적절하다vote obtain obtained .

138) ④
의 은 사역동사 가 있고 대형사진이 액자로 만들어frame have④

지는 것이므로 수동의 뜻을 지닌 과거분사 를 써야 한다, (framed) .

139) ①
의 는 하나의 주어에 대해 동사 일치를 시켜야 하(A) investigate

므로 앞의 동사 과 마찬가지로 원형을 써주는 것이 적절하stop
고 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므로 , (B)

이 맞다 는 라는 선행사가 존재하므로 observing . (C) installations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이 나올 수 없으므로 을 what that

사용해야 한다.

140) ⑤
에서 주어는 Not having the hustle and bustle of the airports

가 아니고 이므로 주어 일치에 따라 airports Not having ~ 

가 아니고 로 써야 적절하다were was .

141) ③
과 병렬 구조를 취해야 하므로 에는 이 (A) dripping (A) damaging

적절하다 중세에 홈통 주둥이를 만들었고 문장 전체의 동사 . are 
보다 앞선 시제가 필요하므로 에는 가 said (B) have represented

적절하다 무생물 를 받는 계속적 . the French word gargouiller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므로 에는 가 적절하다(C) which .   

142) ④
는 목적격 보어로 부정사를 취하므로 의 은 cause(s) to melting④

로 고쳐야 한다to melt .

143) ③
주어는 이다 문맥상 일상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너(A) One (is). (B) ‘

무 지치다 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동사원형 구문이 ’ ‘too ~to ’ 

적절하다 를 선행(too). (C) the mind fog of a serious hangover

사로 하는 의 표현에서 전치사 가 목적격 관‘compare A to  B’ to
계대명사 앞으로 위치한 표현이다

144) ⑤
과거 내용의 반대 상황을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완료 문장인 If 

와 어울리기 위we had not been swimming in a guarded area
해서는 의 를 으로 고쳐야 한다would be would have been .⑤

145) ④

에는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 는 의미이므로 가 적절(A) ‘ ’ there

하고 에는 과거의 괴롭히는 양상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와 ,  (B) to

호응을 하는 가 적절하고 에는 주어가 도구 이므used ,  (C) (tools)

로 수동태 가 적절하다( be applied)

146) ③

이 포함된 문장에서 는 삽입절이고he fe lt ,  Simple bed sheets ③

가 주어이므로 은 본동사의 형태인 (hanging on a clothesline) , ③

로 고쳐야 한다hel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