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법
Basic
1. A: Is your camera working now?
B: No. I’ll have to take it to the service center to
get it _______.

5. A: How was Sunday's hiking trip?
B: Actually, it ____________ because of the
rain.

(a) repairing

(a) canceled

(b) to repair

(b) has canceled

(c) repaired

(c) was canceled

(d) repair

(d) has been canceled

2. A: I love listening to music when I study.

6. A: I can't see Venus. Where is it?

B: Not me. I find _____________________ with
background noise.

B: Here, look _______ my telescope.
(a) inside

(a) concentrating it too difficult

(b) across

(b) it too difficult to concentrate

(c) behind

(c) too difficult to concentrate it

(d) through

(d) it to concentrate too difficult
7. The company is expected to report strong
3. A: The president had a tough first term.
B: Yeah, especially since he was elected _____
after the recession started.

profits, ______ sales of its new mobile phone
have been excellent.
(a) so

(a) right

(b) since

(b) even

(c) unless

(c) very

(d) though

(d) still
8.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accident ______
4. A: Does this pipe connect to the kitchen?
B: Yes, it’s the one _____ supplies water.

have been caused by mechanical failure.
(a) should

(a) that

(b) would

(b) what

(c) could

(c) where

(d) must

(d) w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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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he campaign manager expects that questions
about the candidate's family ____________ in

3. A: I might travel to Laos next month.
B: Really? I was considering ________ there

the upcoming debate.

this winter.

(a) have been raised

(a) gone

(b) will be raised

(b) to go

(c) have raised

(c) going

(d) will raise

(d) to be going

10.

4. A: Your meeting ended quickly today.

(a) A: My hometown was really quiet over the

B: Yeah, we reached an agreement with hardly
_____ debate.

summer this year.
(b) B: Doesn’t it usually attract a lot of visitors
because of the beach?
(c) A: Yeah, but it was as quiet as could be
despite the weather was lovely.
(d) B: Maybe the poor economy caused some
people to cancel vacations.

(a) no
(b) any
(c) little
(d) some
5. When textbooks were being handed out,
Joseph got the one ______ cover was badly
torn.

Intermediate
1. A: Was the rumor about Henry true?
B: No. It was ______________
misunderstanding.

(a) whose
(b) where
(c) which
(d) that

(a) all just one big
(b) just one all big
(c) one big all just
(d) all one big just

6. The anglers had ______ to catch a single fish
after eight hours on the lake.
(a) never
(b) even

2. A: The picture you took from the tower is
impressive.

(c) ever
(d) yet

B: ______ from way up there, the skyline looks
very striking.

7. Situated among the lakeshore’s trendy bars

(a) See

and restaurants _______ the city’s latest luxury

(b) Seen

hotel, Imperial Towers.

(c) To see

(a) is

(d) Seeing

(b) are
(c) has been
(d)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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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lthough the film has its flaws, it is far from
being the epic failure that some critics have
_________________.

Advanced
1. A: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B: I didn't bring one, ______.

(a) it to be made out

(a) too

(b) made out to be it

(b) else

(c) it made out to be

(c) either

(d) made it out to be

(d) neither

9.

2. A: Why do you always nag me?

(a) A: Why did you have to shoot down Tom's
marketing idea?
(b) B: It just struck me as a totally impractical
proposal.
(c) A: You seemed to be only the one in there

B: It's __________________.
(a) good for your own
(b) for your own good
(c) your own for good
(d) for good your own

who thought so.
(d) B: Well, maybe others were simply afraid to
speak up.

3. A: Come join us after you finish work.
B: OK, I'll message you once I _________ the
office.

10.

(a) will be leaving

(a) Before they first encountered Europeans,

(b) will leave

Native Americans kept relatively few

(c) have left

domesticated animals.

(d) left

(b) One theory explaining this situation is that
the New World had fewer animals suitably for
domestication.
(c) Another is based on the fact that most Native

4. A: Jason overreacted about you losing his USB.
B: I know. I didn't expect him to make
___________ of it as he did.

Americans do not have the gene that allows

(a) big as a deal

adults to digest milk.

(b) as big a deal

(d) Without this gene, Native Americans would
have had little reason to domesticate animals

(c) a deal as big
(d) as a big deal

for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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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actors could only guess
____________________ rushing off the set
unexpectedly.
(a) at the director's reasons for
(b) the reasons why the director

8.
(a) Researchers have found that spending long
periods in low gravity have several
physiological effects on astronauts.
(b) For one, by reducing pressure on the spine,

(c) at why the director's reasons were

low gravity causes astronauts’ spines to

(d) the director's reasons were what for

expand, leading to a 3% increase in height.
(c) Similarly, weightlessness makes moving

6.

around virtually effortless, so astronauts’

(a) A: Your landscaping business has sure taken

bones and muscles quickly begin weakening.

off over the past few years.

(d) The unusual sensation of low gravity also

(b) B: I know. I’m investing in a lot of new

disturbs astronauts’ sleep cycles and causes

machineries now to keep up.

potentially irreversible damage to their eyes.

(c) A: How have you managed to find enough
staff to meet your needs?
(d) B: I’ve had to resort to paying well above the
going rate for workers.

7.
(a) An unusual fad swept the United States in the
mid-1970s was the infamous "pet rocks"
phenomenon.
(b) Created by advertiser Gary Dahl, the "pet"
was a carefully packaged small rock that came
with a humorous training guide.
(c) Dahl managed to make millions of dollars in
less than six months from this seemingly
absurd product idea.
(d) His success demonstrated that in the
marketplace, there are consumers willing to
buy almost 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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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해설
1. (c) 2. (b) 3. (a) 4. (a) 5. (c) 6. (d) 7. (b) 8. (c) 9. (b) 10. (c)
1. 현재분사 /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동사 get(~하게 하다, ~하도록 만들다)의 목적어 it(camera)과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인 repair(수리하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get은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카메라는
‘수리하다’가 아니라 ‘수리되다’라는 수동의 의미여야 내용상 자연스러우므로 과거분사 (c) repaired가 정답이다.

2. ‘가목적어 it + 목적격 보어 + 진목적어’ 어순 채우기
보기에 it과 to부정사구가 있고, 빈칸 앞의 동사 find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취하는 5형식 동사이다. 5형식
문장에서 목적어가 to부정사구로 긴 경우, 가목적어 it을 사용하여 ‘it + 목적격 보어 + to부정사구’로 쓰므로 (b) it too
difficult to concentrate가 정답이다.

3. 적절한 강조 부사 채우기
‘경제 불황이 시작된 직후에 당선되었다’라는 문맥이 되어야 자연스러우므로, ‘곧바로’를 뜻하면서 전치사를 앞에서
수식할 수 있는 (a) right가 정답이다.

4. 적절한 관계대명사 채우기
선행사 the one(pipe)이 사물이고, 빈칸 이하의 절(_____ supplies water)에는 동사 supplies와 목적어 water만 있고
주어가 없다. 따라서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고, 사물 선행사를 받는 주격 관계대명사 (a) that이 정답이다.

5. 능동태 / 수동태 구별하여 동사 채우기
주어인 it(Sunday’s hiking trip)과 보기에 제시된 동사 cancel(취소하다)가 ‘그것이 취소되다’라는 수동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수동태 (c)와 (d)가 정답의 후보이다. How was ~?(어땠니?)라는 ‘과거’ 시점에 여행이 취소가 된 것이므로
과거 시제 (c) was canceled가 정답이다. ‘취소하는 행동이 이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라는 문맥이 되면
어색하므로 현재완료 시제 (d)는 오답이다.

6. 적절한 전치사 채우기
‘나의 망원경을 통해 금성을 본다’라는 문맥이므로, ‘~를 통해’를 뜻하는 전치사 (d) through가 정답이다.

7. 이유의 부사절 접속사 채우기
첫 번째 절(The company ~ profits)의 ‘높은 수익을 냈다는 발표가 예상된다’라는 내용과 두 번째 절(sales ~
excellent)의 ‘판매량이 뛰어났다’라는 내용이 이유 관계(~ 때문에 …하다)를 이룬다. 따라서 ‘~ 때문에’라는 뜻으로 두
개의 절을 이어주는 (b) since가 정답이다.

8. 적절한 조동사 채우기
‘사고가 기계적 결함으로 일어났을 수 있다’라는 문맥이므로, ‘~일 수 있다’를 뜻하는 (c) could가 정답이다. 사고가
일어났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의무’를 나타내는 (a) should, (d) must와 ‘예측’을 나타내는 (b)
would는 오답이다. ‘must’는 ‘~임이 분명하다’는 100% 확실한 예측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possibility”
(약한 가능성)와 문맥상 맞지 않으므로 역시 오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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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능동태 / 수동태 구별하여 동사 채우기
주어인 question과 보기에 제시된 동사 raise(제기하다)가 ‘질문이 제기되다’라는 수동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수동태
(a)와 (b)가 정답의 후보이다. in the upcoming debate(다가올 토론에서)라는 미래 시점에 질문이 제기될 것이므로
미래 시제 (b) will be raised가 정답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행동이 이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라는 문맥이
되면 어색하므로 현재완료 시제 (a)는 오답이다.

10. 접속사 자리에 전치사가 와서 틀린 문장 찾기
(c)의 동사 despite는 전치사이므로 뒤에 ‘주어 + 동사’의절이 오면 틀리다. 따라서 ‘the weather was lovely’라는 절을
‘the lovely weather’또는 ‘the weather being lovely’ 등의 명사구로 고쳐야 한다. ‘the weather was lovely’라는 절을
사용하려면 전치사 despite 대신에 같은 의미를 가진 접속사 although를 사용해야 한다.

Intermediate 해설
1. (a) 2. (b) 3. (c) 4. (b) 5. (a) 6. (d) 7. (a) 8. (d) 9. (c) 10. (b)
1. 명사를 수식하는 요소들의 어순 채우기
보기의 형용사 big은 명사 misunderstanding을 앞에서 수식해야 하므로 (a)와 (b)가 정답의 후보이다. 문맥상 ‘하나의
큰 오해’라고 해석되어야 하므로 (a)의 one big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 그저 하나의 큰’이라는 자연스러운 뜻을 만드는
(a) all just one big이 정답이다. (c)와 (d)는 부사 just가 명사 misunderstanding을 수식할 수 없으므로 오답이다.

2. 분사구문 자리 채우기
주어 the skyline, 동사 looks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므로 빈칸을 포함한 어구(______ from way up there,)는
수식어이다. 따라서 수식어 자리에 올 수 있는 to부정사 (c)와 분사
(b),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주절의 주어 the skyline(건물들의 하늘과 맞닿은 윤곽선)과 보기의 동사 see(보다)가
‘건물들이 하늘과 맞닿은 윤곽선이 보이다’라는 수동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과거분사 (b) Seen이 정답이다. 빈칸에 to
부정사 (c)가 오면, ‘높은 곳에서 보기 위해서 윤곽선이 멋지게 보인다’라는 어색한 의미가 되므로 오답이다.

3.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뒤에 동명사 채우기
빈칸 앞의 동사 consider(고려하다)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동명사 (c) going이 정답이다.

4. 적절한 한정사 채우기
빈칸 바로 뒤에 명사 debate가 있으므로, 빈칸에는 형용사나한정사가 와야 한다. 빈칸 앞에 부정어인 hardly가
있으므로, 부정어와 어울리면서 명사 debate를 수식하는 한정사 (b) any가 정답이다. hardly와 any는 함께 쓰여 ‘거의
~가 없는’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토론이 거의 없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미팅이 빨리 끝났다고 했다는 앞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5. 적절한 관계대명사 채우기 정답
선행사 the one(textbook)이 사물이고, 빈칸 이하의 절(______ cover ~ torn)은 완전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때, cover(표지)는 선행사 the one(즉 교과서)의 부분을 나타내어 ‘교과서의 표지’라고 해석되므로 사물 선행사를 받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a) whose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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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사 관용표현 채우기
빈칸 앞의 had와 빈칸 뒤의 to부정사와 함께 ‘아직도 ~하지 않다’라는 have yet to라는 관용표현을 만드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다. 따라서 (d) yet이 정답이다. (a) never와 (c) ever를 넣으면 뒤에 to부정사가 아닌 과거분사가 따라야 하므로
오답이다.

7. 주어에 수 일치하는 동사 채우기
강조를 위해 주어와 보어가 도치된 문장이다.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한 분사구문(Situated ~ restaurants)은 보어로,
주어와 동사의 수 일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어인 the city’s largest luxury hotel은 단수이므로 단수 동사 (a)와
(c)가 정답의 후보인데,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제인 (a) is가 정답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사실이
계속되거나 그 사실이 현재에 영향을 준다는 문맥이 아니므로 현재완료 시제 (c)는 오답이다. 참고로 주어인 the city’s
largest luxury hotel 와 동격으로 쓰인 Imperial Towers의 경우 복수 명사로 보이지만 하나의 호텔 브랜드를 지칭하며
단수 취급하여야 한다.

8. 문장 구조 맞추기
그 영화가 나름의 흠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일부 평론가가 ‘주장한 바와 같은’ 엄청난 실패작은 아니었다라는 문맥이
되어야 한다. make (something) out to be라는 표현은 ‘(어떤 것이) ~라고/하다고 묘사하다/주장하다/특징짓다’라는
의미의 관용표현인데, 주로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거나 묘사할 경우에 사용된다. 이를 과거형태로 단어 순서에 맞게 쓴
(d) made it out to be가 정답이다. 참고로 문장에서 that은 epic failure를 선행사로 받는 관계대명사이고, 보기의 it은
the film을 지칭한다.

9. 명사를 수식하는 요소의 어순이 어색한 문장 찾기
(c)에서 ‘유일한 한 사람’이라는 문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only가 one을 수식해야 한다. 따라서 only는 one 바로 앞에
위치해야 하며, the는 정관사이므로 명사구의 제일 앞에 와야 한다. 따라서 only the one은 the only one으로 바뀌어야
맞다.

10. 형용사 자리에 부사가 와서 틀린 문장 찾기
(b)에서 명사 animals를 부사 suitably가 수식하면 틀리다.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이므로, 부사
suitably는 형용사 suitable로 바뀌어야 맞다. 명사 animals를 수식하는 요소가 suitable for domestication으로 길어진
형용사구이기 때문에 명사의 앞이 아닌 뒤에서 수식하고 있다.

Advanced 해설
1. (c) 2. (b) 3. (c) 4. (b) 5. (a) 6. (b) 7. (a) 8. (a)
1. 적절한 강조 부사 채우기
‘나도 역시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문맥이 되어야 자연스러우므로, ‘역시’를 뜻하면서 동사 didn’t의 부정어 not과 어울릴
수 있는 (c) either가 정답이다. (d) neither는 not와 either가 합쳐진 단어로, 이미 부정어가 나와있는 상태에서
neither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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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치사 관용표현 채우기
형용사인 own(~ 자신의)은 명사인 good 앞에 위치해야 하고, your는 한정사기 때문에 형용사 own 앞에 위치해야
한다. 이때 your own good은 하나의 명사구를 이루기 때문에 전치사 for가 명사구의 제일 앞에 위치해야 한다. 따라서
(b) for your own good이 정답이다. 참고로, It’s for your own good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라는 의미의
관용표현이다.

3. 적절한 시제의 동사 채우기 - 현재완료
‘내가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너에게 메시지를 보낼게’라는 문맥이 되어야 자연스럽다.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부사절은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데, 부사절의 행위가 주절의 행위를 선행하는 경우 현재완료
시제도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사무실을 나온 다음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므로 현재, 현재완료 모두 가능한데, 선택지에
‘leave’가 없으므로 (c) have left가 정답이다. 이러한 문장에서 현재완료 시제를 사용하면 주절과 종속절의 두 행위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효과가 있다.

4. ‘as + 형용사 + 명사’ 어순 채우기
원급 비교를 나타내는 표현인 ‘as ~ as’ 구조에서 as는 부사이므로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다. 따라서 as 바로 뒤에
형용사 big이 이어진 (b)와 (c)가 정답의 후보이다. 이때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야 하므로 명사인 deal이 형용사의
바로 뒤에 이어져야 하므로 (b) as big a deal이 정답이다. 참고로, as, such, that과 같은 부사가 형용사 앞에 올 때,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의 관사는 형용사 뒤에 위치하게 된다.

5. ‘전치사 + 목적어’ 채우기
‘~를 짐작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는 guess at이므로 빈칸에 제일 먼저 전치사 at이 와야 하므로 (a)와 (c)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에는 ‘예상치 못하게 촬영 세트를 급하게 떠난 감독의 이유’라는 문맥이 자연스러우므로, (a) at the
director’s reasons for가 정답이다. (c)는 ‘감독의 이유가 예상치 못하게 촬영 세트를 급하게 떠난 이유’라는 뜻이 되어
문맥상 어색하므로 오답이다.

6. 불가산 명사를 복수형으로 사용하여 틀린 문장 찾기
(b)에 제시된 machinery는 ‘기계류’를 의미하는 불가산 명사로, 복수형으로 쓰일 수 없다. 따라서 (b)의 machineries는
machinery로 바뀌어야 맞다.

7.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틀린 문장 찾기
(a)를 보면 was라는 본동사가 있으므로 swept the United States in the mid-1970s는 An unusual fad(유행)를
설명하는 형용사절이어야 하는데, 주격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되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었다. 따라서 swept 앞에
관계대명사 that을 넣어주어야 맞는 문장이 된다.

8. 주어의 수와 일치하지 않는 동사가 와서 틀린 문장 찾기
(a)의 that 절의 동사 have 앞에 동명사, 복수명사, 단수 명사가 모두 쓰였는데, 실제 주어는 spending 즉 동명사이다.
동명사는 단수로 취급하므로 복수 동사 have가 오면 틀리다. 따라서 복수 동사 have는 단수 동사 has로 바뀌어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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