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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TOEIC
신토익 Part 5 기본문풀

* 무단 복제 및 배포는 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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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EST 1
101. Please note that all sales representatives should
------- the monthly meeting promptly at 2 p.m.
(A) attending
(B) be attended
(C) attend
(D) attendant
[정답] C
[해석] 모든 영업사원들은 오후 2 시 정각에 월간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목하세요.
[어휘]
note 주목하다
sales representatives 영업사원
promptly 정각에
102. Mr. Benhart left ------- for his assistant before he went
out to participate in a seminar.
(A) instructions
(B) instructive
(C) instruct
(D) instructor
[정답] A
[해석] Benhart 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나가기 전에
그의 비서에게 지시서를 남겼다.
[어휘]
leave 남기다
instruction 설명서, 지시서
participate in ~에 참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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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Proposals for the construction project need to be
-------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 official
(B) more official
(C) officials
(D) officially
[정답] D
[해석] 공사 프로젝트의 제안서가 이사회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승인될 필요가 있다.
[어휘]
proposal 제안서
officially 공식적으로
approve 승인하다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104. You must ------- the revised quarterly report to the
purchasing department by the end of the day.
(A) represent
(B) submit
(C) publish
(D) collaborate
[정답] B
[해석] 당신은 오늘 퇴근 전까지 구매부에 수정된 분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어휘]
submit 제출하다
revised 수정된
quarterly 분기의
purchasing department 구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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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In an effort to attract and ------- skilled programmers,
J&C Co. decided to offer them competitive health benefits.
(A) prolong
(B) purchase
(C) restore
(D) retain
[정답] D
[해석] 숙련된 프로그래머들을 모집하고 보유하기 위하여
J&C Co.는 그들에게 경쟁력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어휘]
in an effort to ~하고자 노력하여
attract 끌다
retain 보유하다
skilled 숙련된
competitive 경쟁력 있는
health benefits 건강보험 혜택
106. The travel guide contains detailed information ------many tourist attractions and exciting events.
(A) by
(B) on
(C) without
(D) along
[정답] B
[해석] 여행 안내서에는 많은 관광 명소와 흥미로운
행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들어있다.
[어휘]
travel guide 여행 안내서
contain ~가 들어 있다
detailed 자세한
tourist attraction 관광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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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The supervisor was ------- to hear that the work on the
sales report was nearly finished.
(A) pleased
(B) subject
(C) capable
(D) superior
[정답] A
[해석] 감독관은 판매 보고서 작업이 거의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기뻤다.
[어휘]
be pleased to V ~하게 되어서 기쁘다
nearly 거의
108. A recent study shows that multinational companies
are interested in investing in ------- energy.
(A) obsolete
(B) random
(C) spacious
(D) renewable
[정답] D
[해석] 최근의 연구는 다국적 기업들이 재생 가능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어휘]
multinational company 다국적 기업
be interested in ~에 관심이 있다
renewable energy 재생 가능 에너지 (태양력, 수력, 풍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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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The extension of our business hours is expected to
help us ------- more new clients in the region.
(A) attracting
(B) attractive
(C) attract
(D) attracted
[정답] C
[해석] 우리의 영업 시간 연장은 그 지역의 신규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휘]
extension 연장
business hours 영업 시간
attract 끌다
region 지역
110. ------- the parcel was not properly sealed, all of its
contents were severely damaged.
(A) Because of
(B) During
(C) Since
(D) That
[정답] C
[해석] 소포가 제대로 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물이
심하게 망가졌다.
[어휘]
parcel 소포
properly 제대로
seal 봉하다
content 내용물
severely 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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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Production of the new smart phone is being halted
because ------- sales have not met expectations.
(A) stringent
(B) reliant
(C) secure
(D) domestic
[정답] D
[해석] 국내 판매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스마트폰의 생산이 중단되었다.
[어휘]
halt 중지하다
domestic 국내의
meet 충족시키다
expectation 기대
112. All of our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are
assisting other callers now, so you’ll have to wait ------more minutes.
(A) much
(B) a few
(C) each
(D) a little
[정답] B
[해석] 모든 고객 센터 직원들이 지금 다른 전화를 받고
있어서 몇 분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어휘]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고객 센터 직원
assist 돕다
caller 전화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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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Jack Donaldson is an internationally ------- author who
has sold more than five million copies of best-selling
novels.
(A) renowned
(B) compatible
(C) relevant
(D) respective
[정답] A
[해석] Jack Donaldson 은 5 백만권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소설들을 쓴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가이다.
[어휘]
renowned 유명한
author 작가
novel 소설
114. By ------- the new online banking service, funds can
be transferred automatically to a savings account.
(A) use
(B) usage
(C) using
(D) used
[정답] C
[해석] 새로운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자금이 자동으로 은행 계좌에 이체된다.
[어휘]
fund 자본
transfer 이체하다
automatically 자동으로
savings account 은행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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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An unprecedented study had determined that the
------- to wildlife were acceptable before the construction
project was started.
(A) attempts
(B) avoidance
(C) intermissions
(D) hazards
[정답] D
[해석] 전례 없는 연구가 공사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
야생 동물에 대한 위험요소는 받아들여질 만하다고
결론지었다.
[어휘]
unprecedented 전례 없는
determine 결정하다
a hazard to ~에 위험 요소
wildlife 야생 동물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
116. Mr. Nibero is not only the president of NTS LTD, ------is its founder as well.
(A) also
(B) for
(C) he
(D) but
[정답] D
[해석] Nibero 는 NTS LTD 의 사장일 뿐만 아니라
창립자이기도 하다.
[어휘]
not only ~ but ~ as well ~일 뿐만 아니라 ~이기도 하다
president 사장
founder 창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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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All employees are ------- to attend the staff meeting
this afternoon.
(A) expected
(B) expects
(C) expecting
(D) expectations
[정답] A
[해석] 모든 직원들은 오늘 오후에 직원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휘]
be expected to V ~할 것으로 예상되다
attend 참석하다
118. Thanks to useful ------- in the Business International,
the company could save more than two million dollars.
(A) advice
(B) appointment
(C) component
(D) reporter
[정답] A
[해석] Business International 의 유용한 조언 덕분에
회사는 2 백만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다.
[어휘]
thanks to ~덕분에
useful 유용한
advice 조언
save 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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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Due to reduced production costs, we can now offer
less ------- construction materials.
(A) reliant
(B) confident
(C) attractive
(D) expensive
[정답] D
[해석] 감소된 생산비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덜 비싼 건축
자재들을 제공할 수 있다.
[어휘]
due to ~ 때문에
reduced 줄여진
construction material 건축 자재
120. ------- the new items are designed for offices, some
are suitable for outdoor use.
(A) Nevertheless
(B) Despite
(C) Even though
(D) In spite of
[정답] C
[해석] 새로운 물건들은 사무용으로 만들어졌지만 일부는
야외용으로 적합하다.
[어휘]
be suitable for ~에 적합하다
outdoor 야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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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ncouraged by her colleagues, Ms. Robbie is
meeting with the vice president next Monday to request a
-------.
(A) information
(B) dispute
(C) raise
(D) border
[정답] C
[해석] 그녀의 동료들의 권장에 의해 Robbie 는 다음주
월요일에 급여 인상을 요청하기 위하여 부사장을 만날
것이다.
[어휘]
encourage 권장하다
colleague 동료
vice president 부사장
raise 급여 인상
122. Most of the statements in question ------- made by the
economists who lack the proper credentials.
(A) has been
(B) has being
(C) is
(D) were
[정답] D
[해석] 논란이 되는 대부분의 진술은 적절한 자격이
부족한 경제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어휘]
statement 진술
in question 논란이 되는
proper 적절한
credential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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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An important message will be sent to you in a
moment before the ------- workshop.
(A) upcoming
(B) triumphant
(C) informed
(D) reinforced
[정답] A
[해석] 다가오는 워크샵 전에 중요한 메시지가 곧 갈
것입니다.
[어휘]
in a moment 곧
upcoming 다가오는
124. To make your microwave last longer, it is necessary to
keep the device -------.
(A) cleanly
(B) cleans
(C) clean
(D) cleanness
[정답] C
[해석] 전자레인지를 오래 사용하려면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휘]
microwave 전자레인지
necessary 필수적인
device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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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Though the number of pharmaceutical companies had
been reduced, most analysts were convinced that the
changes -------accurately in the list.
(A) had not been reflected
(B) did not reflect
(C) had reflected
(D) will not reflect
[정답] A
[해석] 제약 회사들의 수가 줄었지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변화의 내용이 리스트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어휘]
pharmaceutical 제약의
analyst 분석가
be convinced that ~을 확신하다
accurately 정확하게
126. As ------- on our web site, express orders are subject
to a $ 5 handling charge.
(A) states
(B) stating
(C) statement
(D) stated
[정답] D
[해석]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대로 긴급 배송은 5 달러의
취급수수료가 든다.
[어휘]
as ~대로
be subject to ~에 처하다
handling charge 취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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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ecutives were unable to get enough funds this year,
and therefore they have to quit the ------- projects.
(A) resolved
(B) ongoing
(C) serene
(D) interested
[정답] B
[해석] 중역들은 올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어서
진행중인 프로젝트들을 중지해야 한다.
[어휘]
executive 중역, 간부, 임원
be unable to V ~할 수 없다
fund 자금
quit 그만두다
128. One of the advantages of making a ------- in advance
is that you can choose a car that best suits your needs.
(A) visit
(B) suggestion
(C) gap
(D) reservation
[정답] D
[해석] 미리 예약하는 것의 장점들 중의 하나는 당신의
필요에 가장 알맞은 차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휘]
advantage 장점
in advance 미리
suit 맞다,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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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behalf of the board of directors, thank you again
for your enthusiastic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A) By
(B) Among
(C) On
(D) For
[정답] C
[해석] 이사회를 대표하여 당신의 열정적인 협조와
참여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어휘]
on behalf of ~을 대신하여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enthusiastic 열정적인
cooperation 협력, 협조
participation 참여, 참가
130. Your submission must be received by March 5, and
the ------- will be announced on July 14.
(A) participant
(B) supervisor
(C) subscriber
(D) winner
[정답] D
[해석] 당신의 제출물은 3 월 5 일 전에 제출되어야 하고
당선자는 7 월 14 일에 발표될 것입니다.
[어휘]
submission 제출물
winner 당선자
announce 발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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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EST 2
101. We ask all employees to carefully examine all ------documents before the meeting.
(A) attaching
(B) related
(C) informed
(D) hesitant
[정답] B
[해석] 우리는 모든 직원들에게 회전 전에 모든 관련
서류들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어휘]
carefully 조심스럽게
examine 검토하다
related 관련된
document 문서
102. Please ------- two identical photos that are three
inches by three inches in size to the personnel department.
(A) submission
(B) submitting
(C) to submit
(D) submit
[정답] D
[해석] 가로 세로 3 인치의 두 개의 동일한 사진을
인사부에 제출하세요.
[어휘]
identical 동일한
personnel department 인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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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Those who ------- a subscription to the magazine will
receive weekly newsletters free of charge.
(A) renew
(B) renewing
(C) renewal
(D) renews
[정답] A
[해석] 잡지 구독 갱신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주간
소식지를 받을 것입니다.
[어휘]
renew 갱신하다
subscription 구독
free of charge 무료로
104. To avoid any serious problems, please ensure that all
------- are unplugged before leaving the office.
(A) invitations
(B) appliances
(C) departments
(D) equipment
[정답] B
[해석] 심각한 문제점들을 피하기 위하여 퇴근 전에
확실하게 모든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으세요.
[어휘]
avoid 피하다
ensure that ~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다
unplug 플러그를 뽑다
leave the office 퇴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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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 adults with
psychiatric disorders receive professional treatment.
(A) much
(B) less
(C) few
(D) every
[정답] C
[해석]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신 질환을 가진 성인들
소수가 전문 치료를 받는다.
[어휘]
recent 최근의
psychiatric disorders 정신 질환
treatment 치료
106. The sales figures show that the current market
weakened ------- last month.
(A) notice
(B) notices
(C) noticeable
(D) noticeably
[정답] D
[해석] 영업매출액은 지난 달 현재의 시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어휘]
sales figure 영업매출액
current 현재의
weaken 약화되다
noticeably 눈에 띄게, 현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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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To better serve our valued customers, we have an
independent organization exclusively responsible for
dealing ------- customer complaints.
(A) to
(B) at
(C) with
(D) for
[정답] C
[해석] 소중한 고객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고객 불평사항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휘]
serve 섬기다
valued 소중한
independent organization 독립적인 조직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complaint 불평
108. This special program is ------- to train new employees
to be familiar with the newly installed machines.
(A) designed
(B) designs
(C) designing
(D) design
[정답] A
[해석] 이 특별 프로그램은 신입사원들이 새롭게 설치된
기계들에 친숙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휘]
be designed to V ~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다
be familiar with ~와 친숙하다
install 설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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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Since we take your privacy seriously, we do not share
your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written -------.
(A) expectation
(B) emphasis
(C) planning
(D) consent
[정답] D
[해석] 우리는 당신의 사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의 개인정보를 서면 동의 없이 공유하지
않습니다.
[어휘]
seriously 심각하게, 진지하게
share 공유하다
consent 동의, 동의하다
110. In an effort to boost the local economy, the city council
------- to host a food fair next year.
(A) have been decided
(B) decided
(C) deciding
(D) decide
[정답] B
[해석]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시의회는 내년에 음식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어휘]
in an effort to V ~하고자 노력하여
boost 부양시키다
local 지역의
city council 시의회
host 개최하다
fair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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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Best All Market is offering a ------- range of fresh foods
that are all produced locally.
(A) width
(B) wide
(C) widen
(D) widely
[정답] B
[해석] Best All Market 은 지역에서 생산된 아주 다양한
신선한 음식들을 제공합니다.
[어휘]
a range of 다양한
locally 지역적으로
112. The ------- event coordinator will help you to plan your
own social events at a reasonable price.
(A) alleviated
(B) unanimous
(C) experienced
(D) occasional
[정답] C
[해석] 경험이 많은 행사 담당자가 적당한 가격으로 당신
자신의 사교 모임들을 계획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어휘]
experienced 경험이 많은
event coordinator 행사 담당자, 진행자
social event 사교 모임
reasonable 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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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J&C Tech is currently looking for several technicians
who are ------- in English and French.
(A) uncertain
(B) routine
(C) outgoing
(D) proficient
[정답] D
[해석] J&C Tech 은 현재 영어와 프랑스어가 능숙한 여러
기술자들을 찾고 있다.
[어휘]
currently 현재
technician 기술자
proficient 능숙한
114. Starting next week, Star Travel Co. -------special rates
on its all summer holiday packages.
(A) will offer
(B) offering
(C) offered
(D) has been offered
[정답] A
[해석] 다음 주부터 Star Travel Co.는 모든 여름 휴가
패키지 상품에 특별 할인가를 제공할 것이다.
[어휘]
special rates 특별 할인가

23

www.staredu.co.kr

115. Reservations for the banquet ------- the new vice
president should be made before the end of this week.
(A) welcoming
(B) welcomed
(C) welcomes
(D) welcome
[정답] A
[해석] 신임 부사장을 환영하는 연회 예약이 이번 주 말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어휘]
banquet 연회
welcome 환영하다
vice president 부사장
116. Regular ------- of the copy machines on the second
floor will ensure that a minor problem does not become an
expensive repair.
(A) attendance
(B) violations
(C) claims
(D) maintenance
[정답] D
[해석] 2 층 복사기들의 정기 점검을 통하여 작은
문제점으로 인한 비싼 수리를 하지 않도록 한다.
[어휘]
regular maintenance 정기 점검
copy machine 복사기
ensure 확실하게 하다
minor 작은, 가벼운
repair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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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Please be reminded that the monthly membership fee
covers travel expenses and other ------- costs.
(A) delicate
(B) ultimate
(C) complicated
(D) incidental
[정답] D
[해석] 월회비는 출장비와 다른 부수적인 비용들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어휘]
be reminded that ~라는 것을 명심하다
membership fee 회비
travel expenses 출장비
incidental 부수적인
118. Mr. Suzuki leads a professional team of technicians
------- develop innovative products to meet the latest
market trends.
(A) which
(B) what
(C) that
(D) whose
[정답] C
[해석] Suzuki 최신 시장 동향을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기술자 전문가 팀을 이끈다.
[어휘]
professional 전문적인
technician 기술자
innovative 혁신적인
meet 충족시키다
latest 최신의
trend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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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mail is the most ------- means of reliable and
convenient communication among sales representatives.
(A) preferring
(B) prefers
(C) preference
(D) preferred
[정답] D
[해석] 영업 사원들 사이에 가장 선호되는 믿을 만하고
편리한 의사소통 수단은 이메일이다.
[어휘]
preferred 선호되는
means 수단
reliable 믿을 만한
convenient 편리한
communication 소통
sales representative 영업 사원
120. Don’t forget to refrain ------- smoking on the premises
because La Vita is a non-smoking cafe.
(A) by
(B) to
(C) at
(D) from
[정답] D
[해석] La Vita 는 금연 카페이기 때문에 건물 내에서
흡연은 삼가해 주세요.
[어휘]
refrain from 삼가다
premises 구내, 건물
non-smoking 금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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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The Acro Business Center was ------- selected from
several office buildings complete with modern facilities.
(A) exceedingly
(B) currently
(C) fluently
(D) randomly
[정답] D
[해석] Acro Business Center 는 최신 시설들을 갖춘 여러
사무용 건물들 중에 임의대로 선택되었다.
[어휘]
randomly 임의대로
complete with ~을 갖춘, 완비한
facility 시설
122. The recent closure of the assembly line will ------- to a
decrease in overall net income and productivity.
(A) due
(B) lead
(C) generate
(D) assume
[정답] B
[해석] 최근의 조립 라인 폐쇄는 전반적인 순수익과
생산성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어휘]
closure 폐쇄
assembly line 조립 라인
lead to ~의 결과를 가져오다
overall 전반적인
net income 순수익
productivity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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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Due to the upcoming renovation project, a number of
customers will be visiting ------- shopping centers.
(A) one of
(B) almost
(C) much
(D) other
[정답] D
[해석] 다가오는 공사 프로젝트 때문에 수많은 고객들이
다른 쇼핑센터들을 방문할 것이다.
[어휘]
due to ~때문에
upcoming 다가오는
renovation 공사, 수리
a number of 수많은
124. Lastly, we want to remind all employees that they
must wear protective goggles ------- all times.
(A) at
(B) of
(C) by
(D) between
[정답] A
[해석]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직원들이 항상 보안경을
착용할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어휘]
lastly 마지막으로
protective goggles 보안경
at all times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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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Cesta LTD. will host an ------- seminar at 7:00 PM,
December 13 for prospective customers interested in
wireless technology.
(A) fascinated
(B) preventive
(C) genuine
(D) informative
[정답] D
[해석] Cesta LTD.는 12 월 13 일 오후 7 시에 무선
기술에 관심 있는 가망 고객들을 위한 유익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어휘]
host 개최하다
informative 유익한
prospective customer 가망 고객
interested in ~에 관심있는
wireless technology 무선통신기술
126. Small companies tend ------- vulnerable to economic
recessions because of their unstable financial conditions.
(A) to
(B) being
(C) be
(D) to be
[정답] D
[해석] 소기업들은 그들의 불안정한 재정 상태 때문에
경기 침체에 취약한 경향이 있다.
[어휘]
tend to V ~하는 경향이 있다
vulnerable 취약한
recession 침체
unstable 불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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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Data can be immediately removed from your personal
computer if you push this button, so be careful when ------it.
(A) using
(B) use
(C) used
(D) uses
[정답] A
[해석] 당신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데이터가 즉시 제거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하세요.
[어휘]
immediately 즉시
remove 제거하다
push 누르다
128. I am looking forward to ------- complete information on
your exclusive services and innovative new products.
(A) receive
(B) received
(C) receiving
(D) receiver
[정답] C
[해석] 나는 당신의 독점적인 서비스와 혁신적인 신상품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휘]
look forward to ~를 기다리다
exclusive 독점적인
innovative 혁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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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Please take a moment to ------- the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form so that we can better serve you.
(A) advise
(B) fill
(C) reconcile
(D) complete
[정답] D
[해석] 당신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서 고객 만족 설문 조사서를 작성해주세요.
[어휘]
complete 작성하다
so that ~할 수 있도록
serve 섬기다
130. No one is permitted to handle sensitive documents
------- he or she gets the permission to do so from
immediate supervisors.
(A) unless
(B) so that
(C) provided that
(D) in order that
[정답] A
[해석] 직속 상사들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비밀 문서를 다룰 수 없다.
[어휘]
be permitted to V~하는 것이 허락되다
handle 다루다, 처리하다
sensitive 민감한
permission 허가
immediate supervisor 직속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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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EST 3
101. Nearly every ------- car in the region has been booked
for the annual wedding fair this weekend.
(A) rental
(B) renting
(C) rent
(D) rents
[정답] A
[해석] 그 지역의 거의 모든 렌터카가 이번 주말 연례
웨딩 박람회를 위하여 예약되었다.
[어휘]
nearly 거의
rental 임대
region 지역
book 예약하다
fair 박람회
102. Customers are ------- to contact customer service
technical support whenever they have problems with their
appliances.
(A) advising
(B) advised
(C) advice
(D) advise
[정답] B
[해석] 고객들은 그들의 가전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면
언제든지 고객 서비스 기술 지원 연락을 하는 것이
권장된다.
[어휘]
be advised to V ~하는 것이 권장되다
appliance 가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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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The awards ------- will be held at the Kingston Hotel,
which is three blocks from our main office.
(A) winner
(B) record
(C) recipient
(D) ceremony
[정답] D
[해석] 우리 본사에서 세 블록 떨어진 Kingston
Hotel 에서 시상식이 열릴 것이다.
[어휘]
awards ceremony 시상식
main office 본사
104. The newly hired technician solved the challenging
problems more ------- than the former one did.
(A) quicker
(B) quicken
(C) quickly
(D) quick
[정답] C
[해석] 새롭게 고용된 기술자가 이전 기술자보다 더
빠르게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했다.
[어휘]
newly 새롭게
technician 기술자
solve 해결하다
challenging 어려운
former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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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The sales department manager’s van is now at an
auto shop while -------- are being carried out.
(A) resources
(B) experiences
(C) repairs
(D) satisfactions
[정답] C
[해석] 영업부장의 밴은 현재 정비소에서 수리중에 있다.
[어휘]
auto shop 정비소
repair 수리
carry out 시행하다
106. A study shows that ------- complaints are sometimes
difficult to handle.
(A) cheerful
(B) resentful
(C) tedious
(D) anonymous
[정답] D
[해석] 한 연구에 따르면 익명의 불평은 가끔 다루기
힘들다고 한다.
[어휘]
study 연구
anonymous 익명의
complaint 불평
handle 다루다, 처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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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Mr. Harrison just opened his own coffee shop near the
post office, and he is considering -------.
(A) expanded
(B) expanding
(C) expand
(D) expands
[정답] B
[해석] Harrison 은 우체국 근처에 자신의 커피숍을 방금
열었는데 확장을 고려 중이다.
[어휘]
near ~근처에
post office 우체국
consider 고려하다
108. We can ------- you for the cost of your hotel room once
you provide us with relevant receipts.
(A) reimburse
(B) rectify
(C) replace
(D) donate
[정답] A
[해석] 우리에게 관련 영수증들을 보내주면 당신의 호텔
비용을 상환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휘]
reimburse 상환하다
once 일단 ~하면
relevant 관련된
receipt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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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All new hires ------- in the orientation should attend the
training session on Friday.
(A) participant
(B) participating
(C) participate
(D) participated
[정답] B
[해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고 있는 신입 사원들은
금요일 교육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어휘]
new hire 신입 사원
participate 참가하다
training session 교육 훈련
110. The safety guidelines ------- what should be done in
various emergency situations including earthquakes.
(A) outlines
(B) be outlined
(C) outline
(D) to outline
[정답] C
[해석] 안전 규정들은 지진 등의 다양한 비상 상황에
해야 할 일들의 개요를 설명한다.
[어휘]
safety guideline 안전 규정
outline 개요를 설명하다
various 다양한
emergency 비상
earthquake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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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It is expected to have ------- weather in both Chicago
and Los Angeles this weekend.
(A) favorite
(B) seasoned
(C) specialized
(D) inclement
[정답] D
[해석] 이번 주말에 Chicago 와 Los Angeles 두 곳 모두
궂은 날씨가 예상된다.
[어휘]
be expected to V ~하는 것이 예상되다
inclement 궂은
112. Most of the photographs ------- the travel magazine
were taken by Paul Taylor, a world-renowned author.
(A) given
(B) throughout
(C) notwithstanding
(D) besides
[정답] B
[해석] 여행 잡지에 나와있는 대부분의 사진들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인 Paul Taylor 에 의하여
찍혔다.
[어휘]
photograph 사진
world-renowned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author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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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Passengers are encouraged to go over customs
restrictions carefully before their -------.
(A) depart
(B) departs
(C) departing
(D) departure
[정답] D
[해석]
[어휘] 승객들은 출발 전에 세관 제한사항들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passenger 승객
be encouraged to V ~하는 것이 권장되다
go over 검토하다
customs 세관
restriction 규제, 제한
departure 출발
114. The attached user manual ------- detailed information
on the device and the warranty.
(A) publishes
(B) including
(C) contains
(D) withdraws
[정답] C
[해석] 첨부된 사용자 설명서에 장치와 보증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들어있다.
[어휘]
attached 첨부된
user manual 사용자 설명서
contain ~이 들어있다
detailed 자세한
device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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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Sheila Edison was the top choice for the sales
representative position because of her positive attitude and
------- personality.
(A) outgoing
(B) hazardous
(C) impending
(D) complicated
[정답] A
[해석] 긍정적인 태도와 외향적인 성격 때문에 Sheila
Edison 이 영업 사원직의 최고의 선택이었다.
[어휘]
choice 선택
sales representative 영업 사원
attitude 태도
outgoing 외향적인
personality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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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By ------- efficient air conditioning systems, KEI
Electronics has demonstrated its commitment to lowering
energy usage.
(A) developing
(B) developer
(C) develops
(D) development
[정답] A
[해석] 효율적인 에어컨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KEI
Electronics 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신념을
보여주었다.
[어휘]
develop 개발하다
efficient 효율적인
demonstrate 보여주다
commitment 공헌, 기여, 약속, 헌신
lower 낮추다
usage 사용
117. Linda Sheverski was awarded a special bonus for her
consistently ------- achievements at the company.
(A) profound
(B) meticulous
(C) occasional
(D) outstanding
[정답] D
[해석] Linda Sheverski 는 회사에서 끊임없이 뛰어난
업적들 때문에 특별 보너스를 받았다.
[어휘]
consistently 끊임없이
outstanding 뛰어난
achievement 성취,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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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Being a valued member of VIP Club, Mr. Beck can get
a ------- newsletter once a month.
(A) advisable
(B) accurate
(C) passionate
(D) complimentary
[정답] D
[해석] VIP Club 의 소중한 회원이기 때문에 Beck 은 한
달에 한 번 무료 소식지를 받는다.
[어휘]
valued 소중한
complimentary 무료의
once 한 번
119. ------- account of its proximity to the bus terminal,
Tetera Hotel is a perfect place for frequent travelers to the
city.
(A) From
(B) By
(C) Between
(D) On
[정답] D
[해석] 버스 터미널에 인접해있기 때문에 Tetera Hotel 은
그 지역으로 자주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최고의
호텔이다.
[어휘]
on account of ~때문에
proximity 근접
frequent 빈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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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Although she began working at the company two
weeks ago, Ms. Hampton is already an ------- to the team.
(A) characteristic
(B) generation
(C) asset
(D) blend
[정답] C
[해석] 그 회사에서 2 년전에 근무를
시작했지만 Hampton 은 이미 그 팀에 소중한 사람이다.
[어휘]
asset 소중한 사람, 자산
121. Please remove all previous versions of the accounting
software ------- we can install a new one this afternoon.
(A) in order
(B) in case of
(C) what
(D) so that
[정답] D
[해석] 오늘 오후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전 버전의 회계 소프트웨어를 제거해 주세요.
[어휘]
remove 제거하다
previous 이전의
accounting 회계
so that ~할 수 있도록
install 설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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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The gradual growth in the economy is an indicator
that France is finally ------- from the economic downturn.
(A) refraining
(B) recovering
(C) separating
(D) preventing
[정답] B
[해석] 경제의 점진적인 성장은 프랑스가 드디어 경제
침체에서 회복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어휘]
gradual 점진적인
growth 성장
indicator 지표
finally 드디어
recover 회복하다
downturn 침체
123. Grace Tech & Lab has a number of ------- researchers
who are developing new micro-machines.
(A) experienced
(B) unclear
(C) reliant
(D) consecutive
[정답] A
[해석] Grace Tech & Lab 은 새로운 미세 기계들을
개발하는 수 많은 연구원들을 가지고 있다.
[어휘]
a number of 수 많은
researcher 연구원
develop 개발하다
micro-machine 미세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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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According to its ------- policy, the insurance company
charges a 10 percent fee for late payments.
(A) spacious
(B) enclosing
(C) nervous
(D) stringent
[정답] D
[해석] 엄격한 정책에 따르면 그 보험회사는 10%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어휘]
stringent 엄격한
policy 정책
insurance 보험
125.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your order for light
bulbs has been ------- by the manufacturer.
(A) filled
(B) arrived
(C) notified
(D) nominated
[정답] A
[해석] 당신이 주문하신 전구들은 제조업체에 의하여
주문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어휘]
be pleased to V ~하게 되어서 기쁘다
inform 알리다
light bulb 전구
fill the order 주문을 처리하다
manufacturer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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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The survey conducted by the Real Big Data indicates
a negative ------- to the increased air fares.
(A) respond
(B) respondent
(C) response
(D) responsive
[정답] C
[해석] Real Big Data 에 의하여 시행된 설문조사는
인상된 항공 요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어휘]
survey 설문 조사
conduct 실시하다
indicate 나타내다
negative 부정적인
response 반응
increased 인상된
air fare 항공 요금
127. Before attending the upcoming banquet, please let us
------- your meal preference in advance.
(A) known
(B) knew
(C) knowing
(D) know
[정답] D
[해석] 다가오는 연회에 참석하기 전에 미리 당신이
선호하는 음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휘]
upcoming 다가오는
banquet 연회
meal preference 음식 선호
in advance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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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Most recipes in the cookbook require honey to be
used as a ------- for sugar in baked goods.
(A) registration
(B) substitute
(C) token
(D) feasibility
[정답] B
[해석] 요리책에 있는 대부분의 요리법들은 빵에
들어가는 설탕대신 꿀을 사용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어휘]
recipe 요리법
cookbook 요리책
honey 꿀
substitute 대체
baked goods 빵
129. Please note that a prepaid shipping label is enclosed
so that you can use it to return the ------- item to us.
(A) defect
(B) defection
(C) defective
(D) defectively
[정답] C
[해석] 저희에게 결함이 있는 물건을 반품할 때
사용하도록 선불된 배송용 라벨이 동봉되었습니다.
[어휘]
prepaid 선불된
shipping label 배송용 라벨
enclose 동봉하다
return 반품하다
defective 결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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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we specialize in bulk orders for corporate clients,
we also extend our services to individuals.
(A) Unless
(B) Because
(C) Now that
(D) While
[정답] D
[해석] 우리는 기업 고객들의 대량 주문을 전문으로
하지만 개인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도 한다.
[어휘]
specialize in ~을 전문으로 하다
bulk 대량의
corporate 기업의
extend 연장하다
individual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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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EST 4
101. The city council will be gladly -------- suggestions for
the public library next week.
(A) accept
(B) accepted
(C) accepting
(D) accepts
[정답] C
[해석] 시의회에는 다음 주에 공립 도서관에 관한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어휘]
city council 시의회
gladly 기쁘게, 기꺼이
accept 받아들이다
suggestion 제안
102. Please reply with your preferences ------- tomorrow
morning at the latest so that I can finalize the contract.
(A) by
(B) during
(C) along
(D) until
[정답] A
[해석] 계약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선호하시는 것을 알려주세요.
[어휘]
preference 선호
at the latest 늦어도
finalize 마무리 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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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Three workers including Mr. Mercury have been ------to the subsidiary in Denver for no reason.
(A) revised
(B) promoted
(C) transferred
(D) accommodated
[정답] C
[해석] Mercury 를 포함한 세 명의 직원들이 Denver 에
있는 자회사로 이유 없이 전근되어졌다.
[어휘]
including ~을 포함하여
transfer 전근하다
subsidiary 자회사
104. This year’s outdoor concert featuring a variety of
famous jazz artists -------.
(A) has canceled
(B) are being canceled
(C) has been canceled
(D) have been canceling
[정답] C
[해석] 많은 유명한 재즈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는 올해의
야외 콘서트가 취소되었다.
[어휘]
outdoor 야외의
a variety of 다양한
famous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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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Not only can you relax at our ------- room, but also you
can enjoy beautiful scenery from the balcony.
(A) contaminated
(B) authorized
(C) omitted
(D) cozy
[정답] D
[해석] 당신은 아늑한 호텔방에서 편히 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휘]
relax 편히 쉬다
cozy 아늑한
scenery 경치
106. Allowing both full-time and part-time workers to
personalize their workspaces is a good way of ------productivity.
(A) allocating
(B) discontinuing
(C) presuming
(D) enhancing
[정답] D
[해석]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들 모두의 작업 공간을
개인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어휘]
personalize 개인화하다
workspace 작업 공간
enhance 향상시키다
productivity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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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The reduced prices are among the lowest of all major
suppliers, and this promotion will allow our customers to
save a ------- amount of money.
(A) significant
(B) significantly
(C) signify
(D) significance
[정답] A
[해석] 주요 공급업체들 중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할인을
했고 이 홍보는 우리 고객들로 하여금 상당한 돈을
절약하게 할 것이다.
[어휘]
reduced 할인된
supplier 공급업체
promotion 홍보
significant 상당한
108. Before ------- the training session, you need to have a
health check performed.
(A) attendance
(B) attending
(C) attended
(D) attend
[정답] B
[해석] 교육 훈련에 참가하기 전에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어휘]
attend 참가하다
training session 교육 훈련
health check 건강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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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If your ------- is chosen for publication, the editor in
chief will contact you as soon as possible.
(A) manuscript
(B) verification
(C) relief
(D) procedure
[정답] A
[해석] 당신의 원고가 출판을 위해 선택되면 편집장이
즉시 연락할 것이다.
[어휘]
manuscript 원고
publication 출판
editor in chief 편집장
110. According to our policy, all reservation cancellations
must ------- at least 24 hours prior to check in to avoid
penalty.
(A) made
(B) be made
(C) making
(D) make
[정답] B
[해석] 우리의 정책에 따르면 모든 예약 취소는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최소 체크인 24 시간 이전에 해야 한다.
[어휘]
policy 정책
reservation 예약
cancellation 취소
at least 최소
prior to ~전에
avoid 피하다
penalty 불이익,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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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To be eligible for the position, ------- must have at least
three years of experience in the hospitality industry.
(A) applications
(B) architectures
(C) regulations
(D) candidates
[정답] D
[해석] 그 직책에 지원하려면 지원자들은 서비스
업계에서 최소 3 년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어휘]
eligible 자격이 있는
candidate 후보, 지원자
at lease 최소
experience 경험
hospitality 환대, 서비스
112. The grand reopening of the city museum has ------been announced, and citizens can begin making
reservations online next week.
(A) yet
(B) now
(C) ago
(D) shortly
[정답] B
[해석] 시립 박물관의 재개장이 발표되었고 다음주에
시민들은 예약할 수 있다.
[어휘]
reopening 재개장
citizen 시민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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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the customer satisfaction report, despite a few
minor problems, we are pleased with new products
manufactured by Pearson Cosmetics.
(A) According
(B) aboard
(C) As for
(D) Barring
[정답] C
[해석] 고객 만족 보고서에 관하여 몇몇의 작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Pearson Cosmetic 에
의하여 제조된 신상품에 만족한다.
[어휘]
as for ~에 관하여
despite ~에도 불구하고
be pleased with ~을 기뻐하다, 만족하다
114. Thank you once again for your prompt response to
my information -------.
(A) frequency
(B) request
(C) dismissal
(D) succession
[정답] B
[해석] 저의 정보 요청에 빠른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어휘]
prompt 신속한
response 반응, 응답,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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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Unfortunately, however, your warranty has expired
and you will have to pay for the repairs -------.
(A) your
(B) yours
(C) yourself
(D) you
[정답] C
[해석]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신의 보증 기간이 끝났고
수리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어휘]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warranty 보증
expire 유효기간이 끝나다
116. According to a city -------, dozens of people signed up
to attend the free art class at the Metropolitan Museum.
(A) officials
(B) officially
(C) official
(D) officialize
[정답] C
[해석] 한 시공무원에 따르면 Metropolitan Museum 의
무료 예술 강좌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등록했다고 한다.
[어휘]
official 공무원
dozens of 수십의
attend 참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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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It is our policy to conduct all of our business in an
honest and ------- manner.
(A) outdated
(B) improper
(C) timely
(D) temporary
[정답] C
[해석] 정직하고 시기 적절한 방법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다.
[어휘]
policy 정책
honest 정직한
timely 시기 적절한
manner 방법
118. Guests ------- with five or more people will receive our
special discount pricing.
(A) who travelling
(B) who travels
(C) travel
(D) travelling
[정답] D
[해석] 5 명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는 고객들은
우리의 특별 할인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휘]
travel 여행하다
discount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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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In response to customer complaints, we will ---------the management of our company in a week.
(A) reorganize
(B) tolerate
(C) attain
(D) invest
[정답] A
[해석] 고객 불평들에 반응하여 일주일 내로 우리는 우리
회사의 경영 방법을 개편할 것이다.
[어휘]
In response to ~에 반응하여
complaint 불평
reorganize 재조직하다, 개편하다
management 경영방법
120. Your order has been already shipped ------- from the
manufacturer to the address you provided.
(A) adamantly
(B) seemingly
(C) directly
(D) adversely
[정답] C
[해석] 주문하신 물품은 당신이 제공하신 주소로
제조업체로부터 이미 직접 배송되었습니다.
[어휘]
already 이미, 벌써
ship 배송하다
manufacturer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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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The labor union finally accepted a revised contract
------- includes wage increases for newly hired cashiers.
(A) what
(B) whether
(C) that
(D) whose
[정답] C
[해석] 노조는 드디어 새로 채용된 계산원들의 급여
인상을 포함하는 수정된 계약을 받아들였다.
[어휘]
labor union 노조
revised 수정된
wage increase 급여 인상
cashier 계산원
122. All ------- about the charity event should be forwarded
to Daniel Hopkins, director of marketing.
(A) doubts
(B) explorations
(C) inquiries
(D) resignation
[정답] C
[해석] 모든 자선 행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마케팅
이사인 Daniel Hopkins 에게 전달되어져야 한다.
[어휘]
inquiry 질문, 문의사항
charity 자선
forward 전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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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extensive managerial experience, applicants for
the job should be fluent in at least three foreign languages.
(A) Besides
(B) Since
(C) Although
(D) In addition
[정답] A
[해석] 광범위한 경영 경험에 더하여 지원자들은 최소한
3 개의 외국어에 능통해야 한다.
[어휘]
besides ~에 더하여
extensive 광범위한
managerial 경영의
applicant 지원자
fluent 유창한
foreign language 외국어
124. All sales clerks are reminded to -------- a professional
attitude and show respect to loyal customers.
(A) protect
(B) proceed
(C) respond
(D) maintain
[정답] D
[해석] 모든 판매 직원들은 전문적인 태도와
단골고객들에게 존중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상기된다.
[어휘]
clerk 점원
be reminded to V ~하는 것이 상기되다
attitude 태도
respect 존중
loyal 충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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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Most economists and analysts have wondered
whether the company’s impressive growth is -------.
(A) rectangular
(B) sustainable
(C) solicited
(D) vague
[정답] B
[해석]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분석가들은 그 회사의
인상적인 성장이 지속 가능한지를 궁금해한다.
[어휘]
economist 경제학자
analyst 분석가
wonder 궁금해하다
impressive 인상적인
growth 성장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126. If you feel that you can ------- perform in this
demanding work environment,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A) creative
(B) creator
(C) creativity
(D) creatively
[정답] D
[해석] 이러한 힘든 근무 환경에서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연락주세요.
[어휘]
creatively 창의적으로, 독창적으로
demanding 힘든, 어려운
environment 환경
hesitate 주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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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Don’t miss out on this great opportunity to save
money, and remember that seating is -------.
(A) cooperative
(B) distant
(C) unavailable
(D) limited
[정답] D
[해석]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좌석이 제한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어휘]
miss out on ~을 놓치다
save 절약하다
limited 제한된
128. We have been a ------- Internet provider for over 12
years, and take pride in assisting our long-term clients.
(A) leading
(B) satisfied
(C) stagnant
(D) reliant
[정답] A
[해석] 12 년 이상 동안 선도적인 인터넷 제공업체였고
우리의 장기 고객들을 도와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어휘]
leading 선도적인
provider 제공업체
take pride in ~을 자랑으로 여기다
long-term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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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Mr. Choi has already contacted the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but he has ------- to receive a refund.
(A) not
(B) yet
(C) still
(D) once
[정답] B
[해석] Choi 는 이미 고객 서비스 직원에게 연락했지만
아직 환불 받지 못했다.
[어휘]
representative 직원
have yet to V 아직 ~하지 않다
130. Any questions concerning the damaged items can be
promptly answered by Ricky Nielson, ------- can be
reached at extension 322.
(A) whose
(B) that
(C) which
(D) who
[정답] D
[해석] 파손된 물건들에 관한 문의 사항은 내선 번호
322 로 연락 가능한 Ricky Nielson 에 의해 즉시 답변될
수 있다.
[어휘]
concerning ~에 관한
damaged 망가진
promptly 즉시
reach 연락하다
extension 내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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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EST 5
101. To find out more information about ------- fundraising
events, please visit our official corporate web site.
(A) this
(B) that
(C) these
(D) every
[정답] C
[해석] 이 자선모금 행사들에 관한 더욱 많은 정보를
위하여 저희의 공식 회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어휘]
find out 알아내다
fundraising 자선모금
official 공식적인
corporate 회사의
102. Modifying the layout of magazines ------- a lot of
designing skill.
(A) demanding
(B) demand
(C) to demand
(D) demands
[정답] D
[해석] 잡지들의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것은 많은 디자인
기술을 요구한다.
[어휘]
modify 변경하다, 바꾸다
layout 레이아웃,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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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To attract new customers, Arkan Department Store is
relocating to Plum Street ------- the museum.
(A) opposite
(B) next
(C) along
(D) besides
[정답] A
[해석] 새로운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Arkan
Department Store 는 Plum Street 맞은편으로 이전한다.
[어휘]
attract 끌다
relocate 이전하다
opposite 다른 편의, 건너편의
104. Advances in technology made our daily lives much
easier, yet there are still ------- impacts.
(A) beneficial
(B) analytical
(C) remained
(D) negative
[정답] D
[해석]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어휘]
advance 발전
technology 기술
yet 그러나
negative 부정적인
impact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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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you give us your consent, we will not disclose
your precious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A) Despite
(B) Unless
(C) Within
(D) Nevertheless
[정답] B
[해석] 동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제 3 자에게 당신의
소중한 정보를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어휘]
unless ~하지 않으면
consent 동의
disclose 밝히다, 드러내다
precious 소중한
third party 제 3 자
106. Lux Seasons Hotel has the most modern and updated
-------.
(A) amenities
(B) loyalty
(C) priorities
(D) liability
[정답] A
[해석] Lux Seasons Hotel 은 가장 현대적이고 최신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어휘]
modern 현대적인
updated 최신의
amenity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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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Should you have any inquiries concerning the new
products, please contact one of our customer service -------.
(A) representation
(B) representative
(C) represents
(D) representatives
[정답] D
[해석] 신상품에 관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고객 서비스
직원에게 연락주세요.
[어휘]
inquiry 질문, 문의사항
concerning ~에 관하여
representative 직원
108. The ------- requires some ingredients which are very
difficult to obtain.
(A) itinerary
(B) morale
(C) origin
(D) recipe
[정답] D
[해석] 그 요리법은 구하기 매우 힘든 재료들을 요구한다.
[어휘]
recipe 요리법
require 요구하다
ingredient 재료
obtain 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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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mployees are required to get a written authorization
from their ------- supervisor.
(A) used
(B) careless
(C) immediate
(D) urgent
[정답] C
[해석] 직원들은 그들의 직속 상사로부터 서면 허가를
얻어야 한다.
[어휘]
be required to V ~하는 것이 요구되다
authorization 허가, 허가증
immediate supervisor 직속 상사
110. Your membership fee can be paid ------- through the
web site within three days.
(A) electronic
(B) electronics
(C) electronically
(D) more electronic
[정답] C
[해석] 3 일 이내에 당신의 회비는 컴퓨터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어휘]
membership fee 회비
electronically 전자적으로, 컴퓨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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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Landlords who live in this region are required to pay
their property taxes ------- a year.
(A) every
(B) one
(C) none
(D) once
[정답] D
[해석]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집주인들은 일년에 한 번
재산세를 내야 한다.
[어휘]
landlord 집주인
region 지역
be required to V ~하는 것이 요구되다
property tax 재산세
once 한 번
112. We simply need more space to keep up with the
increasing ------- for our fresh roses and bushes.
(A) demand
(B) negotiation
(C) registration
(D) hazard
[정답] A
[해석] 우리는 증가하는 장미와 관목들의 수요를 따르기
위한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할 뿐이다.
[어휘]
simply 그저, 단지
keep up with ~을 따르다, ~에 뒤지지 않다
increasing 증가하는
demand for ~에 대한 수요
bush 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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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As ------- during your visit, your new office will be on
the third floor of the main building.
(A) discussed
(B) discussing
(C) discussion
(D) discuss
[정답] A
[해석] 당신의 방문기간 동안 토론한 대로 새로운
사무실은 본사 3 층이 될 것입니다.
[어휘]
as ~대로
main building 본사
114. ------- you are back from your summer holiday, I want
to notify you that Trinity Co. has sent me a tentative
schedule for the shareholder’s meeting.
(A) So that
(B) Because of
(C) Now that
(D) On behalf
[정답] C
[해석] 당신이 여름휴가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당신에게
Trinity Co.가 주주총회를 위한 임시일정표를 나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어휘]
now that 이제 ~이기 때문에
notify 알려주다
tentative 임시적인
shareholder’s meeting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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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Once the construction is complete, residents can
expect better traffic flow and a larger parking -------.
(A) customization
(B) capacity
(C) renewal
(D) attendant
[정답] B
[해석] 공사가 완성되면 주민들은 더욱 개선된
교통흐름과 주차용량을 예상할 수 있다.
[어휘]
once 일단 ~하면
resident 주민
traffic flow 교통의 흐름
parking capacity 주차용량
116. Please consider whether you would like to join us
------- a keynote speaker.
(A) from
(B) within
(C) as
(D) pertinent to
[정답] C
[해석] 기조 연설자로서 저희와 함께 하실지 고려해
주세요.
[어휘]
consider 고려하다
join 함께 하다
keynote speaker 기조 연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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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Fill out the registration form completely, ------- sure to
include your accurate contact information, and mail it to the
address below.
(A) make
(B) has made
(C) making
(D) made
[정답] C
[해석] 신청서를 완전하게 작성하시고 당신의 정확한
연락정보가 적혀있는지 확인한 후 아래의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어휘]
fill out 작성하다
registration form 신청서
accurate 정확한
below 아래의
118. Customers are guaranteed to save at least 50% on all
products and up to 80% on ------- items.
(A) select
(B) decisive
(C) competent
(D) sensible
[정답] A
[해석] 고객들은 최소 모든 상품 50% 할인과 엄선된
상품 최대 80%까지 확실하게 절약할 수 있다.
[어휘]
be guaranteed to V ~하는 것이 보장되다
save 절약하다
at least 최소
up to 최대 ~까지
select 엄선된, 선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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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Starting next week, visitors can see the brilliant ------hung in the main entrance of our new offices.
(A) factors
(B) gaps
(C) exhibitors
(D) paintings
[정답] D
[해석] 다음 주부터 방문객들은 새로운 사무실
중앙출입구에 달려있는 멋진 그림들을 볼 수 있다.
[어휘]
brilliant 훌륭한
painting 그림
main entrance 중앙출입구
120. As always, we will attempt ------- the monthly staff
meeting under one hour.
(A) to keep
(B) to be kept
(C) keeping
(D) keep
[정답] A
[해석] 항상 그랬듯이 우리는 한 시간 이내로 월간
직원회의를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어휘]
as always 항상 그랬듯이
attempt to V ~하고자 노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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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I recently saw your ------- and I thought the exercise
classes at your gym sounded very fascinating.
(A) habit
(B) emphasis
(C) flyer
(D) envelope
[정답] C
[해석] 나는 최근에 당신의 전단지를 보았고 당신
체육관의 운동 클래스가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어휘]
flyer 전단지
gym 체육관
fascinating 흥미로운, 매력적인
122. As assistant, you are responsible for attending all
regularly scheduled meetings and recording their -------.
(A) indicators
(B) symptoms
(C) minutes
(D) insertions
[정답] C
[해석] 비서로서 모든 정기 회의를 참석해서 회의록을
기록할 책임이 있다.
[어휘]
assistant 비서, 조수
be responsible for ~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record 기록하다
minute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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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Since her retirement from the company in 2012,
Jenny Armstrong ------- voluntary work for a charity.
(A) has done
(B) has been done
(C) does
(D) did
[정답] A
[해석] 2012 년 회사 은퇴 이래로 Jenny Armstrong 은
자선 단체 자원봉사를 해왔다.
[어휘]
retirement 은퇴
voluntary 자원봉사의, 자발적인
charity 자선 단체
124. Deforestation is closely related to ------- population
growth rather than modern industrialization.
(A) authorized
(B) perishable
(C) lengthy
(D) exponential
[정답] D
[해석] 삼림파괴는 현대 산업화보다는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휘]
deforestation 삼림파괴
be related to ~와 관련되다
closely 밀접하게
exponential 기하급수적인
population growth 인구 성장
rather than 차라리 ~보다
industrialization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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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General manager of the shopping mall is in charge of
making important decisions that affect staff and customers
------.
(A) soon
(B) yet
(C) alike
(D) recently
[정답] C
[해석] 쇼핑몰의 총책임자는 직원들과 고객들 똑같이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책임이 있다.
[어휘]
general manager 총책임자
be in charge of ~ 담당이다, ~책임이다
affect 영향을 끼치다
alike 똑같이
126. Safety regulations are being strictly put into effect in
all ------- facilities.
(A) productively
(B) product
(C) productive
(D) production
[정답] D
[해석] 안정 규정은 모든 생산 시설에서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어휘]
safety regulations 안전 규정
strictly 엄격하게
put into effect 실행하다
production facility 생산 시설

75

www.staredu.co.kr

127. Employers tend to be reluctant to lay off part-time
workers and ------- hesitant to hire them back.
(A) although
(B) in lieu of
(C) in case
(D) likewise
[정답] D
[해석] 고용주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을
꺼리고 마찬가지로 그들을 다시 고용하는 것을 주저한다.
[어휘]
tend to V ~하는 경향이 있다
be reluctant to V ~하는 것을 꺼리다
lay off 해고하다
likewise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hesitant 주저하는
128. Commuters are advised to use alternative ------- of
transportation to get to their work tomorrow morning.
(A) standards
(B) means
(C) proposals
(D) phases
[정답] B
[해석] 통근자들은 내일 아침 출근할 때 다른 대체 교통
수단을 이용할 것이 권장된다.
[어휘]
commuter 통근자
be advised to V ~하는 것이 권장되다
alternative 대체의, 대안의
means 수단
transportation 교통
get to work 출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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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If the weather clears, the plane should be able to------within the next few hours.
(A) assemble
(B) announce
(C) exceed
(D) depart
[정답] D
[해석] 날씨가 개면 비행기가 몇 시간 이내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어휘]
clear 맑아지다, 개다
depart 출발하다
130. When ------- your order online, we offer 10 percent
discount on a first-come-first-served basis.
(A) placed
(B) places
(C) place
(D) placing
[정답] D
[해석] 인터넷으로 주문하실 때 선착순으로 10% 할인을
제공합니다.
[어휘]
place an order 주문하다
discount 할인
on a first-come-first-served basis 선착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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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EST 6
101. Please refer to the memo I sent to you if you have
------- questions about the changes to the dress code.
(A) any
(B) every
(C) some
(D) another
[정답] A
[해석] 복장 규정 변화에 대하여 질문 있으시면 보내드린
메모를 참조하세요.
[어휘]
refer to 참조하다
dress code 복장 규정
102. The vice president expressed her ------- to all
volunteers who helped make Vanilla Trade LTD. the
leading company.
(A) participation
(B) allowance
(C) gratitude
(D) prediction
[정답] C
[해석] 부사장은 Vanilla Trade LTD.를 선두적인 회사로
만드는 것을 도와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했다.
[어휘]
express 표현하다
gratitude 감사
volunteer 자원봉사자
leading 선두의

78

www.staredu.co.kr

103. The conference room at the Savoy Hotel can ------- up
to 300 guests for various purposes.
(A) accommodates
(B) will accommodate
(C) be accommodated
(D) accommodate
[정답] D
[해석] Savoy Hotel 의 회의실은 다양한 목적으로 최대
300 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어휘]
conference room 회의실
accommodate 수용하다
up to 최대 ~까지
purpose 목적
104. An ------- subscription fee of $ 9.99 will entitle you to
24 copies of Business Today delivered to your office.
(A) critical
(B) annual
(C) professional
(D) bilingual
[정답] B
[해석] 연간 구독료 9 달러 99 센트를 내시면 당신의
사무실로 24 부의 Business Today 를 배달해드립니다.
[어휘]
annual 연례의
subscription fee 구독료
entitle 자격을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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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According to the statement released by Hunda Motors
yesterday, the labor union and management ------- an
agreement on a wage hike for workers.
(A) have been reached
(B) reaches
(C) reaching
(D) have reached
[정답] D
[해석] Hunda Motors 에 의하여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노조와 경영진이 직원들의 임금 인상에 관한 계약에
합의했다.
[어휘]
according to ~에 따르면
statement 성명서
release 발표하다
labor union 노조
management 경영진
reach an agreement 합의에 이르다
wage hike 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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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Due to the severe thunderstorms, work crews have
fallen behind considerably on ------- the road.
(A) affixing
(B) prohibiting
(C) calculating
(D) repairing
[정답] D
[해석] 심한 뇌우 때문에 작업반은 도로 보수 공사가
상당히 뒤쳐졌다.
[어휘]
thunderstorm 뇌우
fall behind on ~에 뒤쳐지다
considerably 상당히
107. Please be reminded that all parking areas in front of
the main building are ------- for visitors.
(A) devastated
(B) resigned
(C) participated
(D) designated
[정답] D
[해석] 본관 앞에 있는 주차공간들은 방문객들을 위해
지정되어있음을 명심하세요.
[어휘]
be reminded that 명심하세요
in front of ~의 앞
designate 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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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The unusually high humidity and chilly temperatures
have resulted ------- a heavy fog in the entire region.
(A) beside
(B) at
(C) in
(D) among
[정답] C
[해석] 평소와 달리 높은 습도와 쌀쌀한 온도가 그 지역
전체에 짙은 안개를 가져왔다.
[어휘]
unusually 평소와 달리, 특이하게
humidity 습도
chilly 쌀쌀한
result in ~의 결과를 가져오다
fog 안개
109. We have reviewed your application and resume, and
have concluded that you would be an ------- candidate for
the position.
(A) ideal
(B) idealize
(C) ideally
(D) idea
[정답] A
[해석] 당신의 신청서와 이력서를 검토하고 당신이 그
직책에 이상적인 지원자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어휘]
application 신청서
resume 이력서
conclude 결론짓다
ideal 이상적인
candidate 후보,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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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Fine Furniture accepts ------- items for exchange or
refund up to 90 days after the original purchase date.
(A) reliable
(B) damaging
(C) durable
(D) defective
[정답] D
[해석] Fine Furniture 는 결함 있는 물건의 교환이나
환불을 구매 날짜로부터 90 일 까지 허용한다.
[어휘]
accept 받아들이다
defective 결함 있는
exchange 교환
refund 환불
up to 최대 ~까지
purchase date 구매 날짜
111. After ------- the services the company provided,
Jennifer Paige was able to quickly sell her vacant
properties.
(A) producing
(B) offering
(C) utilizing
(D) denouncing
[정답] C
[해석]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Jennifer
Paige 는 빠르게 비어있는 그녀의 건물들을 팔 수
있었다.
[어휘]
utilize 이용하다
be able to V ~할 수 있다
vacant properties 비어있는 건물들

83

www.staredu.co.kr

112. The manager is looking for someone -------to work this
weekend to meet the deadline.
(A) will
(B) willing
(C) will be
(D) be willing
[정답] B
[해석] 그 경영자는 마감기한을 맞추기 위하여 이번
주말에 기꺼이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
[어휘]
willing 기꺼이 ~하는
meet the deadline 마감기한을 맞추다
113. According to the ------- of the organization, Steve
Nixon has a good chance of becoming the chairman of the
board.
(A) spokesperson
(B) physician
(C) passion
(D) activism
[정답] A
[해석] 그 단체의 대변인에 따르면 Steve Nixon 은
이사회의 의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어휘]
spokesperson 대변인
organization 단체
chance 가능성
chairman 의장,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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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As a member of the sales department, you will be
responsible for submitting quarterly sales reports ------- the
end of this month.
(A) to
(B) until
(C) into
(D) by
[정답] D
[해석] 영업부 사원으로서 당신은 월말까지 분기
보고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어휘]
sales department 영업부
be responsible for ~의 책임이 있다
submit 제출하다
quarterly 분기의
by ~까지
115. ------- visit us online at www.skyresort.com to see all
the details and use our latest reservation system.
(A) Simplify
(B) Simply
(C) Simpler
(D) Simple
[정답] B
[해석] www.skyresort.com 에 방문하셔서 세부 내용과
최신 예약 시스템을 사용하세요.
[어휘]
simply 간단하게
detail 세부사항
latest 최신의
reservation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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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Interested and ------- individuals should stop by one of
our three locations no later than this Friday.
(A) mandatory
(B) exhausting
(C) qualified
(D) secure
[정답] C
[해석] 관심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은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저희의 3 지점 중 한 곳에 방문해주세요.
[어휘]
interested 관심 있는
qualified 자격 있는
stop by 방문하다
location 지점
no later than 늦어도
117.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please send me the
------- contract so that I can sign and return it.
(A) accidental
(B) revised
(C) multiple
(D) confident
[정답] B
[해석] 편리한 시간대에 빠르게 제가 서명하여 다시 보낼
수 있도록 수정된 계약서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어휘]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편리한 시간대에 빠르게
revised 수정된
so that ~할 수 있도록
sign 서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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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We are very sorry to receive your letter detailing your
------- with your stay at the London Hill Lodge last summer.
(A) dissatisfied
(B) dissatisfy
(C) dissatisfying
(D) dissatisfaction
[정답] D
[해석] 지난 여름에 London Hill Lodge 에서의 불만족을
설명하는 당신의 편지를 받게 되어 정말 유감입니다.
[어휘]
detail 자세하게 설명하다
dissatisfaction 불만족
119. Applicants are asked to turn in their resumes ------cover letters to be considered for the position at Time
Publishing.
(A) towards
(B) barring
(C) along with
(D) notwithstanding
[정답] C
[해석] Time Publishing 에서 일자리에 고려되어지기
위하여 지원자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한다.
[어휘]
applicant 지원자
be asked to V ~하는 것이 요청되다
turn in 제출하다
resume 이력서
cover letter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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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Although TV commercials aimed at young people can
raise brand -------, they do not guarantee increases in sales.
(A) awareness
(B) inspection
(C) directions
(D) makers
[정답] A
[해석] 젊은이들을 위한 TV 광고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판매 증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어휘]
TV commercial TV 광고
aimed at ~을 목표로 하는
brand awareness 브랜드 인지도
guarantee 보장하다
increase in ~의 증가
121. Once the suite rooms on the tenth floor have been
-------, the hotel’s revenue could increase by 20 percent.
(A) located
(B) invented
(C) stored
(D) renovated
[정답] D
[해석] 10 층의 스위트룸의 공사가 끝나면 호텔의 수익이
20% 정도 증가할 것이다.
[어휘]
suite room 특별실
renovate 공사하다
revenue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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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The museum is always crowded ------- many visitors
who come to view its immense collection of paintings and
sculptures.
(A) because
(B) next to
(C) with
(D) across
[정답] C
[해석] 박물관은 거대한 그림과 조각 수집품들을 보러 온
많은 방문객들로 항상 붐빈다
[어휘]
be crowded with ~로 붐비다
immense 거대한
sculpture 조각
123. If there is anything that I can help you with, please do
not ------- to ask for assistance.
(A) hesitant
(B) hesitates
(C) hesitantly
(D) hesitate
[정답] D
[해석] 제가 도와드릴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어휘]
hesitate 주저하다
ask for 요청하다
assistance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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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of the difficulties, employees must perform their
duties diligently with their utmost efforts.
(A) Regarding
(B) Regards
(C) Regardless
(D) Regard
[정답] C
[해석] 어려움은 상관없이 직원들은 최대한의 노력으로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어휘]
regardless of ~와 상관없이
difficulty 어려움
duty 의무
diligently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utmost 최고의
125. The members of the hiring committee ------- for more
than two weeks before making a final decision.
(A) welcomed
(B) allowed
(C) hindered
(D) deliberated
[정답] D
[해석] 고용위원회 위원들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2 주 이상을 심사 숙고했다.
[어휘]
hiring 고용
deliberate 심사 숙고하다
make a decision 결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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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In ------- to your request, I checked with the supervisor,
and you can visit the construction site tomorrow night.
(A) respond
(B) response
(C) respondent
(D) responsive
[정답] B
[해석] 당신의 요청에 반응하여 감독관에게 문의했고
내일 밤에 공사현장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어휘]
in response to ~에 반응하여
request 요청
check with ~에게 문의하다
construction site 공사 현장
127. The stock price of Union Tech declined sharply after a
financial report ------- by the company.
(A) released
(B) releases
(C) releasable
(D) releasing
[정답] A
[해석] Union Tech 의 주가가 회사에 의하여 재정
보고서가 발표된 후 급격하게 떨어졌다.
[어휘]
stock price 주가
sharply 급격하게
financial 재정적인
release 발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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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completing the training course, new employees
should go to the department head’s office for further
instructions.
(A) Beyond
(B) Under
(C) Upon
(D) Between
[정답] C
[해석] 교육 과정을 마치자 마자 신입사원들은 추가
지시사항을 위해 부장 사무실로 가야 한다.
[어휘]
upon ~하자 마자, ~할 때
department head 부장
further 추가적인
instruction 지시
129. When the delivery of the copy paper -------, workers
can finish printing the materials for the seminar.
(A) arriving
(B) arrives
(C) will arrive
(D) arrived
[정답] B
[해석] 복사지가 배송될 때 직원들은 세미나를 위한 자료
프린트를 끝낼 수 있다.
[어휘]
delivery 배달, 배송
material 자료

92

www.staredu.co.kr

130. Even a minor ------- in product quality can result in a
sharp decline in sales.
(A) lapse
(B) force
(C) efficiency
(D) mistakes
[정답] A
[해석] 심지어 작은 생산 품질에 있어서의 실수에도
판매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어휘]
even 심지어 ~조차
lapse 실수
result in ~의 결과를 가져오다
sharp 급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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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EST 7
101. The unexpected shutdown of the facility led to the
loss of a wide range of ------- services.
(A) excellent
(B) excellently
(C) excel
(D) excellence
[정답] A
[해석] 예기치 않은 그 시설의 폐쇄는 다양한 우수한
서비스들의 손실을 가져왔다.
[어휘]
unexpected 예기치 않은
shutdown 폐쇄
facility 시설
lead to ~의 결과를 가져오다
loss 손실
a range of 다양한
excellent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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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In case of rain, all outdoor activities will be ------- until
the following Sunday on July 24.
(A) notified
(B) implanted
(C) achieved
(D) postponed
[정답] D
[해석] 비가 오는 경우 모든 야외 활동들은 7 월 24 일
다음주 일요일로 연기될 것이다
[어휘]
in case of ~의 경우
outdoor 야외의
activity 활동
postpone 연기하다
103. Yearly subscriptions are now being offered at the
------- reduced price of 19 dollars per month.
(A) heavy
(B) heaviest
(C) heaviness
(D) heavily
[정답] D
[해석] 1 개월에 19 달러의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1 년
구독이 현재 제공되고 있다.
[어휘]
yearly 연례의
subscription 구독
heavily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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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Regular customers who have already purchased
parking passes will be refunded a portion of the monthly
fee as ------- for this inconvenience.
(A) increase
(B) search
(C) preference
(D) compensation
[정답] D
[해석] 이미 주차권을 구입한 단골 고객들은 불편함에
대한 보상으로서 월회비의 일부를 환불 받을 것이다
[어휘]
regular customer 단골 고객
refund 환불하다
portion 일부
compensation 보상
inconvenience 불편함
105. Please be advised that all employees ------- the
express train service should depart at platform 17 at 8:00
A.M.
(A) use
(B) uses
(C) using
(D) used
[정답] C
[해석] 급행 열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직원들은 오전
8 시 17 번 플랫폼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어휘]
be advised that ~임을 숙지하다
express train 급행 열차
depart 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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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nsure that this fabric does not come into any contact
with direct sunlight ------- the surface is very sensitive.
(A) despite
(B) since
(C) along with
(D) because of
[정답] B
[해석] 표면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 천은 직사광선을
쏘이지 말아야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세요.
[어휘]
ensure 확실하게 하다
fabric 천
direct sunlight 직사광선
since ~때문에
surface 표면
sensitive 민감한
107. ------- March 7, Sarah Dowson will represent the
company as its new marketing director.
(A) As of
(B) Since
(C) At
(D) During
[정답] A
[해석] 3 월 7 일부터 Sarah Dowson 이 신임 마케팅
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할 것이다.
[어휘]
as of ~일자로, ~부터
represent the company 회사를 대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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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Be sure to complete the registration form immediately
and submit ------- to the on-site manager to be handled.
(A) themselves
(B) him
(C) them
(D) it
[정답] D
[해석] 즉시 신청서를 작성해서 현장 관리자에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출하세요.
[어휘]
registration form 신청서
immediately 즉시
submit 제출하다
on-site 현장의
109. Despite her ------- experience in the field, Ms. Bennett
was good at dealing with many difficult situations by
herself.
(A) scheduled
(B) limited
(C) overdue
(D) retrieved
[정답] B
[해석] 그 분야에서의 경험 부족에도 불구하고 Bennett
은 혼자서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잘 처리했다.
[어휘]
despite ~에도 불구하고
experience 경험
field 분야
be good at ~을 잘 하다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by herself 그녀 혼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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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Assembly line workers who volunteer to work for extra
hours will be ------- for a special bonus at the end of this
month.
(A) deleted
(B) responsive
(C) eligible
(D) compatible
[정답] C
[해석] 추가 근무 자원하는 조립 라인 근로자들은 월말에
특별 보너스의 자격이 된다.
[어휘]
assembly line 조립 라인
volunteer 자원하다
be eligible for ~의 자격이 되다
111. The document you mentioned yesterday ------- the list
of the maintenance work discussed at our meeting.
(A) contains
(B) containing
(C) contain
(D) to contain
[정답] A
[해석] 당신이 어제 언급했던 그 문서에 회의에서
토론했던 보수 작업 리스트가 있다
[어휘]
document 문서
mention 언급하다
contain ~이 들어있다
maintenance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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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To make enough room for new vehicles, Acme Motors
------- valued customers a 40 percent discount on all its
compact cars for a limited time only.
(A) manufactures
(B) transacts
(C) concentrate
(D) offers
[정답] D
[해석] 신차를 위한 여유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Acme
Motors 는 소중한 고객들에게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모든 소형차에 한해 40% 할인을 제공한다.
[어휘]
room 여유 공간
valued 소중한
compact car 소형차
limited 제한된
113. All sales representatives are advised to be
professionally dressed when they have a meeting with a
------- customer.
(A) sufficient
(B) prospective
(C) invalid
(D) flawless
[정답] B
[해석] 모든 영업 사원들은 가망 고객과 회의를 할 때
전문적으로 옷을 입을 것이 권장된다.
[어휘]
sales representatives 영업사원
be advised to V ~하는 것이 권장되다
professionally 전문적으로
prospective 가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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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Travelers who read service contracts carefully may
discover ------- fees added on the initial price.
(A) vertical
(B) kind
(C) additional
(D) devoted
[정답] C
[해석] 서비스 계약서를 주의 깊게 읽는 여행객들은 초기
가격에 추가된 추가적인 비용을 발견할 지 모른다.
[어휘]
carefully 주의 깊게
discover 발견하다
additional 추가적인
initial 처음의
115. By enlarging the front entrance and underground
parking spaces, Pierre Shopping Mall could attract more
customers ------- the week.
(A) throughout
(B) aside from
(C) from
(D) into
[정답] A
[해석] 현관과 지하 주차장을 확장함으로써 Pierre
Shopping Mall 은 일주일 내내 더 많은 고객들을 끌 수
있었다.
[어휘]
front entrance 현관
underground 지하의
attract 끌다
throughout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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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The country is currently producing food surpluses, but
there are still ------- in some rural provinces.
(A) shortages
(B) verifications
(C) areas
(D) doubts
[정답] A
[해석] 그 국가는 현재 식량 과잉 상태이지만 일부
지방에는 여전히 음식이 부족하다.
[어휘]
food surpluses 식량 과잉
shortage 부족
rural 지방의, 시골의
province 지방
117. Jeta Telecom has finally announced the merger with
Best Mobile Co. after a ------- negotiation.
(A) careless
(B) lengthy
(C) respectful
(D) prosperous
[정답] B
[해석] Jeta Telecom 은 드디어 긴 협상 후에 Best Mobile
Co.와의 합병을 발표했다
[어휘]
finally 드디어
lengthy 긴
negotiation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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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More skilled workers should help the new hires since
new employees are not ------- with new challenging tasks.
(A) concerned
(B) submitted
(C) committed
(D) familiar
[정답] D
[해석] 신입사원들은 새로운 어려운 업무에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 숙련된 직원들이 신입사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어휘]
skilled 숙련된
new hire 신입 사원
be familiar with ~에 친숙하다
challenging 어려운
task 업무
119. Guests at Lafayette Hotel can take ------- of our free
reliable airport shuttle, which runs every fifteen minutes.
(A) merit
(B) tour
(C) advantage
(D) research
[정답] C
[해석] Lafayette Hotel 의 투숙객들은 15 분 마다
운행하는 우리의 신뢰할 만한 무료 공항 셔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휘]
take advantage of 이용하다
reliable 믿을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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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The expansion of the customer service center is part
of the ongoing effort to increase employee morale ------customer satisfaction.
(A) in addition
(B) so as to
(C) but
(D) as well as
[정답] D
[해석] 고객 서비스 센터의 확장은 고객 만족 뿐만
아니라 직원 사기를 높이기 위한 계속되는 노력의
일환이다.
[어휘]
expansion 확장
part 일환
ongoing 진행중인
employee morale 직원 사기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121. Unfortunately, the final had to be canceled due to the
bad weather and has not been -------.
(A) warned
(B) delivered
(C) exempted
(D) rescheduled
[정답] D
[해석] 불행하게도 결승전이 나쁜 날씨 때문에
취소되었고 스케쥴 조정이 되지 않았다.
[어휘]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final 결승전
reschedule 일정을 변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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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Should you experience an allergic ------- to the
medicine, stop using it and contact your physician right
away.
(A) react
(B) reactive
(C) reaction
(D) reactions
[정답] C
[해석] 그 약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세요.
[어휘]
experience 경험하다
allergic 알레르기의
reaction 반응
medicine 약
physician 의사
right away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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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The fastest way to ------- the problem is to return the
damaged item to the manufacturer or one of our retail
stores.
(A) encourage
(B) encounter
(C) stimulate
(D) resolve
[정답] D
[해석]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제조업체나 소매점 중 한 곳에 그 파손된 물건을
반품하는 것이다.
[어휘]
resolve 해결하다
return 반품하다, 반납하다
damaged 파괴된, 망가진
manufacturer 제조업체
retail store 소매점
124. As you requested, I have attached a copy of the first
------- of the new contract to this
e-mail.
(A) division
(B) stamp
(C) knowledge
(D) draft
[정답] D
[해석] 요청하신 대로 이 이메일에 새로운 계약서의 초안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어휘]
attach 첨부하다
draft 초안
contract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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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The concert will feature many ------- artists, and a
different group will perform each weekend.
(A) distinguished
(B) desperate
(C) withered
(D) isolated
[정답] A
[해석] 그 콘서트는 많은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출연할
것이고 다른 그룹이 매 주말 공연할 것이다.
[어휘]
distinguished 유명한
perform 공연하다
126. All workers and visitors are ------- to put on protective
helmets before entering the construction site.
(A) requiring
(B) required
(C) require
(D) requirements
[정답] B
[해석] 모든 직원들과 방문객들은 공사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보호용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어휘]
be required to V ~하는 것이 요구되다
protective 보호의
construction site 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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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The application for a parking ------- should be
submitted to Mr. Wong along with your driver’s license.
(A) permit
(B) permitting
(C) permission
(D) permits
[정답] A
[해석] 주차 허가증 신청서는 당신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Wong 에게 제출해야 한다.
[어휘]
parking permit 주차 허가증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
128. The executives from JNR Corporation went to the
------- site for the company’s new headquarters.
(A) advisory
(B) talented
(C) consecutive
(D) proposed
[정답] D
[해석] JNR Corporation 의 중역들은 회사의 제안된
새로운 본사 부지에 갔다.
[어휘]
executive 간부, 임원, 중역
proposed 제안된
site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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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Since Mr. Edwin quit his job without notice, Ms.
Leonardo had to complete the ------- of the work.
(A) remainder
(B) remained
(C) remaining
(D) reminder
[정답] A
[해석] 예고 없이 Edwin 이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Leonardo 가 나머지 업무를 완성해야 한다.
[어휘]
without notice 예고 없이
remainder 나머지
130. The first day of the job fair which will be held at the
convention center is by invitation only, but the second day
is open to the -------.
(A) duration
(B) insight
(C) reputation
(D) public
[정답] D
[해석]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취업 박람회의 첫 날은
초대 받은 사람에게만 공개되지만 둘째 날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다
[어휘]
job fair 취업 박람회
public 일반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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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EST 8
101. Because of the manager’s unexpected business
travel to Seattle branch, the team meeting -------.
(A) is cancelling
(B) has been canceled
(C) cancels
(D) have canceled
[정답] B
[해석] 경영자의 예기치 않은 Seattle 지점으로의 출장
때문에 팀회의가 취소되었다.
[어휘]
unexpected 예기치 않은
business travel 출장
102. Once the reports have been received, each
department will be ------- based on the performance.
(A) publicized
(B) renewed
(C) purchased
(D) evaluated
[정답] D
[해석] 보고서가 들어오면 각 부서는 실적에 근거하여
평가 받는다.
[어휘]
evaluate 평가하다
based on ~에 근거하여
performance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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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All orders will be shipped ------- from the warehouse
within 7 hours of this confirmation notice.
(A) direct
(B) directions
(C) directly
(D) director
[정답] C
[해석] 모든 주문은 이 확인서의 7 시간 이내에 창고에서
직접 배송될 것입니다.
[어휘]
warehouse 창고
within ~이내에
confirmation 확인
notice 공지문
104. In ------- with federal law, neither workers nor
customers are allowed to take photographs at the National
Gallery of Art.
(A) accord
(B) accordingly
(C) accords
(D) accordance
[정답] D
[해석] 연방법에 따라 직원들과 고객들 누구도 National
Gallery of Art 에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어휘]
in accordance with ~에 따라서
federal 연방의
be allowed to V ~하는 것이 허락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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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Diane Ritz, a renowned economist, will be leading a
seminar ------- time management next month.
(A) without
(B) on
(C) regardless
(D) at
[정답] B
[해석] 유명한 경제학자인 Diane Ritz 는 다음 달 시간
관리에 관한 세미나를 이끌 것이다.
[어휘]
renowned 유명한
economist 경제학자
on ~에 관한
management 관리
106. It is widely known that key materials such as plastic
and paper can only be recycled ------- times.
(A) less
(B) a few
(C) much
(D) little
[정답] B
[해석] 플라스틱이나 종이 같은 중요 물질들은 두서너 번
재활용될 수 있다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어휘]
key 중요한
material 재료
such as ~와 같은
a few times 두서너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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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To ------- the life of the 3D printer in good condition, it
should be cleaned regularly after each use.
(A) enlarge
(B) alleviate
(C) prolong
(D) accelerate
[정답] C
[해석] 3D 프린터를 좋은 상태로 수명을 연장하려면
사용 후에 정기적으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
[어휘]
prolong 연장하다
life 수명
regularly 정기적으로
use 사용
108. ------- who is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the outdoor
jazz concert should contact Jeremy Kim at extension 324.
(A) Those
(B) They
(C) Something
(D) Anyone
[정답] D
[해석] 야외 재즈 콘서트에 참가하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내선 번호 324 번으로 Jeremy Kim 에게
연락하세요.
[어휘]
be interested in ~에 관심이 있다
participate in ~에 참가하다
extension 내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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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The chairman expressed his ------- for the volunteers’
commitment to the success of the charity event held last
month.
(A) appreciation
(B) diagnosis
(C) speculation
(D) unstableness
[정답] A
[해석] 회장은 지난 달에 열렸던 자선 행사의 성공에
기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했다.
[어휘]
express 표현하다
appreciation 감사
volunteer 자원봉사자
commitment 공헌, 기여
charity event 자선 행사
110. ------- you have been informed, the recently installed
software is quit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
(A) As
(B) Upon
(C) Despite
(D) For
[정답] A
[해석] 알려드린 대로 최근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는 이전
것과 매우 다르다
[어휘]
as ~대로
inform 알리다
quite 매우
previous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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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All employees are welcome to the awards ceremony,
but the banquet is limited to those with -------.
(A) professions
(B) plants
(C) fluency
(D) invitations
[정답] D
[해석] 모든 직원들이 시상식에 오는 것을 환영하지만
연회는 초대장을 가진 사람들만 갈 수 있다.
[어휘]
awards ceremony 시상식
banquet 연회
be limited to ~에 제한되다
invitation 초대장
112. Due to the lack of sales clerks, Jane Collins is
currently ------- in three different tasks at Nine Minutes
Apparel.
(A) refused
(B) patronized
(C) estimated
(D) involved
[정답] D
[해석] 판매 사원의 부족 때문에 Jane Collins 는 현재
Nine Minutes Apparel 에서 세가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
[어휘]
due to ~때문에
lack 부족
clerk 직원
currently 현재
be involved in ~에 관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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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The innovative accounting system can result in a
------- cost reduction for your main office and other
branches.
(A) secure
(B) considerate
(C) crowded
(D) significant
[정답] D
[해석] 혁신적인 회계 시스템은 당신의 본사와 다른
지사들의 상당한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어휘]
innovative 혁신적인
accounting 회계
result in ~의 결과를 가져오다
significant 상당한
cost reduction 비용 절감
114. It is vital that all employees ------- main responsibilities
involve monitoring the production process attend the
upcoming workshop.
(A) whose
(B) whom
(C) who
(D) whoever
[정답] A
[해석] 주업무가 생산과정을 감시하는 직원들은 다가오는
워크샵에 참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어휘]
vital 필수적인
responsibility 책임
process 과정
upcoming 다가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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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Motorists who use their car daily can benefit ------- the
competitively priced gasoline offered at O’lives.
(A) ahead of
(B) from
(C) of
(D) in
[정답] B
[해석] 매일 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Olives 에서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가격의 휘발유를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어휘]
motorist 운전자
benefit from ~로 부터 이익을 얻다
competitively priced 가격 경쟁력이 있는
gasoline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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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Security experts strongly recommend that all
important files ------- in another storage device in case the
computer is broken.
(A) storing
(B) store
(C) be stored
(D) stored
[정답] C
[해석] 보안 전문가들은 모든 중요한 파일들을 컴퓨터가
고장 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저장 장치에 저장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어휘]
security 보안, 안전
expert 전문가
strongly 강력하게
recommend 추천하다
store 저장하다
storage 저장
device 장치
in case ~인 경우에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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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A recent study indicates that many small businesses
are making a successful ------- to an Internet-based system.
(A) method
(B) emphasis
(C) transition
(D) opportunity
[정답] C
[해석] 최근의 연구는 소기업들의 인터넷 기반의
시스템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보여준다.
[어휘]
recent 최근의
indicate 나타내다
transition 전환
118. You will find the manual we provide very ------- in
assembling the folding bike.
(A) usefully
(B) use
(C) usage
(D) useful
[정답] D
[해석] 당신은 우리가 제공한 설명서가 접이식 자전거를
조립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휘]
manual 설명서
useful 유용한
assemble 조립하다
folding bike 접이식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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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Trumbee Pharmaceutical Co. tries to ------- its new
drugs called Dazin 7 to medical professionals and
pharmacists.
(A) promote
(B) settle
(C) reside
(D) invent
[정답] A
[해석] Trumbee Pharmaceutical Co.는 Dazin 7 이라는
새로운 약을 전문의들과 약사들에게 홍보하고자
노력한다.
[어휘]
try to v ~하고자 노력하다
promote 홍보하다
medical professional 전문의
pharmacist 약사
120. With more than 30 years of extensive experience of
marketing, Roger Hudson has broad ------- with the field of
advertising.
(A) familiar
(B) familiarize
(C) familiarly
(D) familiarity
[정답] D
[해석] 마케팅 분야의 30 년 이상의 경험으로 Roger
Hudson 은 광고 분야를 잘 알고 있다.
[어휘]
extensive 광범위한
familiarity 친숙함
advertising 광고, 광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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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The ------- fee to the National History Museum is 5
dollars for adults and 3 dollars for children.
(A) late
(B) admission
(C) legal
(D) living
[정답] B
[해석] National History Museum 의 입장료는 성인은
5 달러 아이들은 3 달러이다.
[어휘]
admission fee 입장료
adult 성인
122. It is reported that the Cancer Treatment Research
Center in New Albany ------- a federal grant every year.
(A) received
(B) has been received
(C) receives
(D) receive
[정답] C
[해석] New Albany 에 있는 Cancer Treatment Research
Center 가 매년 연방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보도된다.
[어휘]
federal 연방의
grant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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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The foreman must take every ------- to make sure that
no one in the construction site is injured.
(A) precaution
(B) act
(C) measurement
(D) steps
[정답] A
[해석] 건설 현장 감독은 공사 현장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휘]
foreman 공사, 건설 현장 감독, 주임
take precaution 예방조치를 취하다
construction site 공사 현장
injure 다치다
124. During the job interview, Susan Vegata talked ------about her long-term goals.
(A) passionate
(B) more passionate
(C) passionately
(D) passion
[정답] C
[해석] 면접하는 동안에 Susan Vegata 는 그녀의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말했다.
[어휘]
job interview 면접
passionately 열정적으로
long-term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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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The ability to efficiently ------- with other staff
members is a necessary qualification for those who want
to be a supervisor.
(A) communicate
(B) replace
(C) provide
(D) interfere
[정답] A
[해석] 다른 직원들과 효율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다.
[어휘]
ability 능력
efficiently 효율적으로
communicate 의사 소통하다
necessary 필수적인
qualification 자격요건
supervisor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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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Because Mr. Phillips has shown his outstanding
performance over the last three years, he will be ------- to
director of sales shortly.
(A) promotion
(B) promotes
(C) promoted
(D) promoting
[정답] C
[해석] Phillips 가 지난 3 년 동안 뛰어난 실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는 곧 영업 이사로 승진될 것이다.
[어휘]
outstanding 뛰어난
performance 실적
be promoted to ~로 승진되다
shortly 곧
127. ------- the five members on the budget committee,
Susie Clinton is the most knowledgeable about investing in
foreign stocks.
(A) Of
(B) Superior
(C) Beside
(D) Down
[정답] A
[해석] 예산 위원회의 5 명의 위원들 중에 Susie
Clinton 이 가장 해외 주식 투자에 잘 알고 있다.
[어휘]
budget committee 예산 위원회
knowledgeable 잘 알고 있는
invest in ~에 투자하다
foreign stock 외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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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In accordance with company regulations, we do not
send any payment for the returned items until they have
been inspected for -------.
(A) vitality
(B) defects
(C) hindrance
(D) purchases
[정답] B
[해석] 회사 규정에 따라서 반품된 물건들의 결함을
조사할 때 까지 돈을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어휘]
in accordance with ~에 따라서
regulation 규정
returned 반품된
inspect 조사하다
129. Guests are advised to confirm their reservations in
------- before arriving at the hotel.
(A) fact
(B) question
(C) written
(D) advance
[정답] D
[해석] 투숙객들은 호텔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예약을
확인하세요.
[어휘]
be advised to V ~하는 것이 권장되다
confirm 확인하다
reservation 예약
in advance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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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Please -------- this message if your subscription to
Movie World has already been renewed.
(A) disregard
(B) forward
(C) refer
(D) reply
[정답] A
[해석] Movie World 구독을 이미 갱신하셨다면 이
메시지를 무시하세요.
[어휘]
disregard 무시하다
subscription 구독
renew 갱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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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EST 9
101. Citizens have unlimited ------- to the fitness center
during their visit to the Community Center.
(A) competition
(B) number
(C) access
(D) growth
[정답] C
[해석] 시민들은 Community Center 에 방문하는 동안
무제한으로 헬스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
[어휘]
citizen 시민
unlimited 무제한의
access 접근, 접근 권한
fitness center 헬스 클럽
102. The retail price of this office desk will be reduced
-------, so you don’t need to buy it right now.
(A) short
(B) shorten
(C) shortly
(D) shorter
[정답] C
[해석] 이 사무용 책상을 곧 가격이 인하할 것이므로
지금 당장 살 필요가 없다.
[어휘]
retail price 소매 가격
shortly 곧
don’t need to V ~할 필요가 없다

127

www.staredu.co.kr

103. Passengers travelling together in groups of five or
more will receive a special discount off the regular -------.
(A) funding
(B) standard
(C) regulation
(D) fare
[정답] D
[해석] 5 명 이상의 그룹으로 여행하는 승객들은
정상가격에서 특별 할인을 받을 것이다.
[어휘]
passenger 승객
discount 할인
104. ------- expanding its operation in Vietnam, TK
Solutions is also planning to build its second plant in New
Zealand.
(A) In addition
(B) Of
(C) Besides
(D) From
[정답] C
[해석] Vietnam 에서 사업을 확장함에 더하여 TK
Solutions 는 또한 New Zealand 에 두 번째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어휘]
expand 확장하다
operation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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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Because today is her first day, I strongly recommend
that Linda be introduced to all of her ------- after lunch.
(A) colleagues
(B) speeches
(C) applications
(D) documents
[정답] A
[해석] 그녀의 첫 근무이므로 Linda 가 점심 후에 모든
동료들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어휘]
strongly recommend 강력하게 추천하다
introduce to ~에게 소개하다
colleague 동료
106. There ------- a major technological breakthrough in
biotechnology over the last five years.
(A) has been
(B) will be
(C) are
(D) is
[정답] A
[해석] 지난 5 년 동안 생명공학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적
발견이 있어왔다.
[어휘]
technological 기술적인
breakthrough 중대한 발견, 돌파구
biotechnology 생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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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Today’s special menu is ------- to change without
notice based on the availability of some ingredients.
(A) prepared
(B) intentional
(C) subject
(D) famous
[정답] C
[해석] 오늘의 특별 메뉴는 재료의 이용가능여부에 따라
공지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휘]
be subject to ~에 처하다
without notice 공지 없이
based on ~을 근거로
availability 이용가능성
ingredient 재료
108.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all equipment in this
laboratory ------- periodically checked to maintain safety.
(A) been
(B) are
(C) being
(D) be
[정답] D
[해석] 이 실험실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휘]
important 중요한
equipment 기구
laboratory 실험실
periodically 정기적으로
maintain 유지하다
safety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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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Production at the Nashville factory will not ------- until
all the drought damage has been repaired.
(A) construct
(B) reside
(C) resume
(D) accept
[정답] C
[해석] 모든 가뭄의 피해가 복구되어야 비로소 Nashville
공장의 생산이 재개할 것이다.
[어휘]
production 생산
factory 공장
not ~ until ~할 때 까지 ~하지 않다, ~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다
resume 다시 시작하다, 재개하다
drought 가뭄
damage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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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In accordance with the company regulations, the
board of directors has the authority to select the new
president ------- one week.
(A) within
(B) concerning
(C) along
(D) since
[정답] A
[해석] 회사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일주일 이내에 신임
사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어휘]
in accordance with ~에 따라
regulation 규정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authority 권한
select 선택하다
within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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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Since the sales department is expected to be affected
by the new -------,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will
offer a training session on November 13 at 2 P.M.
(A) willingness
(B) policy
(C) repetition
(D) loyalty
[정답] B
[해석] 새로운 정책에 의하여 영업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인사부가 11 월 13 일 오후
2 시에 교육 훈련을 제공할 것이다.
[어휘]
be expected to V ~할 것으로 예상되다
be affected by ~에 의하여 영향 받다
policy 정책
training session 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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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After careful ------- concerning the resignation of vice
president John Moore, I have hired a new executive.
(A) customization
(B) contribution
(C) experiment
(D) deliberation
[정답] D
[해석] 부사장인 John Moore 의 사임에 관하여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나는 새로운 중역을 고용했다.
[어휘]
careful 신중한
deliberation 심사숙고
concerning ~에 관한
resignation 사임
vice president 부사장
hire 고용하다
executive 간부, 임원, 중역
113. By ------- its popular products and services to Europe,
TDX Toys Inc. will create many jobs next year.
(A) export
(B) exported
(C) exporting
(D) exporter
[정답] C
[해석] 유럽에 인기 있는 상품들과 서비스들을
수출함으로써 TDX Toys Inc.는 내년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어휘]
export 수출하다
popular 인기 있는
create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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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One of the most intriguing features of the book is the
complete list of ------- providers.
(A) dependable
(B) outdated
(C) consecutive
(D) entire
[정답] A
[해석] 그 책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들 중의 하나는 믿을
만한 제공업체들의 완전한 리스트이다.
[어휘]
intriguing 흥미로운
feature 특징
dependable 믿을 만한
provider 공급업체
115. Due to the unexpected ------- of our company, the
number of meetings per month will be increased.
(A) grew
(B) grower
(C) growth
(D) grown
[정답] C
[해석] 예상치 못했던 회사의 성장 때문에 매월의 회의
수가 늘어났다.
[어휘]
due to ~때문에
growth 성장
per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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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Be sure to make a reservation in advance because
the peak season may have ------- availability.
(A) exceptional
(B) limited
(C) genuine
(D) informative
[정답] B
[해석] 성수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예약하세요.
[어휘]
be sure to V 반드시 ~하다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in advance 미리
peak season 성수기
limited 제한된
availability 이용가능성
117. If you have ------- further questions on the matter,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any time.
(A) any
(B) every
(C) much
(D) some
[정답] A
[해석] 그 일에 관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어휘]
further 추가적인
matter 일
hesitate 주저하다
contact 연락하다
any time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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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Approximately 500 job seekers went to last week’s job
fair, and we expect ------- more to participate this week.
(A) very
(B) too
(C) so
(D) even
[정답] D
[해석] 거의 500 명의 구직자들이 지난 주 취업 박람회에
갔고 이번 주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어휘]
approximately 거의, 대략
job seeker 구직자
job fair 취업 박람회
participate 참가하다
119. The board meeting lasted longer than expected, but
the members were unable to reach a -------.
(A) inclusion
(B) consensus
(C) delay
(D) memory
[정답] B
[해석] 이사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이사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어휘]
last 지속되다
be unable to V ~할 수 없다
consensus 의견 일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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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A recent survey shows that a majority of employees
are not fully satisfied ------- their working environments.
(A) between
(B) beneath
(C) for
(D) with
[정답] D
[해석] 최근의 연구는 다수의 직원들이 그들의 근무
환경에 전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휘]
recent 최신의
a majority of 다수의
fully 완전히, 전적으로
be satisfied with ~에 만족하다
working environment 근무 환경
121. Administrative workers should be prepared to address
any problems ------- on duty.
(A) nevertheless
(B) during
(C) likewise
(D) while
[정답] D
[해석] 관리 직원들은 근무 중에 일어나는 문제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어휘]
be prepared to V ~할 준비가 되다
administrative 행정의, 관리의
address 다루다, 처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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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Located in a picturesque area of the mountain, the
Fila Resort is known for its various modern -------.
(A) depletion
(B) dividends
(C) amenities
(D) expenses
[정답] C
[해석] 산이 있는 지역의 그림 같은 곳에 위치하여 Fila
Resort 는 다양한 현대 시설들로 유명하다.
[어휘]
picturesque 그림 같은
be known for ~으로 유명하다
modern 현대적인
amenity 시설
123. Only the business plan ------- by General Industries
Co. is compliant with stringent federal regulations and
industry standards.
(A) suggested
(B) suggests
(C) suggest
(D) suggesting
[정답] A
[해석] General Industries Co.에 의해 제안된 사업
계획서만 엄격한 연방 규정과 업계 기준을 준수한다.
[어휘]
business plan 사업계획서
be compliant with ~을 준수하다
stringent 엄격한
federal 연방의
regulation 규정
standard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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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Applicants for the position at City Insurance are
requested to ------- at least two years of managerial
experience.
(A) expire
(B) advise
(C) possess
(D) acknowledge
[정답] C
[해석] City Insurance 의 일자리에 지원자들은 최소한
2 년의 경영 경험이 있어야 한다.
[어휘]
applicant 지원자
possess 소유하다, (자질, 특징을) 지니다
managerial 경영의
125. The photograph of a very famous ------- will be on the
cover of the next issue of Fine Art magazine.
(A) critic
(B) critically
(C) criticism
(D) critical
[정답] A
[해석] 매우 유명한 비평가의 사진이 Fine Art 잡지의
다음 호 표지에 실릴 것이다.
[어휘]
photograph 사진
famous 유명한
critic 비평가
cover 표지
issue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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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Customers cannot write a personal check ------- they
provide two forms of identification.
(A) provided that
(B) so that
(C) unless
(D) even
[정답] C
[해석] 고객들은 두 종류의 신분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개인 수표를 쓸 수 없다.
[어휘]
check 수표
form 형태
identification 신분증
127. Mr. Hilton will be doing a demonstration of the new
device at the press ------- next week.
(A) release
(B) publication
(C) streamline
(D) conference
[정답] D
[해석] Hilton 은 다음 주에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장치의
시연을 할 것이다.
[어휘]
demonstration 시연
device 장치
press conference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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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As you requested, I have attached a list of companies
------- services are perfectly suitable for you.
(A) which
(B) that
(C) what
(D) whose
[정답] D
[해석] 당신이 요청한 대로 당신에게 완벽하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리스트를 첨부했습니다.
[어휘]
as ~대로
attach 첨부하다
be suitable for ~에 적합하다
129. Make sure to fill out the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form and submit it to the ------- at the front desk.
(A) receptionist
(B) candidate
(C) performer
(D) supervisor
[정답] A
[해석]
[어휘] 고객 만족 설문조사서를 작성하여 프론트
데스크의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세요.
make sure to V 확실하게 ~하다
fill out 작성하다
form 양식
submit 제출하다
receptionist 접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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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In order to complete the road expansion project on
time, we have to come up with a better -------.
(A) ideas
(B) solution
(C) shrink
(D) notice
[정답] B
[해석] 도로 확장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끝내기 위하여
우리는 더 좋은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어휘]
in order to V ~하기 위하여
expansion 확장
on time 정시에
come up with ~을 생각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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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EST 10
101. One of the most important ------- that the executive
possesses is reliability.
(A) quality
(B) qualify
(C) qualities
(D) qualitative
[정답] C
[해석] 중역이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는 신뢰성이다.
[어휘]
quality (사람의) 자질
executive 간부, 임원, 중역
possess 지니다
reliability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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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Although we do our best to ensure that all our
products meet high standards, defective items -------- make
it to retail stores.
(A) respectfully
(B) perfectly
(C) nearly
(D) occasionally
[정답] D
[해석] 우리의 제품들이 높은 기준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함 있는
물건들이 가끔 소매점들에 나온다.
[어휘]
ensure 보장하다
meet 충족시키다
standard 기준
defective 결함이 있는
occasionally 가끔
103. Mr. Donald’s outstanding articles ------- in several
prestigious journals over the last five years.
(A) have been published
(B) was published
(C) have published
(D) are published
[정답] A
[해석] Donald 의 뛰어난 기사들이 지난 5 년 동안 여러
명망 있는 학술지들에 출판되었다.
[어휘]
outstanding 뛰어난
article 기사
prestigious 명망 있는, 일류의
journal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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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For your convenience, directions to the ------- will be
posted on the web site no later than Friday.
(A) attendance
(B) dizziness
(C) compliance
(D) venue
[정답] D
[해석] 당신의 편리를 위해서 행사 장소로 가는 길을
늦어도 금요일 까지 웹사이트에 올려놓겠습니다.
[어휘]
convenience 편리
direction 찾아가는 길
venue 행사 장소
no later than 늦어도
105. Plant Global Co. is seeking new graduates and
professionals, and prior sales experience is preferred but
not -------.
(A) required
(B) practical
(C) positive
(D) temporary
[정답] A
[해석] Plant Global Co.는 새로운 졸업생들과
전문직업인들을 찾고 있는 중이고 이전의 판매 경험은
우대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어휘]
seek 구하다, 찾다
graduate 졸업생
professional 전문직업인
preferred 선호되는
required 필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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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I would like you to appoint a member of your staff
------- the keynote speaker at the upcoming conference on
debt management.
(A) as
(B) to
(C) in
(D) from
[정답] A
[해석] 나는 당신의 직원들 중의 한 명을 다가오는 부채
관리에 관한 회의에서 기조 연설자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어휘]
would like to V ~하고 싶다
appoint 임명하다
as ~로서
keynote speaker 기조 연설자
upcoming 다가오는
debt 부채
management 관리
107. To take ------- of this special offer, please fill in the
survey form and mail it to the main office.
(A) advantaging
(B) advantageous
(C) advantageously
(D) advantage
[정답] D
[해석] 이 특별 제공을 이용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서를
작성해서 본사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어휘]
take advantage of 이용하다
fill in 작성하다
survey form 설문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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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We sincerely ------- for the delay in announcing the
winners of the writing contest held last month.
(A) demolish
(B) register
(C) apologize
(D) abandon
[정답] C
[해석] 지난달에 열렸던 글짓기 대회의 당선자들을
발표하는 것이 지연되어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어휘]
sincerely 신실하게, 진심으로
apologize 사과하다
delay 지연
writing contest 글짓기 대회
109. Because of the unexpected heavy snowfall this
morning, Jennifer Lorenzo in sales department ------- to
work by subway instead of driving.
(A) attended
(B) go
(C) advised
(D) commuted
[정답] D
[해석] 오늘 아침에 갑작스러운 폭설 때문에
영업부의 Jennifer Lorenzo 는 운전 대신 지하철로
출근했다.
[어휘]
unexpected 예기치 못한
heavy snowfall 폭설
commute to work 출근하다
subway 지하철
instead of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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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your warranty, you
can receive maintenance for three years at no extra
charge.
(A) Next to
(B) Down
(C) Along
(D) Under
[정답] D
[해석] 당신의 보증의 계약 조건 하에 당신은 3 년 동안
추가 비용 없이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어휘]
terms and conditions 계약 조건
warranty 보증
maintenance 보수
at no extra charge 축가 비용 없이
111. I have attached our proposed event packages
including a meeting room ------- accommodation for 500
people.
(A) additionally
(B) considering that
(C) whereas
(D) as well as
[정답] D
[해석] 500 명의 사람들을 위한 숙박 시설뿐만 아니라
회의실을 포함한 제안된 행사 패키지를 첨부했습니다.
[어휘]
attach 첨부하다
proposed 제안된
meeting room 회의실
as well as ~뿐만 아니라
accommodation 숙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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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Your annual subscription to Gardening & Houses will
soon ------- on December 20.
(A) expire
(B) memorize
(C) cherish
(D) ban
[정답] A
[해석] 당신의 연례 Gardening & Houses 구독이 12 월
20 일에 곧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어휘]
annual 연례의
subscription 구독
expire 유효기간이 끝나다
113. These cashiers have worked at Harold’s Hardware for
over ten years since its -------.
(A) tools
(B) establisher
(C) foundation
(D) appreciation
[정답] C
[해석] 이 계산원들은 Harold’s Hardware 에서 창립
이래로 10 년 이상 근무해오고 있다.
[어휘]
cashier 계산원
foundation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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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During the peak season, it is very difficult ------tourists to get a reasonably-priced hotel room in this area.
(A) by
(B) for
(C) in
(D) to
[정답] B
[해석] 성수기 동안에는 관광객들이 이 지역에서 적절한
가격의 호텔방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어휘]
peak season 성수기
tourist 관광객
reasonably-priced 적절한 가격의
area 지역
115. I am writing this e-mail to ------- receipt of the copy
papers I ordered last week.
(A) render
(B) acknowledge
(C) remit
(D) enable
[정답] B
[해석] 지난 주에 주문한 복사지들을 받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 이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어휘]
acknowledge receipt 수령을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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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Presumably, the city council could come to a ------agreement within three days.
(A) tentative
(B) severe
(C) designated
(D) diverse
[정답] A
[해석] 아마도 시의회가 3 일 이내에 잠정적인 합의에
이를 것이다.
[어휘]
presumably 아마도
city council 시의회
tentative 잠정적인
117. Visitors are requested to present their parking passes
when ------- the parking area.
(A) enter
(B) entered
(C) entering
(D) enters
[정답] C
[해석] 방문객들은 주차장에 들어갈 때 주차 패스를
제시하는 것이 요청된다.
[어휘]
visitor 방문객
be requested to V ~하는 것이 요청되다
present 제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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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After ------- compiling data from all reliable sources,
the researchers will write a conclusion for the report.
(A) care
(B) careful
(C) carefully
(D) careless
[정답] C
[해석] 모든 믿을 만한 자료로부터 데이터를 주의 깊게
편집한 후에 연구원들은 보고서를 위하여 결론을 쓸
것이다.
[어휘]
compile 엮다, 편집하다
reliable 믿을 만한
source 출처, 자료
researcher 연구원
conclusion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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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Chun Hwa Food & Beverages is regarded as a
generous company since even part-time workers are ------for paid holidays.
(A) regretful
(B) fluctuated
(C) eligible
(D) hesitant
[정답] C
[해석] Chun Hwa Food & Beverages 는 비정규직
직원들도 유급 휴가의 자격이 되기 때문에 관대한
회사로 여겨진다.
[어휘]
be regarded as ~로 여겨지다
generous 관대한
even ~조차
be eligible for ~의 자격이 되다
paid holiday 유급 휴가
120. ------- some technical problems at the conference
room, the workshop started on time as scheduled.
(A) Nonetheless
(B) In spite of
(C) Although
(D) Despite the fact
[정답] B
[해석] 회의실에서의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워크샵은
예정대로 정시에 시작되었다.
[어휘]
technical 기술적인
conference room 회의실
on time 정시에
as scheduled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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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Thank you for ------- Ritz Hotel as a venue for your
10th wedding anniversary.
(A) considered
(B) considers
(C) consider
(D) considering
[정답] D
[해석] Ritz Hotel 을 당신의 결혼 10 주년 장소로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어휘]
consider 고려하다
venue 행사장소
anniversary 기념일
122. John Stevenson is the most dependable employee,
so he is in charge of handling ------- documents.
(A) confident
(B) unanimous
(C) confidential
(D) mingled
[정답] C
[해석] John Stevenson 은 가장 믿을 만한 직원이라서
비밀 문서들을 다룬다.
[어휘]
dependable 믿을 만한
be in charge of ~담당이다, ~책임이다
confidential 비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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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In order to expand the business into China, many jobs
will be created in ------- of the new cities.
(A) no
(B) each
(C) other
(D) every
[정답] B
[해석] 중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신도시들에 많은 일자리들이 생길 것이다.
[어휘]
in order to V ~하기 위하여
expand 확장하다
124. If customers ask for a product replacement, sales
clerks should ------- make them fill out a request form.
(A) respect
(B) respectful
(C) be respected
(D) respectfully
[정답] D
[해석] 만약 고객들이 상품 교체를 요청하면 점원들은
그들에게 신청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어휘]
ask for 요청하다
replacement 교체
sales clerk 점원
respectfully 공손하게
fill out 작성하다
request form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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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Quarterly sales of the MicroBio Co. have significantly
dropped by 30 percent due to the labor union -------.
(A) strikes
(B) dimensions
(C) inspiration
(D) exposure
[정답] A
[해석] MicroBio Co.의 분기 판매가 노조 파업 때문에 30%
정도 상당히 감소했다.
[어휘]
quarterly 분기의
significantly 상당히
labor union 노조
strike 파업
126. Hoola Motors is the largest company in Denver ------used cars at affordable prices.
(A) selling
(B) sell
(C) sells
(D) sold
[정답] A
[해석] Hoola Motors 는 Denver 에서 적당한 가격에
중고차를 파는 가장 큰 회사이다.
[어휘]
used car 중고차
affordable 가격이 알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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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Since the proposal Mr. Cohen submitted has ------too many errors, the director was not able to revise it.
(A) yet
(B) once
(C) far
(D) very
[정답] C
[해석] Cohen 이 제출한 제안서가 너무 많은 실수가
있어서 이사가 그것을 수정할 수 없었다.
[어휘]
proposal 제안서
far too 너무 ~한
revise 수정하다
128. Several passengers had hard time identifying their
luggage because their baggage tag -------.
(A) has lost
(B) had been lost
(C) is losing
(D) lost
[정답] B
[해석] 수하물 꼬리표가 분실되어서 여러 승객들이 짐을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어휘]
passenger 승객
have hard time Ving ~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identify 확인하다, 알아보다
luggage 짐
tag 꼬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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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Applicants for the department heads must be ------- to
work weekends whenever necessary.
(A) considerable
(B) available
(C) superior
(D) vulnerable
[정답] B
[해석] 부장이 되려는 지원자들은 필요하면 언제든
주말에 근무 가능해야 한다.
[어휘]
applicant 지원자
department head 부장
available 시간을 낼 수 있는
necessary 필수적인
130. The government ------- to create 50,000 new jobs by
increasing international trade with European countries.
(A) perceives
(B) delivers
(C) considers
(D) intends
[정답] D
[해석] 정부는 유럽 국가들과의 국제 무역을
증가함으로써 5 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어휘]
government 정부
intend to V ~할 의도이다
create 만들다
trade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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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EST 11
101. Most participants at the annual workshop on
workplace safety showed great ------- to learn from the
instructor.
(A) enthusiastic
(B) enthusiastically
(C) enthusiast
(D) enthusiasm
[정답] D
[해석] 산업 안전에 관한 연례 워크샵에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강사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대단한 열의를
보였다.
[어휘]
participant 참가자
workplace safety 산업안전
enthusiasm 열의, 열정
instructor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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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The ------- foods such as cakes or fruits should be
stored in a refrigerator at all times.
(A) opposing
(B) rigorous
(C) perishable
(D) serious
[정답] C
[해석] 케이크나 과일 같은 썩기 쉬운 음식들은 항상
냉장고에 저장해야 한다.
[어휘]
perishable 부패하기 쉬운
such as ~와 같은
store 저장하다
refrigerator 냉장고
at all times 항상
103. In order to boost overall sales, the board of directors
has decided to ------- a new business strategy.
(A) implementation
(B) implemented
(C) implement
(D) implementing
[정답] C
[해석] 전반적인 판매를 올리기 위하여 이사회는 새로운
사업 전략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어휘]
boost 부양하다
overall 전반적인
board of director 이사회
implement 실시하다
strategy 전략

161

www.staredu.co.kr

104. The annual conference consists ------- a number of
members from 30 different countries.
(A) under
(B) at
(C) since
(D) of
[정답] D
[해석] 연례 회의는 30 개국에서 온 수많은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휘]
annual 연례의
conference 회의
consist of ~로 구성되다
a number of 수많은
105. ------- the ongoing project is sensitive, workers
involved should not disclose any information to anyone
outside the company.
(A) Since
(B) Besides
(C) Because of
(D) During
[정답] A
[해석]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민감한 사항이므로 관련된
직원들은 회사 밖의 그 누구에게도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어휘]
ongoing 진행중인
sensitive 민감한, 비밀의
involved 관련된
disclose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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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Unfortunately, we are not able to ------- your expired
driver’s license by mail, so you should stop by the office
today.
(A) renewal
(B) renewing
(C) renew
(D) renewed
[정답] C
[해석] 유감스럽게도 유효기간이 지난 당신의
운전면허증을 우편으로는 갱신해드릴 수 없으니 오늘
사무실에 들르세요.
[어휘]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유감스럽게도
renew 갱신하다
expired 유효기간이 지난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
stop by 방문하다
107. New assembly line workers are ------- to attend the
two-day workshop on workplace safety.
(A) requested
(B) requesting
(C) request
(D) requests
[정답] A
[해석] 새로운 조립 라인 직원들은 직장 안전에 관한
2 일동안의 워크샵에 참석해야 한다.
[어휘]
assembly line 조립 라인
be requested to V ~하는 것이 요청되다
workplace 직장, 업무 현장
safety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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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The City Art Center in London will ------- a significant
renovation for two months and reopen in August.
(A) proceed
(B) scrutinize
(C) overcome
(D) undergo
[정답] D
[해석] 런던에 있는 The City Art Center 는 2 개월 동안
상당한 공사를 할 것이고 8 월에 다시 열 것이다.
[어휘]
undergo renovation 공사를 하다
significant 상당한
reopen 다시 열다
109. All staff must be trained in the use of newly installed
machines to ------- accidents in the factory.
(A) broaden
(B) destroy
(C) prevent
(D) occur
[정답] C
[해석] 모든 직원들은 공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된 기계들의 사용에 대하여 교육
받아야 한다.
[어휘]
prevent 예방하다, 방지하다
accident 사고
factory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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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Several artworks of the world-renowned oil painters
are now ------- at the exhibition hall.
(A) being displayed
(B) displaying
(C) display
(D) be displayed
[정답] A
[해석]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화가들의 여러 작품들이
현재 전시회장에서 전시되어 지고 있다.
[어휘]
artworks 예술품
world-renowned 세계적으로 유명한
exhibition hall 전시회장
111. Instead of the existing auditorium, a new sports center
------- about 2,000 spectators will be constructed next year.
(A) connecting
(B) producing
(C) accommodating
(D) eliminating
[정답] C
[해석] 기존의 강당 대신에 거의 2 천명을 수용하는
새로운 스포츠 센터가 내년에 건설될 것이다.
[어휘]
instead of ~대신에
existing 기존의
auditorium 강당
accommodate 수용하다
spectator 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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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As noted in the contract, ------- cars should be
returned to the original location.
(A) rents
(B) rent
(C) rental
(D) renting
[정답] C
[해석] 계약서에 나와있는 대로 렌터카는 원래 장소로
반납해야 한다.
[어휘]
as noted 나와있는 대로
contract 계약서
original 원래의
location 장소
113. The city council will ------- examine Mr. Beck’s
recommendation for expanding the highway to the airport.
(A) more meticulous
(B) meticulously
(C) meticulousness
(D) meticulous
[정답] B
[해석] 시의회는 Beck 의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 확장
제안을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다.
[어휘]
city council 시의회
meticulously 꼼꼼하게
expand 확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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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other flights from Tokyo to Paris are available
now, so it is necessary to use connecting flights.
(A) No
(B) Not
(C) Never
(D) None
[정답] A
[해석] 도쿄에서 파리로 가는 다른 비행기가 현재
없으므로 비행기를 갈아타세요.
[어휘]
necessary 필수적인
connecting flight 갈아타는 비행기
115. Many illustrations throughout the book are very useful
in helping readers understand the
------- procedures.
(A) tolerant
(B) complicated
(C) elegant
(D) competent
[정답] B
[해석] 책에 나와있는 삽화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어휘]
illustration 삽화
useful 유용한
complicated 복잡한
procedure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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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Hotel guests can make a reservation at the restaurant
in advance by ------- the front desk.
(A) contact
(B) contacts
(C) contacting
(D) contacted
[정답] C
[해석] 호텔 투숙객들은 미리 프론트 데스크로
연락하셔서 레스토랑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어휘]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in advance 미리
117. The research center in the heart of the city does not
permit any non-registered visitors on the -------.
(A) ceilings
(B) constructions
(C) managements
(D) premises
[정답] D
[해석] 도시 중심지의 연구 센터는 등록되지 않은
방문객이 건물 내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어휘]
in the heart of ~의 중심지에
permit 허락하다
non-registered 미등록의
premises 구내, 건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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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Dave Foster received a standing ovation from all
audiences for his ------- performance.
(A) exceptional
(B) extinct
(C) excited
(D) exhausted
[정답] A
[해석] Dave Foster 는 그의 뛰어난 공연으로
관중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다.
[어휘]
standing ovation 기립 박수
exceptional 뛰어난
performance 공연
119. You have to comply with the safety regulations when
------- the hazardous chemicals.
(A) handling
(B) handles
(C) handled
(D) handle
[정답] A
[해석]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룰 때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어휘]
comply with 준수하다
safety regulations 안전 규정
handle 다루다
hazardous 위험한
chemicals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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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Any employee ------- contact information has been
changed must report this to the immediate supervisor.
(A) who
(B) whom
(C) whose
(D) that
[정답] C
[해석] 연락 정보가 바뀐 직원은 직속 상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어휘]
report 보고하다
immediate supervisor 직속 상사
121. Although the stadium was completely renovated last
month, there are ------- obstructed views from some seats.
(A) although
(B) yet
(C) still
(D) once
[정답] C
[해석] 지난 달에 경기장이 대대적인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좌석에서는 전망이 방해된다.
[어휘]
stadium 경기장
renovate 공사하다
obstruct 방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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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Rapid ------- in technology have made it easier for
Internet users to access valuable information.
(A) advance
(B) advancement
(C) advancing
(D) advances
[정답] D
[해석] 기술의 빠른 발전이 인터넷 사용자로 하여금
소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어휘]
rapid 빠른
advance 발전
technology 기술
valuable 소중한
123. Don’t forget to ------- your valid passport and ticket to
airline personnel as soon as you arrive at the airport.
(A) introduce
(B) induce
(C) present
(D) purchase
[정답] C
[해석]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 직원에게 당신의
유효한 여권과 티켓을 제시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휘]
present 제시하다
valid 유효한
passport 여권
personnel 직원
as soon as ~하자 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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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The Triumph Group is ------- seeking a seasoned
architect who has more than seven years of experience.
(A) shortly
(B) presently
(C) lately
(D) recently
[정답] B
[해석] The Triumph Group 은 현재 7 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노련한 건축가를 찾고 있다.
[어휘]
presently 현재
seek 찾다, 구하다
seasoned 경험이 많은
architect 건축가
125. If the residents strongly oppose the construction of
the outdoor market, the city council will ------- it.
(A) reconsider
(B) incur
(C) assemble
(D) build
[정답] A
[해석] 주민들이 야외 시장 건설에 강하게 반대한다면
시의회는 그것에 대해 재고할 것이다.
[어휘]
resident 주민
strongly 강하게
oppose 반대하다
city council 시의회
reconsider 재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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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Most experts ------- predict that the nation’s economy
will fully recover from the recession sooner or later.
(A) cautiously
(B) evenly
(C) haphazardly
(D) extremely
[정답] A
[해석]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가 경제가 조만간
경기침체로부터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어휘]
expert 전문가
cautiously 조심스럽게
predict 예상하다
recover 회복하다
recession 경기침체
sooner or later 조만간
127. It is reported that the newly ------- art museum is
expected to attract a number of visitors to the city.
(A) renovating
(B) renovated
(C) renovation
(D) renovates
[정답] B
[해석] 새롭게 공사된 미술 박물관이 그 도시에 수많은
방문객들을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된다.
[어휘]
renovate 공사하다
be expected to V ~할 것으로 예상되다
attract 끌다
a number of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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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Sayoka Toy Co. in Japan offers unique customized
services that fit the customers’ various -------.
(A) needs
(B) concentrations
(C) violations
(D) complaints
[정답] A
[해석] 일본의 Sayoka Toy Co.는 고객들의 다양한
필요에 맞는 독특한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휘]
unique 독특한
fit 맞다, 적합하다
various 다양한
need 필요
129. If you ------- in participating in the workshop on time
management, please let me know by the end of this week.
(A) interest
(B) are interesting
(C) are interested
(D) interesting
[정답] C
[해석] 시간 관리에 관한 워크샵에 참가하기를 원하면
이번 주 말까지 알려주세요.
[어휘]
be interested in ~에 관심이 있다
participate in ~에 참가하다
time management 시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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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It is ------- that all confidential information pertaining to
valuable members be kept in securely locked filing
cabinets.
(A) internal
(B) vital
(C) generous
(D) monetary
[정답] B
[해석] 소중한 회원들과 관련된 비밀 정보는 안전하게
잠긴 서류캐비닛에 보관되어야 한다.
[어휘]
vital 필수적인
confidential 비밀의
pertaining to ~와 관련한
valuable 소중한
filing cabinet 서류캐비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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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EST 12
101. The retail price ------- on the web site does not include
shipping charges.
(A) indicates
(B) indicate
(C) indicated
(D) indicating
[정답] C
[해석]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소매가격은 배송비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어휘]
retail 소매
include 포함하다
shipping charge 배송비
102. If your new car needs to be repaired, you should visit
one of the ------- service centers.
(A) missing
(B) duplicated
(C) industrious
(D) authorized
[정답] D
[해석] 당신의 새 자동차를 수리하시려면 공인 서비스
센터들 중의 한 곳에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어휘]
visit 방문하다
authorized 공인된

176

www.staredu.co.kr

103. Mega Mart is the largest supermarket in Norway ------a selection of goods at the lowest prices.
(A) sell
(B) selling
(C) sold
(D) sells
[정답] B
[해석] Mega Mart 는 가장 싼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들을
파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이다.
[어휘]
a selection of 다양한
goods 상품
104. As of next week, the new return policy will be ------implemented throughout all branches.
(A) striction
(B) strict
(C) stirctness
(D) strictly
[정답] D
[해석] 다음주부터 전 지점에서 새로운 반품 정책이
시행될 것입니다.
[어휘]
as of ~로부터, ~일자로
return 반품
policy 정책
strictly 엄격하게
implement 시행하다
branch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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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Due to the security measures, passengers are
required to ------- at the airport at least three hours prior to
their departure time.
(A) arrive
(B) collaborate
(C) present
(D) attend
[정답] A
[해석] 보안 조치 때문에 승객들은 최소한 출발 3 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어휘]
due to ~때문에
security 보안
measure 조치
passenger 승객
be required to V ~하는 것이 요구되다
arrive 도착하다
at least 최소한
prior to ~전에
departure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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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A paid holiday request form must be signed by the
department head for -------.
(A) approving
(B) approves
(C) approve
(D) approval
[정답] D
[해석] 유급 휴가 신청서는 승인을 위해 부장에 의하여
서명되어져야 한다..
[어휘]
paid holiday 유급 휴가
request form 신청서
department head 부장
approval 승인
107. All mechanics were busy responding to customers
------- vehicles broke down on the bridge.
(A) who
(B) whom
(C) what
(D) whose
[정답] D
[해석] 모든 정비공들은 다리에서 고장 난 자동차
고객들을 응대하느라 바쁘다.
[어휘]
mechanic 정비공
busy 바쁜
respond to ~에 응답하다
break down 고장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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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Please be reminded that heavily discounted products
cannot be -------, whether opened or unopened.
(A) manufactured
(B) returned
(C) revised
(D) satisfied
[정답] B
[해석] 대폭 할인된 상품들은 개봉했든 하지 않았든
반품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어휘]
be reminded that ~라는 것을 명심하다
heavily 대폭
whether ~든지 아니든지
109. Unfortunately, a sharp decline in the company's stock
price inevitably led to the -------.
(A) amenity
(B) prosperity
(C) bankruptcy
(D) feasibility
[정답] C
[해석] 아쉽게도 회사 주가의 급격한 하락이 필연적으로
파산으로 이어졌다.
[어휘]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아쉽게도
sharp 급격한
decline 감소
stock price 주가
inevitably 필연적으로, 아니나 다를까
lead to ~의 결과를 가져오다
bankruptcy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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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To ------- a clean work environment, all employees are
asked to organize their own desks before leaving the office.
(A) maintain
(B) alleviate
(C) inquire
(D) discourage
[정답] A
[해석] 깨끗한 근무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들은 퇴근 전에 그들의 책상들을 정리해야 한다.
[어휘]
maintain 유지하다
work environment 근무 환경
be asked to V ~하는 것이 요청된다
organize 정리하다
leave the office 퇴근하다
111. Do not expose your photos to direct sunlight for a long
time ------- you want to spoil them.
(A) unless
(B) only if
(C) whereas
(D) moreover
[정답] A
[해석] 사진을 망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사진들을 직사광선에 오랫동안 노출시키지 마세요.
[어휘]
expose 노출하다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spoil 망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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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Ms. Bennett's ------- attention to details made her the
best employee of the month.
(A) nominal
(B) abstract
(C) affordable
(D) superb
[정답] D
[해석] Bennett 의 우수한 세부사항 처리 능력이 그녀를
이달의 최고 직원으로 만들었다.
[어휘]
superb 최고의, 훌륭한
attention 주의, 주목
detail 세부사항
113. It is recommended that applicants for the position
------- prepared for the aptitude test.
(A) is
(B) be
(C) has been
(D) being
[정답] B
[해석] 그 자리에 지원자들은 적성 검사 준비를 해야
한다.
[어휘]
applicant 지원자
aptitude test 적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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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The manager ------- Mr. White of the change of the
venue so that he could attend the awards ceremony.
(A) noticed
(B) talked
(C) announced
(D) informed
[정답] D
[해석] 관리자는 White 에게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행사장소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어휘]
inform 알리다
venue 행사장소
so that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awards ceremony 시상식
115. Comprehensive benefits packages of the company
have helped boost employee -------.
(A) apprentice
(B) morale
(C) subsidiary
(D) production
[정답] B
[해석] 그 회사의 종합적인 복리후생 제도가 직원 사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어휘]
comprehensive 종합적인
benefits packages 복리후생 제도
boost 높이다, 부양시키다
morale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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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The Millionaire's Association has hosted annual
charity events in order to ------- funds for the orphanages in
London.
(A) halt
(B) pretend
(C) raise
(D) protest
[정답] C
[해석] The Millionaire's Association 가 런던에 있는
고아원들을 위한 자선 모금을 위하여 연례 자선
행사들을 개최했다.
[어휘]
host 개최하다
charity 자선
in order to V ~하기 위하여
raise funds 자금을 모으다
orphanage 고아원
117. ------- you sign the contract, be sure to review all
terms and conditions carefully.
(A) Prior to
(B) Despite the fact
(C) Before
(D) Even though
[정답] C
[해석]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주의 깊게 계약 조건들을
검토하세요.
[어휘]
sign 서명하다
contract 계약서
be sure to V 확실하게 ~하다
terms and conditions 계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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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Please ------- to the manual summarizing the
installation process of the software program you
purchased.
(A) consult
(B) add
(C) refer
(D) due
[정답] C
[해석] 당신이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설치 과정을 요약
설명하는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어휘]
refer to 참조하다
summarize 요약하다
installation 설치
process 과정
purchase 구매하다
119. The seminar was originally scheduled to be held next
Monday, but has been postponed until further -------.
(A) notice
(B) objective
(C) evacuation
(D) workout
[정답] A
[해석] 세미나는 원래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추후 공지가 있을 때 까지 연기되었다.
[어휘]
originally 원래
be scheduled to V ~하는 것이 예정되다
postpone 연기하다
until further notice 추후 공지가 있을 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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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Unbelievably, sales in home appliances declined
------- in April after an increase in March.
(A) sharpen
(B) sharply
(C) sharpened
(D) sharp
[정답] B
[해석] 3 월의 증가 이후 4 월의 가정용 가전제품의
판매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어휘]
unbelievably 믿을 수 없을 정도로
home appliances 가정용 가전제품
121. The 13th annual job fair was ------- successful
considering approximately 2,500 participants.
(A) tentatively
(B) currently
(C) moderately
(D) flexibly
[정답] C
[해석] 13 차 연례 취업 박람회가 거의 2 천 5 백명의
참가자들을 고려할 때 제법 성공적이었다.
[어휘]
job fair 취업 박람회
moderately 중간으로, 적당히
considering ~을 고려하면
approximately 거의, 대략
participant 참석자

186

www.staredu.co.kr

122. Most movie critics say that the plot of the movie
starring David Hoster and Margo Longby is too -------.
(A) bored
(B) impressed
(C) eager
(D) predictable
[정답] D
[해석] 대부분의 영화 비평가들은 David Hoster 와
Margo Longby 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의 줄거리가 너무
뻔하다고 말한다.
[어휘]
critic 비평가
plot 줄거리
star 주연을 맡다
predictable 예측할 수 있는
123. Following her inauguration speech, the new vice
president ------- his long-term goals of the company.
(A) rely
(B) reimburse
(C) announced
(D) carried
[정답] C
[해석] 취임사 후에 신임 부사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목표들을 발표했다.
[어휘]
inauguration 취임
vice president 부사장
long-term 장기적인
goal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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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Please present your valid employee identification card
upon entering the main office unless ------- instructed.
(A) otherwise
(B) furthermore
(C) already
(D) however
[정답] A
[해석] 달리 지시사항이 없으면 본사 들어갈 때 당신의
유효한 사원증을 제시하세요.
[어휘]
present 제시하다
valid 유효한
employee identification card 사원증
upon ~할 때
otherwise 달리, 다른 방법으로
125. The manager has asked that every applicant submit a
letter of recommendation ------- a resume.
(A) as well
(B) along with
(C) on account of
(D) by
[정답] B
[해석] 관리자는 지원자에게 이력서와 함께 추천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어휘]
applicant 지원자
a letter of recommendation 추천서
along with ~와 함께
resume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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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important files and
------- documents are usually stored in a safe in the main
office.
(A) gradual
(B) fragile
(C) rapid
(D) sensitive
[정답] D
[해석] 중요한 파일들과 비밀 문서들이 보통 본사의
금고에 보관되는지 두고 봐야 한다.
[어휘]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인지 아닌지 두고 봐야
한다
sensitive 민감한
safe 금고
127. Because of the increased cost of raw materials, the
company was ------- to increase product prices.
(A) forceful
(B) forcefully
(C) forced
(D) force
[정답] C
[해석] 인상된 원자재 가격 때문에 그 회사는 상품
가격을 어쩔 수 없이 인상했다.
[어휘]
raw material 원자재
be forced to V ~하도록 강요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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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According to a survey, Angel 24 Delivery has the
most outstanding reputation for ------- service in North
Carolina.
(A) punctual
(B) mendacious
(C) avoidable
(D) deserted
[정답] A
[해석] 설문 조사에 따르면 Angel 24 Delivery 는 North
Carolina 에서 시간을 잘 지키는 서비스로 가장 뛰어난
평판을 가지고 있다.
[어휘]
survey 설문 조사
outstanding 뛰어난
reputation 평판
punctual 시간을 지키는
129. ------- chief financial officer of the firm, Fred Hopkinski
is responsible for overseas investment.
(A) Being
(B) To be
(C) Be
(D) Been
[정답] A
[해석] 회사의 CFO 이기 때문에 Fred Hopkinski 는 해외
투자에 책임이 있다.
[어휘]
chief financial officer (= CFO 최고 재무 책임자)
be responsible for ~책임이다, ~담당이다
overseas 해외의
investment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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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the frequent mechanical problems of the copy
machine in the sales department, it must be obsolete.
(A) Give
(B) Given
(C) being given
(D) Gave
[정답] B
[해석] 빈번한 영업부 복사기의 문제점들을 고려하면
틀림없이 구식이다.
[어휘]
given ~을 고려하면
mechanical 기계의
obsolete 구식의, 쓸모 없는

191

www.staredu.co.kr

ACTUAL TEST 13
101. Regular customers are exempt from ------- the
shipping and late fee.
(A) payment
(B) pay
(C) paid
(D) paying
[정답] D
[해석] 단골 고객들은 배송비와 연체료가 면제된다.
[어휘]
regular customer 단골 고객
exempt 면제의
late fee 연체료
102. The director asked Mr. Kinsley to -------informational
packets to the investors.
(A) detect
(B) accept
(C) distribute
(D) impress
[정답] C
[해석] 이사는 Kinsley 에게 투자자들에게 자료집을
나누어주도록 요청했다.
[어휘]
distribute 나누어주다
informational packet 자료집
investor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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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Because of the thick fog, buses to the city are running
about 30 minutes ------- schedule.
(A) late
(B) down
(C) ahead
(D) behind
[정답] D
[해석] 짙은 안개 때문에 그 도시로 가는 버스들이
예정보다 거의 30 분 늦게 운영된다.
[어휘]
because of ~때문에
fog 안개
about 거의, 대략
behind schedule 예정보다 늦은
104. CNC Co. ------- the unprofitable hotel near the train
station and converted it into a
seven-story office building.
(A) acquired
(B) attached
(C) complained
(D) merged
[정답] A
[해석] CNC Co.는 기차역 근처의 수익을 못 내는 호텔을
인수하여 7 층짜리 사무용 건물로 바꾸었다.
[어휘]
acquire 인수하다
unprofitable 수익을 못 내는
near 근처의
convert 바꾸다

193

www.staredu.co.kr

105. Daniel & Jennie is an Internet-based company ------in providing customers with the latest job information.
(A) specializing
(B) specialize
(C) be specialized
(D) specializes
[정답] A
[해석] Daniel & Jennie 은 고객들에게 최신의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기반의
회사이다.
[어휘]
specialize in ~을 전문으로 하다
latest 최신의
106. ------- who wish to receive company newsletters
should contact the manager of public relations department.
(A) Those
(B) Someone
(C) They
(D) Anyone
[정답] A
[해석] 회사 소식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홍보부장에게 연락하세요.
[어휘]
newsletter 소식지
public relations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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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Business Insight has won an award for five ------years for its distinguished feature articles.
(A) improper
(B) consecutive
(C) tentative
(D) next
[정답] B
[해석] Business Insight 은 뛰어난 특집 기사들 때문에
5 년 연속 상을 받았다.
[어휘]
win an award 상을 받다
consecutive 연속의
distinguished 뛰어난, 특징 있는
feature article 특집 기사
108. Sara Mitz ------- from the head of sales department
last week due to the continuous decline in quarterly sales.
(A) will resign
(B) resign
(C) resigns
(D) resigned
[정답] D
[해석] Sara Mitz 는 계속되는 분기 매출의 하락으로 지난
주에 영업 부장직을 사임했다.
[어휘]
resign 사임하다
due to ~때문에
continuous 계속되는
decline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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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If a confirmed reservation is cancelled, you are
required to pay a ------- of 200 dollars.
(A) fare
(B) shortage
(C) funding
(D) penalty
[정답] D
[해석] 확인된 예약을 취소하시면 200 달러의 위약금을
내셔야 합니다.
[어휘]
confirmed 확인된
reservation 예약
cancel 취소하다
be required to V ~하는 것이 요구되다
penalty 위약금
110. The physician advised Ms. Baker to take medicine
------- throughout the week.
(A) regular
(B) regularity
(C) regularly
(D) regulars
[정답] C
[해석] 의사는 Baker 에게 일주일 내내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라고 조언했다.
[어휘]
physician 의사
advise 조언하다
take medicine 약을 먹다
regularly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throughout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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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You are ------- to turn off all computers and lock the
windows before leaving the office.
(A) request
(B) requests
(C) requested
(D) requesting
[정답] C
[해석] 당신은 퇴근 전에 모든 컴퓨터들을 끄고 창문들을
잠가야 한다.
[어휘]
be requested to V ~하는 것이 요청되다
turn off 끄다
lock 잠그다
leave the office 퇴근하다
112. Effective ------- of a public speech requires a lot of
preparation and practice.
(A) authority
(B) audience
(C) controversy
(D) delivery
[정답] D
[해석] 대중 연설의 효과적인 전달은 많은 준비와 연습을
요구한다.
[어휘]
effective 효과적인
delivery 전달
public speech 대중 연설
preparation 준비
practice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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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Please be considerate to others and refrain ------touching any sculptures at the gallery.
(A) about
(B) into
(C) from
(D) by
[정답] C
[해석]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화랑에 있는 조각품들을
만지는 것을 삼가 주세요.
[어휘]
considerate 배려하는
refrain from 삼가다
sculpture 조각
gallery 미술관, 화랑
114. The ------- view of the Eiffel Tower has been attracting
a number of tourists from all over the world for over 100
years.
(A) opaque
(B) outgoing
(C) magnificent
(D) excited
[정답] C
[해석] 에펠탑의 장엄한 광경은 100 년 이상 동안
전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어휘]
magnificent 장엄한
attract 끌다
a number of 수많은
tourist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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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Assembly workers on strike will not return to the
factory ------- the management increases their wages.
(A) unless
(B) as long as
(C) therefore
(D) if
[정답] A
[해석] 파업한 조립공들은 경영진이 그들의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공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
[어휘]
assembly 조립
strike 파업
return 돌아가다
factory 공장
unless ~하지 않으면
management 경영진
wage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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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to meet the needs of a variety of customers,
Star Department Store offers a wide array of quality
products.
(A) So as
(B) In
(C) Due
(D) as
[정답] A
[해석] 고객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Star
Department Store 는 아주 다양한 고품질의 제품들을
제공한다.
[어휘]
so as to V ~하기 위하여
meet 충족시키다
a variety of 다양한
an array of 다수의
quality 고품질의
117. We reserve the right to change the terms and
conditions at any time without prior -------.
(A) vendor
(B) future
(C) likelihood
(D) notice
[정답] D
[해석] 우리는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계약 조건들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휘]
reserve the right to V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terms and conditions 계약 조건
notice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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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Job seekers in Japan consider working in Europe
countries on account of ------- offers from multinational
companies.
(A) generous
(B) lacking
(C) competed
(D) picky
[정답] A
[해석] 일본의 구직자들은 다국적 기업들의 관대한 제의
때문에 유럽 국가에서 일하는 것을 고려한다.
[어휘]
job seeker 구직자
consider 고려하다
on account of ~때문에
generous 관대한
multinational 다국적의
119. The office supplies in the storeroom by the elevator
------- only for the new employees in the sales department.
(A) is
(B) has been
(C) are
(D) being
[정답] C
[해석]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저장실에 있는
사무용품들은 영업부 신입사원들만을 위한 것이다.
[어휘]
office supplies 사무용품
storeroom 저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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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The ------- candidate must be able to supervise a team
of 12 staff members and review reports on sales figures.
(A) defective
(B) skeptical
(C) numerous
(D) successful
[정답] D
[해석] 합격자는 12 명의 팀원을 관리하고 영업매출액에
관한 보고서들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어휘]
successful candidate 합격자
be able to V ~할 수 있다
supervise 감독하다, 관리하다
sales figures 영업매출액
121. This training session is intended not only for new
employees, ------- also for managers and executives who
want to transfer to Rome branch.
(A) and
(B) both
(C) but
(D) either
[정답] C
[해석] 이 교육훈련은 신입사원들 뿐만 아니라 로마
지사로 전근 가기를 원하는 경영자들, 중역들도 위한
것이다.
[어휘]
training session 교육훈련
not only ~ but also ~뿐만 아니라 ~또한
transfer 전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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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Children under the age of 12 should be accompanied
by an adult at all times ------- in the concert hall.
(A) during
(B) at
(C) along with
(D) while
[정답] D
[해석] 12 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콘서트홀에 있는 동안
항상 성인에 의하여 동반되어야 한다.
[어휘]
accompany 동반하다
at all times 항상
123. If you have forgotten your user name or -------, please
contact our online customer service team.
(A) malfunction
(B) password
(C) beneficiary
(D) installation
[정답] B
[해석] 사용자 이름이나 비밀번호를 잊으셨다면 우리의
온라인 고객 서비스 팀에게 연락주세요.
[어휘]
user 사용자, 이용자
password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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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The ceremony will begin with opening ------- by the
chairman, and will be followed by a keynote speech by Mr.
Swarf.
(A) remarks
(B) alternatives
(C) assistants
(D) itineraries
[정답] A
[해석] 행사는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하고 Swarf 의 기조
연설이 이어질 것이다.
[어휘]
ceremony 식, 행사
opening remarks 개회사
keynote speech 기조 연설
125. If you intend to extend your rental agreement with the
shopping mall, you need to
------- the office at least two weeks in advance.
(A) announce
(B) notify
(C) adhere
(D) explore
[정답] B
[해석] 쇼핑몰과의 임대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면
사무실에 최소 2 주 전에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어휘]
intend to V ~할 의도이다
rental agreement 임대 계약
notify 통지하다, 알리다
at least 최소한
in advance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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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Most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are optimistic
about the company’s rapid ------- into new markets.
(A) limitation
(B) necessity
(C) expansion
(D) reflection
[정답] C
[해석] 대부분의 이사들은 회사의 새로운 시장으로의
빠른 확장에 대하여 낙관적이다.
[어휘]
optimistic 낙관적인
rapid 빠른
expansion 확장
127. We will activate your new account ------- we receive
your new contact information.
(A) however
(B) nevertheless
(C) once
(D) meanwhile
[정답] C
[해석] 당신의 새로운 연락 정보를 받으면 당신의 새로운
계정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어휘]
activate 활성화하다
once 일단 ~하면, ~하자 마자
account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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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part of a business program, management has
invited renowned architect Robert Taylor to give a seminar
on Thursday, May 5.
(A) For
(B) Among
(C) When
(D) As
[정답] D
[해석] 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영진은 유명한
건축가인 Robert Taylor 를 5 월 5 일 목요일의 세미나에
초대했다.
[어휘]
as part of ~의 일환으로
management 경영진
renowned 유명한
architect 건축가
129. The president invited all employees to the celebration
party to show her ------- for their contribution to the
successful project.
(A) jealousy
(B) compassion
(C) fame
(D) gratitude
[정답] D
[해석] 사장은 직원들의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공헌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들을 축하 행사에
초대했다.
[어휘]
celebration 축하 행사
gratitude 감사
contribution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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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We no longer ------- e-mailed resumes, so please mail
them to our main office by priority mail.
(A) accept
(B) cooperate
(C) decline
(D) yield
[정답] A
[해석] 우리는 더 이사 이메일로 이력서를 받지 않으니
본사로 우선 취급 우편으로 보내세요.
[어휘]
no longer 더 이상 ~가 아니다
resume 이력서
priority mail 우선 취급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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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EST 14
101. Many new competitors ------- the market in the past
five years.
(A) joins
(B) joined
(C) have joined
(D) have been joined
[정답] C
[해석] 많은 새로운 경쟁업체들이 지난 5 년동안 시장에
진입했다.
[어휘]
competitor 경쟁업체
102. The hiring committee ------- believes that Richard Nox
and Cindy Cooper are equally capable of leading the sales
team.
(A) strongly
(B) strengthen
(C) strength
(D) strong
[정답] A
[해석] 고용 위원회는 Richard Nox 와 Cindy Cooper 둘
다 동등하게 영업팀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휘]
hiring 고용
equally 동등하게, 동일하게
be capable of ~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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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I would like to ------- you of the presentation explaining
the design for the new city museum.
(A) announce
(B) speak
(C) notice
(D) remind
[정답] D
[해석] 새로운 시립 박물관의 디자인을 설명하는 발표에
관하여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휘]
would like to V ~하고자 하다
remind 상기시키다
explain 설명하다
104. After reviewing her resume, the manager was very
impressed with Ms. Clark’s ------- credentials.
(A) aware
(B) exceptional
(C) unclear
(D) apprehensive
[정답] B
[해석] 그녀의 이력서를 검토한 후에 경영자는 Clark 의
뛰어난 자격증들에 매우 감명 받았다.
[어휘]
resume 이력서
impressed 감명 받은
exceptional 뛰어난
credential 자격증,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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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If you have any questions ------- completing your
vacation request form,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A) regarding
(B) without
(C) beneath
(D) next to
[정답] A
[해석] 휴가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질문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주세요.
[어휘]
regarding ~에 관하여
request form 신청서
hesitate 주저하다
106. It is impossible for more than 200 members ------- the
workshop because of the limited seating capacity.
(A) attend
(B) attending
(C) attended
(D) to attend
[정답] D
[해석] 좌석 제한 때문에 200 명 이상의 회원들이
워크샵에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휘]
impossible 불가능한
attend 참석하다
limited 제한된
seating 좌석
capacity 수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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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There have been a lot of orders for the new product,
so we cannot ------- the orders for the time being.
(A) destruct
(B) fill
(C) delay
(D) comply
[정답] B
[해석] 신제품의 많은 주문이 있어서 당분간 주문을
처리할 수 없다.
[어휘]
fill the order 주문을 처리하다
for the time being 당분간
108. Best Moving Company is ------- new employees who
have prior experience in the related field.
(A) seeking
(B) delivering
(C) achieving
(D) looking
[정답] A
[해석] Best Moving Company 는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신입사원들을 찾고 있다.
[어휘]
seek 구하다, 찾다
related 관련된
field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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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Before installing the antivirus software program,
please read the instructions -------.
(A) previously
(B) vividly
(C) thoroughly
(D) highly
[정답] C
[해석] 바이러스 퇴치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설명서를 철저하게 읽으세요.
[어휘]
install 설치하다
antivirus 바이러스 퇴치용의
instruction 설명서
thoroughly 철저하게
110. To inquire ------- room availability, please visit our
online reservation site at any time.
(A) through
(B) apart from
(C) about
(D) within
[정답] C
[해석] 방 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 방문해 주세요.
[어휘]
inquire 문의하다
at any time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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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While the food is excellent, the service and ------- of
the new restaurant are not satisfactory.
(A) ambience
(B) duration
(C) development
(D) speculation
[정답] A
[해석] 음식은 좋았지만 서비스와 분위기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어휘]
while 반면에
excellent 우수한
ambience 분위기
satisfactory 만족스러운
112. Because of the regularly scheduled maintenance,
Internet service ------- temporarily unavailable for the next
three hours.
(A) will
(B) has been
(C) going to be
(D) will be
[정답] D
[해석] 정기 점검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3 시간 동안 이용 불가능할 것입니다.
[어휘]
maintenance 관리, 유지, 보수
temporarily 일시적으로
unavailable 이용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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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To be eligible for reimbursement, it is necessary to
------- all receipts in order to verify travel expenses.
(A) assert
(B) discard
(C) retain
(D) exaggerate
[정답] C
[해석] 상환 자격이 되려면 출장비를 증명하기 위하여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어휘]
eligible 자격이 되는
reimbursement 상환
necessary 필수적인
retain 보유하다, 간직하다
receipt 영수증
verify 증명하다
travel expenses 출장비
114. Jenny Kim sent her resume to the personnel
department ------- a letter of reference.
(A) along with
(B) within
(C) among
(D) by
[정답] A
[해석] Jenny Kim 은 그녀의 추천서와 함께 이력서를
인사부에 보냈다.
[어휘]
resume 이력서
along with ~와 함께
a letter of reference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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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The non-profit organization was ------- by Dr. Hirosh in
2007 to enhance the wellbeing of citizens.
(A) found
(B) founding
(C) find
(D) founded
[정답] D
[해석] 그 비영리단체는 2007 년에 Hirosh 박사에 의해서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어휘]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단체
found 설립하다
enhance 향상시키다
wellbeing 복지
citizen 시민
116. Fierce competition and economic downturn have
made it ------- than ever for graduates to get a job.
(A) hardly
(B) hard
(C) harden
(D) harder
[정답] D
[해석] 심한 경쟁과 경제 침체로 그 어느 때 보다
졸업생들이 취업하기가 어렵다. .
[어휘]
fierce 심한
competition 경쟁
downturn 침체
hard 어려운
graduate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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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Internet access is ------- free to all guests staying at
the hotel for more than two days.
(A) distantly
(B) absolutely
(C) unbearably
(D) formerly
[정답] B
[해석] 이틀 이상 호텔에 머무르는 투숙객들은 인터넷
이용이 완전 무료이다.
[어휘]
access 접근
absolutely 절대적으로
free 무료의
118. In an effort to reduce repetitive tasks and increase
productivity, the company recently ------- its assembly line.
(A) will automate
(B) automating
(C) automate
(D) automated
[정답] D
[해석] 반복되는 업무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회사는 최근에 조립 라인을 자동화했다.
[어휘]
in an effort to V ~하고자 노력하여
reduce 줄이다
repetitive 반복적인
task 업무
productivity 생산성
recently 최근에
automate 자동화하다
assembly line 조립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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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is conducted by
GNC Group on a regular basis.
(A) Anonymous
(B) Unattended
(C) Invalid
(D) Nutritious
[정답] A
[해석] 익명의 고객 만족 설문조사가 GNC Group 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어휘]
anonymous 익명의
conduct 실시하다
on a regular basis 정기적으로
120. About 200 highly qualified job seekers have applied
for the position, but ------- were interviewed.
(A) many
(B) much
(C) few
(D) little
[정답] C
[해석] 거의 200 명의 자격이 뛰어난 구직자들이 그
일자리에 지원했지만 소수만이 면접을 보았다.
[어휘]
highly qualified 자격이 뛰어난
job seeker 구직자
apply for 지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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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As part of an ongoing effort to increase employee
morale, Seven Twelve Co. has ------- a new vacation policy
for its workers.
(A) narrowed
(B) implemented
(C) refrained
(D) purchased
[정답] B
[해석] 직원 사기를 높이기 위한 진행중인 노력의
일환으로 Seven Twelve Co.는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휴가 정책을 실시했다.
[어휘]
as part of ~의 일환으로
ongoing 진행중인
morale 사기
implement 실시하다
policy 정책
122. New employees should ------- themselves with the
new regulations through the orientation.
(A) familiarize
(B) convert
(C) withdraw
(D) replace
[정답] A
[해석] 신입사원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새로운
규정들에 친숙하게 해야 한다.
[어휘]
familiarize 친숙하게 하다
regulation 규정
through ~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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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you provide us with the original receipt as proof
of purchase, we will gladly exchange the product you
bought.
(A) If
(B) Although
(C) Unless
(D) As long
[정답] A
[해석] 구매의 증거로서 원본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우리는 기쁘게 당신이 구매하신 제품을 교환해드릴
것입니다.
[어휘]
provide 제공하다
receipt 영수증
proof 증거
purchase 구매
gladly 기쁘게
exchange 교환하다
124. The awards ceremony on November 3 at 11 a.m. will
------- with the opening remarks by the new president.
(A) elect
(B) modify
(C) reject
(D) commence
[정답] D
[해석] 시상식은 11 월 3 일 오전 11 시에 신임 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될 것이다.
[어휘]
awards ceremony 시상식
commence 시작하다
opening remark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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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The outdoor concert consists ------- a solo
performance by Rachel Rhee as well as performances by
several famous rock bands.
(A) at
(B) through
(C) from
(D) of
[정답] D
[해석] 그 야외 콘서트는 여러 유명한 락밴드의 공연뿐만
아니라 Rachel Rhee 의 솔로 공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휘]
consist of ~로 구성되다
as well as ~뿐만 아니라
126. In addition, we will also be offering -------such as
coffee, green tea, and donuts for free.
(A) stipulation
(B) excursions
(C) components
(D) refreshments
[정답] D
[해석] 게다가 우리는 커피, 녹차, 도너츠 같은 다과를
제공할 것이다.
[어휘]
in addition 게다가
refreshments 다과
such as ~와 같은
for free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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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In response to your inquiry, the guided tours ------- in
length from a few hours to one or more days.
(A) is varying
(B) vary
(C) to vary
(D) varies
[정답] B
[해석] 당신의 질문에 답변 드리자면 안내원이 딸린
여행의 경우 몇 시간에서 하루나 몇 일의 기간으로
다양합니다.
[어휘]
in response to ~에 반응하여
inquiry 질문
guided tour 안내원이 딸린 관광
vary 다양하다
length 길이
128. The first day of your work will be January 15, and
salaries will be determined based on your ------- work
experience.
(A) durable
(B) tranquil
(C) prior
(D) neutral
[정답] C
[해석] 첫 출근은 1 월 15 일이고 급여는 당신의 이전
경력에 근거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어휘]
determine 결정하다
based on ~을 근거로 하여
prior 이전의
work experience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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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mployees who are habitually late for work will have
their salary-------.
(A) reduce
(B) reduced
(C) reduces
(D) reducing
[정답] B
[해석] 습관적으로 늦는 직원들은 급여가 삭감될 것이다.
[어휘]
habitually 습관적으로
salary 급여
130. Compared to last quarter, the net income of the
company increased by 30 % due to the ------- of orders.
(A) obligation
(B) emission
(C) influx
(D) inconsistency
[정답] C
[해석] 지난 분기와 비교하여 주문 쇄도 때문에 회사의
순수익이 30% 정도 증가했다.
[어휘]
compared to ~와 비교하여
quarter 분기
net income 순수익
due to ~때문에
influx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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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EST 15
101. Please ------- the survey form and register for the
upcoming workshop.
(A) completion
(B) completely
(C) completing
(D) complete
[정답] D
[해석] 설문지를 작성하여 다가오는 워크샵에 등록하세요.
[어휘]
complete 작성하다
register for 등록하다
upcoming 다가오는
workshop 워크샵
102. Those who are interested in attending the conference
should register at the event venue at least one hour ------it begins.
(A) prior to
(B) since
(C) before
(D) although
[정답] C
[해석]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시작하기 전 최소한 한 시간 전에 행사 장소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어휘]
be interested in ~에 관심이 있다
venue 행사 장소
at least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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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There ------- no other library in the country dedicated
to providing local residents with educational information.
(A) is
(B) to be
(C) have been
(D) are
[정답] A
[해석] 지역 주인들에게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전념하는 다른 도서관이 없다..
[어휘]
dedicated to ~에 전념하는
104. Please note that Sonya Tech is not responsible for
any damage caused by improper care and -------.
(A) misuse
(B) performance
(C) pursuit
(D) satisfaction
[정답] A
[해석] Sonya Tech 는 부적절한 사용과 남용에 의한
피해는 책임이 없음을 명심하세요.
[어휘]
note 주목하다
be responsible for ~에 책임이 있다
improper 부적절한
misuse 오용,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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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All store clerks are working directly under the ------- of
the regional manager.
(A) director
(B) direction
(C) direct
(D) directing
[정답] B
[해석] 모든 점원들은 지역 관리자의 직접 지도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어휘]
clerk 점원
under the direction of ~의 지도, 지휘 아래에
regional 지역의
106. Renovations to the museum are expected to be
completed by February 21, and will include a new -------.
(A) wing
(B) negotiation
(C) tools
(D) treatment
[정답] A
[해석] 박물관 공사는 2 월 21 일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새로운 부속 건물을 포함할 것이다.
[어휘]
renovation 공사
be expected to V ~하는 것이 예정되다
wing 별관, 부속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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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If you are interested in giving a demonstration of your
new product, please submit a proposal including a ------outline.
(A) polite
(B) prohibited
(C) brief
(D) renowned
[정답] C
[해석] 당신의 신상품 시연에 관심이 있으시면 간략한
개요를 포함하여 제안서를 제출해 주세요.
[어휘]
be interested in ~에 관심이 있다
give a demonstration 시연하다
proposal 제안서
brief outline 간략한 개요
108. According to a top food -------, Kenzi French
restaurant in Seattle does not offer vegetarian dishes.
(A) criticism
(B) critical
(C) criticize
(D) critic
[정답] D
[해석] 최고의 음식 비평가에 따르면 시애틀에 있는
Kenzi French restaurant 은 채식주의자를 위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어휘]
according to ~에 따르면
critic 비평가
vegetarian 채식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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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If you have any ------- questions or concerns
regarding our service,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A) whole
(B) further
(C) insecure
(D) addition
[정답] B
[해석]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질문이나 관심사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연락해주세요.
[어휘]
further 추가적인
concern 걱정, 관심
feel free to V 자유롭게 ~하다
110. Despite a few negative -------, most customers
surveyed indicated that they will continue to use MX-2000
accounting software program.
(A) responses
(B) response
(C) responding
(D) responds
[정답] A
[해석] 약간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설문
조사했던 대부분의 고객들은 MX-2000 회계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휘]
despite ~에도 불구하고
negative 부정적인
response 반응
indicate 나타내다
accounting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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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The hiring committee will give a direct answer ------the resignation of the financial director by the end of this
month.
(A) concerning
(B) concern
(C) concerned
(D) concerns
[정답] A
[해석] 고용 위원회는 이번 달 말까지 재정 이사의
사임에 관하여 직접적인 답변을 할 것이다.
[어휘]
hiring 고용
direct 직접적인
concerning ~에 관한
resignation 사임
financial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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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If you purchase air tickets six months in advance
before your -------, you can save up to 60 % on all
international air fares.
(A) requirement
(B) visitor
(C) departure
(D) protection
[정답] C
[해석] 출발 6 개월 전에 미리 항공권을 구입하면 모든
국제선 항공권을 최대 60%까지 절약할 수 있다.
[어휘]
purchase 구매
air ticket 항공권
in advance 미리
departure 출발
up to ~까지
air fare 항공 요금
113. The sales report ------- submitted to Mr. Stone in
purchasing department to be handled.
(A) need to
(B) needs
(C) needs to be
(D) needing
[정답] C
[해석] 판매 보고서는 처리되어지기 위하여 구매부의
Stone 에게 보내져야 한다.
[어휘]
sales report 판매 보고서
purchasing department 구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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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The management has decided to enforce existing
safety regulations in response to a recent ------- in the lab.
(A) assembly
(B) selection
(C) accident
(D) accommodation
[정답] C
[해석] 경영진은 최근의 실험실에서의 사고에 반응하여
기존의 안정 규정들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어휘]
management 경영진
enforce 강화하다
existing 기존의
safety regulations 안전 규정
in response to ~에 반응하여
accident 사고
115. Amsterdam is a city ------- has a number of windmills,
and it has a reputation as one of the most environmentallyfriendly cities in Europe.
(A) where
(B) what
(C) whether
(D) that
[정답] D
[해석] Amsterdam 은 수많은 풍차들이 있는 도시로서
유럽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의 명성을 가지고 있다.
[어휘]
windmill 풍차
reputation 평판, 명성
environmentally-friendly 친환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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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Hana & Dona Co. plans to launch an innovative
advertising campaign to promote ------- new product.
(A) us
(B) its
(C) them
(D) it
[정답] B
[해석] Hana & Dona Co.는 신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광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어휘]
launch 시작하다
innovative 혁신적인
promote 홍보하다
117. Although most staff objected ------- to the plan, the
management decided to implement the new policy.
(A) strenuously
(B) strenuous
(C) most strenuous
(D) strenuousness
[정답] A
[해석]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 계획에 심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어휘]
object strenuously 심하게 반대하다
management 경영진
implement 실시하다
policy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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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Audiences are reminded that having any food
excluding beverages in the theater is not permitted
because it can ------- others.
(A) proceed
(B) analyze
(C) maintain
(D) disturb
[정답] D
[해석] 관객들은 음료수를 제외하고 극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휘]
excluding ~을 제외하고
beverage 음료수
disturb 방해하다
others 다른 사람들
119. Anyone ------- to participate in the upcoming seminar
should submit a request form to the manager before June
14.
(A) who wants
(B) wants
(C) whoever
(D) wanted
[정답] A
[해석] 다가오는 세미나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6 월 14 일 이전에 관리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어휘]
participate in ~에 참가하다
upcoming 다가오는
request form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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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The revised contract should be signed by ------- the
potential customer and supplier.
(A) either
(B) neither
(C) both
(D) not only
[정답] C
[해석] 수정된 계약서는 가망 고객과 공급업자 둘 다에
의해 서명되어져야 한다.
[어휘]
revised 수정된
potential customer 가망 고객
supplier 공급업자
121.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Ms. Easton will
------- the title of the new manager of sales department.
(A) respond
(B) utilize
(C) assume
(D) invest
[정답] C
[해석] Easton 이 신임 영업부장을 맡게 됨을 발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어휘]
be pleased to V ~하게 되어 기쁘다
assume (일, 직책) 떠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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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The Alps Ski Resort has a very ------- slope which is
recommended only for highly trained skiers.
(A) steep
(B) mandatory
(C) intangible
(D) intelligent
[정답] A
[해석] The Alps Ski Resort 는 오직 잘 훈련된 사람에게만
추천되는 매우 가파른 경사지를 가지고 있다.
[어휘]
steep 가파른
slope 경사지
123. Please be reminded that multiple ------- from one
person are not allowed.
(A) submits
(B) submissions
(C) submission
(D) submitting
[정답] B
[해석]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제출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음을 명심하세요.
[어휘]
be reminded that ~라는 것을 명심하다
multiple 다수의
submission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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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There was a brief question-and-answer session ------after Mr. Hahn’s touching speech on the successful global
business.
(A) and
(B) therefore
(C) right
(D) immediate
[정답] C
[해석] Hahn 의 성공적인 국제 비즈니스에 관한 감동적인
연설 후에 간단한 질의응답 순서가 있었다.
[어휘]
brief 간단한
question-and-answer session 질의응답
touching 감동적인
speech 연설
125. Now you can ------- whether you would like to pick up
the item by yourself or have it delivered to your office.
(A) choose
(B) purchase
(C) retrieve
(D) assort
[정답] A
[해석] 이제 당신이 직접 물건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사무실로 배달을 시킬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어휘]
choose 선택하다
by yourself 당신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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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As requested, I have attached a ------- map that
shows the direct route to the venue.
(A) perishable
(B) optimistic
(C) various
(D) rough
[정답] D
[해석] 요청하신 대로 행사 장소로 가는 직선로의 약도를
첨부했습니다.
[어휘]
as ~대로
attach 첨부하다
rough map 약도
direct route 직선로
venue 행사 장소
127. Mr. Henry was the ------- speaker at the annual
hospitality industry conference last year.
(A) reliant
(B) approximate
(C) affordable
(D) principal
[정답] D
[해석] Henry 는 작년 연례 업계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자였다.
[어휘]
principal speaker = keynote speaker 기조 연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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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Please note that any service charges including
shipping charges are not refundable ------- any
circumstances.
(A) along
(B) under
(C) regarding
(D) into
[정답] B
[해석] 배송비를 포함 서비스 청구요금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환불 불가능함을 주목하세요.
[어휘]
shipping charges 배송비
refundable 환불 가능한
under any circumstances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29. Since Jenny Johnson is completely dedicated to her
work, she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 employees.
(A) promise
(B) promises
(C) promiser
(D) promising
[정답] D
[해석] Jenny Johnson 은 전적으로 그녀의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그녀는 가장 유망한 직원으로 여겨진다.
[어휘]
be dedicated to ~에 전념하다, 헌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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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Peace Inc. is looking at the ------- of constructing a
new warehouse near the existing factory.
(A) attire
(B) hike
(C) evacuation
(D) feasibility
[정답] D
[해석] Peace Inc.는 기존의 공장 근처에 새로운 창고를
건설하는 것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어휘]
feasibility 타당성, 실행가능성
warehouse 창고
existing 기존의
factory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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