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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꾸준한 노력이 타고난 재능을 이긴다!

【잠깐! 아래 3가지만은 꼭 지켜주세요!】

1. 자료 다운받을 때, 간단하게 댓글 달기

è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2. 과제가 끝나면 페이지별 인증샷 밴드에 댓글로 첨부하기

è 코칭 때 유용하게 활용되며, 여러분의 과제 수행 정도를 확인합니다.

3. 질문은 해당 글에 인증샷과 함께 댓글로 달기

è 모르는 것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 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배움의 시작입니다.

1

(A) (B) (C) (D)

11 (A) (B) (C)

12 (A) (B) (C)

13 (A) (B) (C)

1 (A) He is wearing a short-sleeved shirt.

(B) He is using a tool.

(C) He is writing on a board.

(D) He is lifting some wood.

(B)

11 How many seats did you reserve? (B)

(A) Please, have a seat.

(B) Ten all together.

(C) The annual banquet.

12 What time will the first presentation begin? (B)

(A) In the auditorium.

(B) Right after lunch.

(C) It will last one hour.

13 Do you want a can of soda? (C)

(A) I think I can.

(B) He went home already.

(C) Yes, that would be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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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꾸준한 노력이 타고난 재능을 이긴다!

41. Who most likely is the man?

(A) A bus driver

(B) A flight attendant

(C) A tour guide

(D) A ticket agent

42. What is the problem?

(A) The bus terminal is closed.

(B) The woman doesn’t have any money.

(C) The seats are not available.

(D) The woman has lost her tickets.

43. What does the man suggest the woman do?

(A) Return to the hotel

(B) Purchase a ticket

(C) Go to a different location

(D) Come back the next day

W: Hello. How much are tickets for the express train to Beijing?

M: Sorry, but there are no more seats available for the train. 

And this is the last one bound for Beijing today.

W: I probably should have come earlier. Is there any other way I 

can still get there?

M: Why don’t you try the bus terminal? It’s only a block away, 

and the buses will still be running for another two hours.

(D) (C) (C)

71. When is the report being broadcast?

(A) In the afternoon

(B) In the evening

(C) Late at night

(D) Early in the morning

72. What is causing traffic delays?

(A) Road construction

(B) An overturned truck

(C) A collapsed bridge

(D) A street parade

73. What will happen on Thursday?

(A) An event will take place.

(B) A building will be destroyed.

(C) A tunnel will be closed.

(D) A bridge will be repaired.

Good afternoon, everyone. This is Dale Garner with your city 

traffic report. A semi-truck has overturned on Highway and this 

is blocking all but one lane of traffic. Road crews and police are 

doing their best to clear the accident, but right now afternoon

traffic is backed up for miles. Luckily, no other cars were 

involved in the accident.

Also, please remember that Thursday night the Elgar Bridge will 

be undergoing repairs from 11:00 p.m. until 4:30 a.m. Friday 

morning, so if you are driving that night, be sure to find 

alternate routes.

(A)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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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꾸준한 노력이 타고난 재능을 이긴다!

1 To the chairman’s dismay, ------- customer feedback indicated a high level of 

dissatisfaction with the company’s services.

(A) a

(B) the

(C) when

(D) if

|해석| 사장이 실망스럽게도,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으로부터의 반응은 불만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해설| ‘반응, 의견’이라는 뜻의 feedback은 불가산명사에 속하므로 앞에 부정관사 a나 an이 올 수 없다. 또한 보기

(C), (D)는 절이 두 개일 때 필요한 접속사들이므로, 위 문장과는 관계가 없다. 참고로, 절이 두 개일 때 접속사는 하

나만 필요하다. cf. 접속사 개수 = 문장 내 동사 개수 - 1

|어휘| chairman 사장 to one’s dismay ~에게 실망스럽게도 cf. dismay 낙담, 실망 customer feedback 

소비자로부터의 반응[의견] indicate 가리키다, 나타내다 dissatisfaction 불만, 불

평

2 Tetrosyl Ltd. is ------- manufacturer of car accessories in Europe, and aims to 

capitalize on its success by expanding into Canada.

(A) a larger

(B) the largest

(C) larger

(D) a largest

|해석| 테스트로자일 사(社)는 유럽에서 가장 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며, 캐나다로 진출하여 이 성공을 이용하고자

한다.

|해설| 빈칸은 명사 manufacture를 꾸며줄 형용사 자리다. 비교대상이 나와 있지 않으므 비교급을 쓸 수 없다. in 

Europe이라고 범위를 한정하였으므로 ‘유럽에서 가장 ~한’이라는 뜻의 최상급이 어울린다.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서

는 them를 쓰므로 (D)가 맞는 형태다.

|어휘| manufacturer 제조업자[회사] car accessories 자동차 부속품[액세서리] aim to do ~할 작정이다, 

~하려고 애쓰다 capitalize on ~을 이용하다 expand 넓히다, 확장하다

3 Due to the recent delays, some of ------- are growing frustrated with the project’s slow 

progress.

(A) investor

(B) investors

(C) the investors

(D) investment

|해석| 최근의 지연 사태로, 몇몇 투자자들은 프로젝트가 더디게 진척되는 것에 점점 불만을 느끼고 있다.

|해설| some of the[소유격] 복수명사/불가산명사에서 some은 특정 집단에서 ‘일부’를 가리키기 때문에 of 뒤에는

항상 정관사 the나 소유격을 쓰고 명사를 써야 한다. 따라서 (C) the investors가 정답이다.

|어휘| delay 연기, 지연 grow (형용사・부사・명사를 보어로 하여) (차차) ~하게 되다 be frustrated with 

~을 불만스러워하다, ~ 때문에 좌절하다 rate 속도, 비율 progress 진행, 진척(상황)

4 To get to the conference center from the hotel, take the South River Expressway ------

- Haversham Junction, turn left, and continue for 2 kilometers.

(A) within

(B) since

(C) during

(D) to

|해석| 호텔에서 회의장으로 가려면, 사우스 리버 고속도로를 탄 후 하버샴 교차로까지 간 후, 좌회전해서 2킬로미터

더 가십시오.

|해설| Haversham Junction은 고속도로(expressway)를 타고 향하는 곳이므로, 빈칸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

치사 to가 들어가야 한다.

|어휘| get to ~에 도착하다 take the expressway 고속도로를 타다 junction 교차로, 환승역

5 ------- the new education policy,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will receive 

government funding.

(A) Aside

(B) Behind

(C) Against

(D) Under

|해석| 새로운 교육 방침에 의거해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은 정부 자금을 지원받게 될 것이다.

|해설| ‘저소득층 학생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new education policy(새 교육 정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다. 보기들 중 이러한 통제나 영향력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전치사는 ‘~의 영향아래, ~에 의거하여’라는 뜻을 가진

Under다.

|어휘| policy 정책 low-income 저소득의, 수입이 얼마 안 되는 government funding 정부의 (지원)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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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꾸준한 노력이 타고난 재능을 이긴다!

지난 시간 기출표현 (40) TEST

0393. work on a report 

>

0400. a radio host 

>

0399. wrap up a show 

>

0391. the shipping industry 

>

0391. buy fresh produce 

>

0396. seek official approval 

>

0397. in one’s place 

>

0397. avoid the spread of infections 

>

0399. at a reasonable price 

>

0394. work out to get in shape 

>

오늘의 LC 기출표현 (41)

0401. adjust a machine 기계를 조정하다

0402. type on a laptop 노트북에 타자를 하다

0403. fresh produce 신선한 농산물

0404. at the earliest 빨라도 (언제)

0405. an end-of-year celebration 송년회

0406. attend a seminar 세미나에 참석하다

0407. a pioneering experiment 선구적인 실험

0408. a company recruit 신입 사원

0409. take a break 잠깐 쉬다

0410. a limited time 한정된 기간

오늘의 RC 기출표현 (41)

0401. reside in a quiet suburb 조용한 교외에 살다

0402. solve a significant problem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다

0403. assess overhead expenses 경상비를 평가하다

0404. get medical checkups periodically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다

0405. get out of hand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0406. build vital infrastructure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짓다

0407. connect the town to other cities 마을을 다른 도시와 연결하다

0408. the world-renowned architect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0409. extensive landscaping 광범위한 조경사업

0410. only apply to club members 클럽회원들에게만 적용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