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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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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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A) (B) (C)

18 (A) (B) (C)

19 (A) (B) (C)

3 (A) A play is being performed on stage.

(B) A musician is bowing to the audience.

(C) The performers are all standing.

(D) Musicians are playing different instruments.

(D)

17 What are you looking at right now? (A)

(A) The company newsletter.

(B) Not until this weekend.

(C) He prefers the one on the left.

18 When’s your vacation? (B)

(A) I went to the Bahamas.

(B) It was several weeks ago.

(C) She booked my flight.

19 How did you like the food at that restaurant? (C)

(A) It should be ready soon.

(B) During lunch time.

(C) It was terr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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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꾸준한 노력이 타고난 재능을 이긴다!

47. Where most likely do the speakers work?

(A) At a theater

(B) At a supermarket

(C) At a magazine

(D) At a hotel

48. What are the speakers discussing?

(A) A meeting with a writer

(B) A magazine review

(C) A discount on hotel rooms

(D) A local film festival

49. What does the man expect will happen next month?

(A) They will have a lot of customers.

(B) The nightly rate will increase.

(C) The building will be expanded.

(D) More employees will be hired.

W: Have you seen the new issue of Coastal Traveler? There’s a 

featured article on hotels in the Miami area, and ours was 

mentioned.

M: Wow, that’s wonderful. What exactly did the article say?

W: Well, the writer said that our rooms offer a fantastic view of 

the ocean, our rates are reasonable, and our staff is friendly. 

There are lots of copies in the lobby right now, if you want one.

M: Sure, I will pick up a copy later. I guess this means we will be 

getting much busier next month, especially with the start of 

tourist season.

(D) (B) (A)

77.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announcement?

(A) To inform ticket-holders about security procedures

(B) To request compliance with safety guidelines

(C) To encourage people to make flight reservations in advance

(D) To notify passengers about schedule changes

78. Which gate will the plane be leaving from?

(A) Gate T4

(B) Gate C6

(C) Gate A4

(D) Gate B6

79. What are the listeners told to do?

(A) Remove any metal objects from their pockets

(B) Show up at the gate earlier

(C) Have their passports ready for inspection

(D) Take any liquids out of their carry-on luggage

Attention, passengers on Valley Airlines Flight HV456. Because 

of a late-arriving plane, Flight HV456 will be departing half an 

hour late, at 2:45 p.m. Also, because of some congestion on the 

runways, the plane will now be departing from Gate B6 instead 

of Gate A4. Passengers are asked to arrive at the gate at least 

minutes before the boarding time and present their boarding 

passes upon entering. If you have any questions, they can be 

answered at the nearest information desk.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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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한 노력이 타고난 재능을 이긴다!

1 Skyweb Systems is developing a robot which responds to voice commands, and that can -

------ perform simple household tasks.

(A) ever

(B) either

(C) even

(D) quite

|해석| 스카이웹 시스템은 음성 명령에 반응하고, 심지어 간단한 집안일도 해낼 수 있는 로봇을 개발 중이다.

|해설| and 이하는 which responds to voice commands와 마찬가지로 a robot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

사절이다. 음성 명령에 반응한다는 내용과 and로 이어져 계속 긍정의 의미를 제시해야 하므로 ‘심지어, ~조차’라는 의

미로 집안일도 해낼 수 있다는 능력을 강조하는 부사가 와야 한다. 따라서 (C) even이 정답이다.

|어휘| develop 개발하다 respond to + N ~에 반응[응답]하다 voice command 음성 명령 perform 수행

하다 household task(s) 집안일

2 Due to the poor reviews of our last three products, our research department expects 

profits ------- reduced by 50% by this time next year.

(A) have

(B) have been

(C) will have been

(D) will have to be

|해석| 마지막 세 개의 제품에 대한 혹평 때문에 우리 연구부서에서는 내년 이맘때까지 이윤이 50% 줄어들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해설| by this time next year(내년 이맘때까지)라는 미래의 완료 시점이 나와 있으므로 현재나 과거에 시작된

일이 미래의 특정 시점에 완료되거나 그때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미래완료 시제(will have p.p.)가 적절하

다.

|어휘| due to ~ 때문에 poor 형편없는 review 비평 profit 이윤, 이득 reduce 줄이다

3 Quardtech’s new fast-charging batteries are able to fully recharge in only five minutes, 

while other batteries must be left in the charger for a ------- half-hour.

(A) well 

(B) good

(C) better 

(D) fine

|해석| 다른 배터리들은 30분은 족히 걸리는 반면, 콰드테크의 새 고속충전 배터리는 5분만에 충전을 완료할 수 있다.

|해설| 빈칸에는 half hour(30분)을 수식할 수 있는 단어가 필요하다. (B) good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좋은’이

라는 뜻 외에도, 형용사 앞에 부사적으로 쓰여 ‘꽤, 상당히, 제법’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용법이 있다. a good half-

hour(족히 30분)를 숙어처럼 알아두자

4 Even though Denham Industries has had a poor year, its newest product is one of the --

----- to have seen an increase in sales since its release.

(A) any 

(B) few

(C) most 

(D) little

|해석| 덴험 인더스트리 사는 실적이 좋지 않은 한 해를 보냈지만, 최근 제품은 출시 이후 판매가 증가한 몇 안 되는

제품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해설| ‘(판매가 증가한) 소수의 제품 중 하나’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빈칸에는 ’몇 개, 소수’를 의미하는 대명사

few가 와야 한다.

|어휘| poor 형편없는 see an increase in sales 판매가 증가하다 release 출시

5 Techtime Broadband provides a digital video recorder to all digital cable customers, ---

---- subscribers to skip commercials and pause television shows.

(A) allows 

(B) allowing

(C) allow 

(D) will allow

|해석| 테크타임 브로드밴드 사(社)는 모든 디지털 케이블 방송 수신고객들에게 디지털 비디오 녹화기를 제공하는데, 

이 기기는 고객들이 상업 광고를 건너뛰고 TV 프로 화면을 정지시킬 수 있

도록 해 준다.

|해설| 빈칸 이하에 주어가 따로 없으므로 분사구문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분사형으로 된 것은 (B)다.

|어휘| provide 제공하다 customer 고객 subscriber 구독자, 시청자 skip 건너뛰다 commercial 상업 광

고 pause 정시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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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꾸준한 노력이 타고난 재능을 이긴다!

지난 시간 기출표현 (42) TEST

0414. exit the train quickly 

>

0411. oversee the assembly line 

>

0417. in approximately 20 minutes 

>

0419. reserve the right to monitor 

>

0413. gather your belongings 

>

0419. get changed 

>

0420. correspondence via email 

>

0415. a job candidate 

>

0415. owing to security concerns 

>

0411. a housing development 

>

오늘의 LC 기출표현 (43)

0421. diced tomatoes 네모나게 썬 토마토

0422. be in luck 운이 있다

0423. a retail customer 소매 고객

0424. a product supplier 제품 공급업자

0425. be out of stock 재고가 없다

0426. the thing is that 실은 ~하다

0427. host a barbeque 바비큐 파티를 열다

0428. in that case 그렇다면

0429. number one priority 최우선

0430. in transit 운송 중에

오늘의 RC 기출표현 (43)

0421. consume excessive gas 과도한 가스를 소비하다

0422. struggle for survival 생존을 위해 투쟁하다

0423. file for bankruptcy 파산을 신청하다

0424. consider relevant stakeholders 관련 주주들을 고려하다

0425. remain the same as before 이전과 똑같이 유지하다

0426. under consideration 고려 중인

0427. have impressive qualifications 인상적인 자격요건을 갖추다

0428. order office stationery 사무용품을 주문하다

0429. suffer a major setback 큰 문제를 겪다

0430. steadily increasing debts 꾸준히 증가하는 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