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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04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1

우리가 전에 상점에 가면 받곤 하던 서비스
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누군가 주유소에

What has happened to the service we used to get in
상

점

에

서

차를 몰고 가면, 점원이 자동적으로 자동차

business?

의 유리창들을 닦았고, 아래를 확인하기 위

우리가 전에 상점에 가면 받곤 하던 서비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해 보닛의 덮개를 올려주었다. 버스에서는,

be used to do:~하기위해 사용되다(사물주어

기사가 승객들을 위해 거리의 이름들을 큰 소

be(get) used(accustomed) to N: ~에 익숙하다(사람주어)

리로 불러 주곤 했다. 차량이 붐볐을 때조차

= be familiar with = be acquainted with = be conditioned to do

도, 우리는 우리의 여정 중 어디에 있는지 항
상 알고 있었다

점

원

When one drove into a gas station, / the attendant ①
automatically washed the windows of the car and /
올려주었다

덮개

자동차 보닛

아래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고 빈칸

pulled up the lid of the hood to check underneath.

은 채우시오.2

누군가 주유소에 차를 몰고 가면, / 점원이 자동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들

What has happened to the service we

을 닦았고, / 아래를 확인하기 위해 보닛의 덮개를 올려주었다

used to getting in business? When one
drove into a gas station, the attendant

calling (X)

On the bus, / the driver used to call out the names of

___________ washed the windows of
the car and pulled up the lid of the

the streets for his passengers.
버스에서는, / 기사가 승객들을 위해 거리의 이름들을 큰 소리로 불러 주
곤 했다

hood to check underneath. On the bus,
the driver used to calling out the
names of the streets for his
passengers. Even when the vehicle

Even when the vehicle was crowded, / we always knew
② where we were on our trip.

knew_______________________.

차량이 붐볐을 때조차도, / 우리는 우리의 여정 중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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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crowding, we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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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 꾸려 나가다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Today we have to fend for ourselves.

오늘날은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해나가야 한

오늘날은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해나가야 한다

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 소비자들이 스스로
서비스를 하는 데 익숙해져서 일어난 것 같

Perhaps this has developed / because we as consumers
be

다. 슈퍼마켓이 가장 좋은 사례이다. 이것은

(X)

have gotten used to ③ being self-servers

그 가게가 제공해야 한다고 느끼는 서비스의

아마도 이것은 일어난 것 같다. / 우리 소비자들이 스스로 서비스를 하는

감소를 초래했다. 아마도 우리는 너무 극단

데 익숙해져서

을 향해 간 것 같다. 오늘날 여러분이 가게에
서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분 을 시중들거나

The supermarket is the best example.

여러분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누군가를

슈퍼마켓이 가장 좋은 사례이다

찾아야 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 that

increase (X)

This led to a decrease / in the services ④ what the

아래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고 빈칸

business

business felt

it

had to give.

은 채우시오.1

이것은 감소를 초래했다./ 그 가 게가 제공해야 한다고 느끼는 서비스의

Today we have to_____________.

cause = lead to, bring about, result in, give rise to, generate,

Perhaps this has developed because

trigger, provoke, contribute to, prompt, incur, occasion, bring ~

we as consumers have gotten used to

to pass, bring on 초래하다

be___________. The supermarket is
the best example. This led to a

Perhaps we have come too far towards the extreme.

increase in the services what the

아마도 우리는 너무 극단을 향해 간 것 같다

business felt it had to give. Perhaps we
have_______________________. If

If you need help in a store nowadays, / ⑤ it is quite
possible / that you will have to search for someone to
시중들다

정

확

히

wait on you or to answer your question accurately.

you need help in a store nowadays, it
is quite impossible that you will have to
search for someone to wait on you or
to answer your question accurately

오늘날 여러분이 가게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 가능성이 아주 크다./ 여러
분을 시중들거나 여러분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누군가를 찾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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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d for ourselves / being / self-servers / decrease / that / come too far towards the extreme /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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