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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는?[별보1

카]

● She was accused of false ________.

● The palace is a(n) ________ to the prosperity of 

the kingdom.

① dimension ② hypothesis ③ impulse

④ testimony ⑤ temperament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는? [별보2

카]

● The beans are steamed and ________ in water.

●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gradually ________ into 

his head.

① betrayed ② soaked ③ plagued

④ resided ⑤ diagnosed

 다음 주어진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3

단어는? [별보카]

We seem to be ________ from the main issue of the 

debate.

우리가 토론의 주된 쟁점을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① swelling ② resorting ③ loafing

④ straying ⑤ rioting 

 밑줄 친 부분 중, 낱말의 쓰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4

은? [별보카]

① Passengers were asked to identify their own 

suitcases.

   승객들은 자신의 가방을 확인하도록 요구받았다.

② The Pope is committed to world peace.

   교황은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적이다.

③ She made no attempt to prevail her surprise.

   그녀는 놀라움을 전혀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④ People may sometimes feel alienated from 

others.

   사람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느

낄지도 모른다.

⑤ We had to navigate a complex system of the 

organization.

   우리는 조직의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어야 했다.

 다음 중 문맥상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별보카]5

(A) Dad will be really angry if you [defy / loom] him 

again.

(B) Her confidence had now completely 

[evaporated / imposed].

(C) These tendencies can [applaud / inflame] the 

anger of the hurt person.

① loom / imposed / applaud

② loom / evaporated / inflame

③ defy / imposed / applaud

④ loom / evaporated / applaud

⑤ defy / evaporated / inf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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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별보카]

<보기>

execute / engage / fluctuate / advocate / radiate / 

legitimate / dictate / devastate / bias / insulate / 

screw / dilute  / release / perspective / sophisticate

(1)

● The group does not ________ the use of violence.

   그 집단은 폭력 사용을 ________.

● The ________ of the case resigned.

   그 소송의 ________가 사임했다.

(2)

● She is a smart and ________(e)d woman.

   그녀는 똑똑하고 ________된 여자이다.

● A few hundred people cannot sustain a 

________(e)d technology.

   수백 명의 사람들이 ________한 기술을 유지할 수는 없

다.

(3)

● The bomb ________(e)d much of the old part of 

the city.

   그 폭탄은 그 도시의 구시가지 대부분을 ________.

● She has been ________(e)d since the loss of her 

husband.

   그녀는 남편을 잃은 후 ________에 빠져 있었다.

 [서술형 4] 다음 주어진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 공통으로 7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별보카]

(1)

● The p________ offers a view of the whole city.

   그 고원은 도시 전체에 대한 전망을 제공한다.

● My diet has reached a p________.

   내 다이어트가 정체 상태에 도달했다.

(2)

● After a l________ of six months, we came across 

on the street.

   6개월의 시간이 경과한 후 우리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

났다.

● His concentration l________(e)d after a few 

minutes.

   그의 집중력은 몇 분 후 차츰 약해졌다.

(3)

● Among a group of monkeys, there is a social 

h________.

   원숭이 집단 사이에는 사회적 계층이 있다.

● Maslow first introduced the concept of a 

h________ of need.

   매슬로는 욕구의 위계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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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1

 ② 2

 ④ 3

 ③ 4

 ② 5

 (1) advocate / (2) sophisticate / (3) devastate6

 (1) plateau / (2) 모름 / (3) hierarchy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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