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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M. (Daily Master)

두 구문을 양보의 접속사 although로 연결하면,

1. Our managing director, ---------- youthful in appearance,
is very experienced and has served the company for over 30
years.
(A) regarding
(B) than
(C) which is
(D) although

Our managing director, although he/she is youthful in
appearance, is very experienced and has served the
company for over 30 years.

2.
[정답] (B) left

이 문장 구조에서,

1.

[해석] 회의 전에 / Mr. Tang은 두고 갔다 / 추가 발표 사본들을 /

<S1 + V1 ~~~ 접속사 S2 + V2 (be동사) 형용사/p.p/전치사 +

[정답] (D) although
[해석] 우리의 상무 이사는 / 비록 외모상으로 젊게 보일지라도/

명사>구조에서 <1) S1 = S2 / 2) V2 => be동사>라는 1)번과
2)번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면 S2와 V2(be동사)를 동시에

매우 경험 있고 / 일해왔다 / 회사에서/ 30년 이상 동안
[문제 핵심 Point] 빈 칸은 다음에 따라 나온 형용사 ‘youthful’과

생략할 수 있다.

구문에 사용되며, 앞 쪽으로 ‘-er’ 혹은 ‘more~’등의 표현이 와야
하기 때문에 역시 탈락된다. ‘which is’가 들어가면 관계대명사

필요도 없이 ‘which is’는 탈락된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
which는 선행사로 사물 명사가 오는데, 이 사물 명사에
해당하는

선행사가

관계절의

주어로

와서,

이

문장은,

Our

managing

director(S1)와

he/she(S2)가 같고, 뒤 따르는 동사 is가 be동사이기 때문에
<he/she is>를 동시에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것이다.

‘which is’도 탈락된다. ‘although’가 정답이 되는 이유는,

is very experienced and has served the company for over
30 years.

served the company for over 30 years.
2) He/She is youthful in appearance. => Our managing
director를 받아 주는 대명사를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He/She로 표현한다.

타동사이지만

내용상

어색하므로

탈락한다.

submit은

‘제출하다’는 뜻으로 <submit A to B (A를 B로 보내다)>의
형태로 쓰인다. 여기서는 extra copies를 목적어로 취할 수

어색한 내용이 되므로 탈락한다. 동사 leave는 어떤 장소에 ‘~을
두고 가다’는 뜻의 타동사 역할을 한다. 빈칸에 left가 들어가면
extra copies를 목적어로 취해 회의실에 추가 사본을 두고
갔다고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의미적으로도 although가 들어가는 경우 자연스럽기 때문에
정답은 ‘although’가 된다.
[추가 기출 Point 공략]

1) Our managing director is very experienced and has

copies라는 목적어가 나오므로 빈칸은 타동사 자리이다. wait는

있지만 회의 전에 회의실에 추가발표 사본들을 제출했다는
Our managing director, although youthful in appearance,

형용사

‘youthful(어린/젊은)’의 의미적 주어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문제 핵심 Point] 동사 어휘 문제이다. 빈칸 뒤에 extra

수 있다. accompany는 ‘~와 동반하다, ~와 함께 가다’는 뜻의
그래서,

which다음에 바로 동사 is로 연결되기 때문에 앞의 선행사가
관계절의 주어가 된다. 이 문제는 선행사가 무엇인지를 찾을

회의실에

자동사이며, wait for(~을 기다리다)의 형태일 때 목적어를 취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우선, ‘regarding’은 전치사로 명사
상당어구가 따라 나와야 하기 때문에 탈락된다. ‘than’은 비교

2. Before the meeting, Mr. Tang -------- extra copies of his
presentation in the board room.
(A) accompanied
(B) left
(C) submitted
(D) waited

1. very experienced = highly experienced => highly와
호응해서 많이 쓰이는 표현은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암기해야
한다. => highly regarded/valued/respected (매우 중요시
되어지는) / highly paid (많은 급여를 받는) / S comes highly
recommended (S가 매우 추천 받아 오다)
2. 현재완료 (has served) + for + 기간 (over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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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출 Point 공략]
1. before = previous to = earlier than = prior to (~전에)
2. leave for the day (퇴근하다) => leave동사 어휘 문제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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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V. (Power Vocabulary)

1. In order to thrive in this <highly / largely> competitive
system, students have to not only understand current labor
demands but also <deem / anticipate> tomorrow’s needs.
1.
[정답] highly / anticipate
[해석] 매우 경쟁이 심한 체계에서 잘 해내려면 / 학생들은
현재의 노동 수요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 미래의 수요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1) 부사 highly는 ‘매우, 많이’라는 뜻으로 주로 형용사 앞에서
very와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여기서도 형용사 competitive
앞에 highly가 들어가면 ‘매우 경쟁이 심한’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highly와 호응해서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 <highly
regarded/valued/respected (매우 중요시 되는)> 등이 있다.
2) 동사 anticipate는 명사를 바로 목적어로 취할 경우,
<anticipate + N (N를 기대/고대하다)>는 의미로 쓰인다.
빈칸에 anticipate이 들어가면 tomorrow’s needs를 목적어로
취해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다’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동사
deem은 <deem + O + 형용사보어(목적어를 목적보어라고
여기다/간주하다>의 5형식 구조로 쓰인다.

III

D.M. Plus

Questions 15-17 refer to the following advertisement.
Whole Foods Inc. offers the widest selection of organic products
that are from only --------- organic suppliers.
15. (A) certified
(B) certificate
(C) certification (D) certify
The president, William Diggins, has made sure that the company
only gets its products--------- from suppliers without any middle
16. (A) thoroughly (B) gratefully
(C) deeply
(D) directly
parties.
Whole Foods’ relationship with its suppliers allows it to convey
customer needs much faster than a traditional supply chain and
also provide an array of products that traditional grocery stores
do not provide.
Mr. Diggins passionately promotes sustainability -------17. (A) because
(B) once
(C) while
(D) even if
supporting local food producers.This relationship is one of the
core reasons that the company has been successful over the past
forty years.
Questions 15-17 refer to the following advertisement.
[지문해석]
Whole Foods Inc.는 제공한다 / 가장 다양한 유기농 제품을 / 오직
공인된 유기농 공급업체로부터 온
사장인 William Diggins는 분명히 했다 / 회사는 오직 제품을 구한다고 /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 중간에 개입하는 업체들 없이
Whole Foods와 공급업체들과의 관계는 해준다 / 이곳이 고객의 수요를
전달할 수 있게 / 훨씬 더 빨리 / 전통적인 공급망보다 / 또한 제공한다 /
다양한 제품들을 / 전통적인 식료품 매장들이 공급하지 못한
Mr. Diggins는 열정적으로 홍보한다 / 지속 가능성을 / 지지하면서 /
지역 식품 제조업체들을
이러한 관계는 핵심적인 이유들 중 하나이다 / 회사가 성공해온 / 지난
4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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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답] (A) certified
[문제 핵심 Point] <from only --------- organic suppliers> 구조에서
빈칸 뒤에 ‘형용사 + 명사’ 구조가 나오므로 빈칸이 동사 자리는 아니다.
따라서 certify가 먼저 탈락한다. 다음으로 ‘명사 + 형용사 + 명사’ 구조도
아니므로 certificate 과 certification도 탈락한다. 참고로,
certificate(증명서, 수료증)은 가산 명사, certification(자격증,
증명서)은 불가산 명사이다. 따라서 정답은 형용사인 certified
(공인된)가 된다. 두 개의 형용사가 명사 한 개를 꾸밀 수 있고, 해석도
‘공인된’ 유기농 공급업체로 자연스럽다.
16.
[정답] (D) directly
[문제 핵심 Point] 선택지는 <thoroughly 철저하게 / gratefully
감사하여 / deeply 깊게 / directly 직접>이란 뜻이다. 중간에 개입하는
업체들 없이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한다는 내용이 되어야
자연스러우므로 정답은 directly이다.
17.
[정답] (C) while
[문제 핵심 Point] 빈칸 뒤에 supporting이라는 현재분사가 바로 나온다.
접속사 because는 축약하지 않으므로 탈락하고, once와 even if는
과거분사와만 축약이 가능하므로 탈락한다. 현재분사/과거분사 모두
축약이 가능하고, 해석도 지역 식품 제조업체들을 지지하는 동안 지속
가능성을 열렬히 홍보한다는 의미로 while이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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