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의 주관식 문제

1. after an event has happened

사건이 발생한 후

You can't change your answers _____ ___ ____. The test is over.

사후에는 답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시험은 끝났어요.

정답

after the fact

2. a concise response to a question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

If you want to know why I'm here, ___ _____ ______ is I was worried about you.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고 싶다면, 간단한 대답은 네가 걱정돼서야.

정답

the short answer

3. 드론

A _____ is a flying vehicle that doesn't have a pilot. There are small consumer ______ that regular people can fly with a

remote control and military-grade ______ that are equipped with cameras and weapons.

드론은 조종사 없는 비행 차량입니다. 일반인이 리모컨으로 조종할 수 있는 소비자용 소형 드론과 카메라와 무기를 장착한 군사용 드론이 있

습니다.

정답

drone

4.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만약 당신이 복권에 당첨된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건가요?

__ ___ _____ win the lottery, how would you spend the money?

정답

If you could...

97%

이름

Ryan Yang
100%

Ryan Yang



5. something has progressed too far to return to its previous state

되돌릴 수 없다 (어떤 것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이 진행되었다)

Once you sign the contract, _____'_ __ _______ ____.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답

there's no turning back

6. to declare that one is telling the truth

맹세하다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선언하다)

I _____ I left my car keys on the table by the door.

맹세코 차 열쇠를 문 옆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고 왔어요.

정답

swear

7. to make someone feel strong emotions

~의 마음을 감동시키다 (어떤 사람이 강한 감정을 느끼게 하다)

The video I made about our family _______ __ mother's _____ on her 80th birthday.

내가 만든 우리 가족 동영상은 어머니의 80번째 생신에 어머니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정답

touch one's heart

touch someone's heart

8. 그래서 ~해

____'_ ___ nobody likes her.

그래서 아무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아.

정답

That's why...

짝 맞추기 8개



1. food desert

정답

A.

식품 사막

A ____ ______ is an area in a city where there are no places to

buy fresh produce. ____ _______ usually are found in poorer

parts of a city and the only options are junk foods found at

convenience stores and fast food restaurants.

식품 사막은 도시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살 곳이 없는 지역을 가리킵니

다. 식품 사막은 보통 도시의 더 가난한 지역에서 발견되며 유일한 옵션

은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하는 정크 푸드입니다.

2. well-rounded

정답

D.

interested or educated in a variety of subjects

다재다능한; 다방면에 걸친 (다양한 과목에 관심이 있거나 교육을 받

은)

Does your school offer a ____-_______ education?

귀하의 학교는 전인 교육을 제공합니까?

3. fly swatter

정답

E.

파리채

A ___ _______ is a racket-like tool used to kill flying insects. It

is usually made of flexible plastic and has a long handle and

a large round or rectangular end.

파리채는 날라다니는 곤충을 죽일 때 사용되는 라켓처럼 생긴 도구입

니다. 보통 잘 구부러지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며 손잡이가 길고 끝

부분이 커다란 둥근 모양이거나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A. 식품 사막

A ____ ______ is an area in a city where there are no places

to buy fresh produce. ____ _______ usually are found in

poorer parts of a city and the only options are junk foods

found at convenience stores and fast food restaurants.

식품 사막은 도시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살 곳이 없는 지역을 가리킵

니다. 식품 사막은 보통 도시의 더 가난한 지역에서 발견되며 유일

한 옵션은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하는 정크 푸드입니다.

B. 전력망

The __________ ____ includes the power plant where

energy is turned into electricity, the high-voltage lines

that lead to substations, and the individual power lines

that lead to homes and business.

전력 시설망에는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는 발전소, 변전소로 이어지

는 고압 배선, 가정과 사업장으로 이어지는 개별 송전선이 포함됩니

다.

C. 수명

A ________ is the amount of time something can live.

_________ are generally estimates, since not all similar

organisms live the same amount of time. The average

human lifespan is around 79 years.

수명은 어떤 것이 살 수 있는 총 시간입니다. 모든 유사한 생물들이

똑같은 시간을 사는 것은 아니므로 수명은 대체로 추정치입니다. 인

간의 평균 수명은 79년 정도 됩니다.

D. interested or educated in a variety of subjects

다재다능한; 다방면에 걸친 (다양한 과목에 관심이 있거나 교육을

받은)

Does your school offer a ____-_______ education?

귀하의 학교는 전인 교육을 제공합니까?



4. buck the trend

정답

F.

to do something that goes against current norms

유행을 거스르다 (현재 표준들과 어긋나는 일을 하다)

The company ______ ___ _____ of cutting costs by giving

employees a month of paid vacation.

그 회사는 직원들에게 한 달간의 유급 휴가를 줌으로써 비용을 절감하

는 추세에 저항했다.

5. old-fashioned

정답

G.

옛날식의, 구식의

Something that is ___-_________ is no longer popular because

it has been replaced by a newer version. A film camera may

be considered ___-_________ when compared to a digital

camera.

구식인 것은 새로운 버전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기가 없습

니다. 필름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와 비교할 때 구식으로 여겨질 수 있

습니다.

6. electrical grid

정답

B.

전력망

The __________ ____ includes the power plant where energy is

turned into electricity, the high-voltage lines that lead to

substations, and the individual power lines that lead to

homes and business.

전력 시설망에는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는 발전소, 변전소로 이어지는

고압 배선, 가정과 사업장으로 이어지는 개별 송전선이 포함됩니다.

E. 파리채

A ___ _______ is a racket-like tool used to kill flying insects.

It is usually made of flexible plastic and has a long

handle and a large round or rectangular end.

파리채는 날라다니는 곤충을 죽일 때 사용되는 라켓처럼 생긴 도구

입니다. 보통 잘 구부러지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며 손잡이가 길

고 끝부분이 커다란 둥근 모양이거나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F. to do something that goes against current norms

유행을 거스르다 (현재 표준들과 어긋나는 일을 하다)

The company ______ ___ _____ of cutting costs by giving

employees a month of paid vacation.

그 회사는 직원들에게 한 달간의 유급 휴가를 줌으로써 비용을 절감

하는 추세에 저항했다.

G. 옛날식의, 구식의

Something that is ___-_________ is no longer popular

because it has been replaced by a newer version. A film

camera may be considered ___-_________ when compared

to a digital camera.

구식인 것은 새로운 버전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기가 없

습니다. 필름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와 비교할 때 구식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7. lifespan

정답

C.

수명

A ________ is the amount of time something can live. _________

are generally estimates, since not all similar organisms live

the same amount of time. The average human lifespan is

around 79 years.

수명은 어떤 것이 살 수 있는 총 시간입니다. 모든 유사한 생물들이 똑

같은 시간을 사는 것은 아니므로 수명은 대체로 추정치입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79년 정도 됩니다.

8. on the high end

정답

H.

better quality and higher in price

최대인; 고가인, 고급인

The carpenter's fees were __ ___ ____ ___ of the range, but he

was worth it.

그 목수의 수임료는 비싼 편에 속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객관식 문제 8개

1. an improbable or incredible story

불가능하거나 믿을 수 없는 이야기

My grandfather used to tell me ____ _____ about a talking goat named Carl.

우리 할아버지는 칼이라는 말하는 염소에 대한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다.

A. 

B. 

C. 

D. 

H. better quality and higher in price

최대인; 고가인, 고급인

The carpenter's fees were __ ___ ____ ___ of the range, but

he was worth it.

그 목수의 수임료는 비싼 편에 속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well-rounded

the short answer

uncharted waters

tall tale



2. to end a romantic relationship

~와 헤어지다 (로맨틱한 관계를 끝내다)

When Janet _____ __ ____ me, I cried for a week.

자넷(Janet)에게 실연을 당했을 때 나는 일주일 동안 울었다.

A. 

B. 

C. 

D. 

3. 만약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한 거야.

__ ___ _____ you can beat me in tennis, ___'__ ________.

테니스에서 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아신 겁니다.

A. 

B. 

C. 

D. 

swarm with something

touch someone's heart

break up with someone

there's no turning back

You won't believe this,...

If you could...

make a mountain out of a molehill

If you think..., you're mistaken.



4. remote; distant

멀리 떨어진; 외진

The people on the ___-_____ island had never seen a car before.

그 외딴 섬에 사는 사람들은 한 번도 자동차를 본 적이 없었다.

A. 

B. 

C. 

D. 

5. to exaggerate the importance of something

두더지 굴로 산을 만들다; 중요성을 과장하다

So what if you got a B on a test? Don't ____ _ ________ ___ __ _ ________.

시험에서 B를 맞으면 뭐 어떄요? 별것 아닌 일에 유별나게 굴지 마세요.

A. 

B. 

C. 

D. 

far-flung

well-rounded

tall tale

go down

make a mountain out of a molehill

break up with someone

there's no turning back

If you think..., you're mistaken.



6. to flatter someone in order to get what you want

~에게 알랑거리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첨하다)

Jack tried to ______ his mother __ so she would lend him her car.

잭은 어머니의 차를 빌리기 위해 어머니에게 아부하려고 했다.

A. 

B. 

C. 

D. 

7. an unfamiliar situation that might be dangerous

미지의 영역 (위험할 수 있는 낯선 상황)

We're in _________ ______ at this point as science rapidly advances toward the quest for eternal life.

과학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탐구를 향해 빠르게 진보함에 따라 우리는 지금 미지의 바다에 있습니다.

A. 

B. 

C. 

D. 

the short answer

go the extra mile

butter someone up

touch someone's heart

buck the trend

the short answer

go the extra mile

uncharted waters



8. 만년필

It's a ________ ___.

이건 만년필이야.

A. 

B. 

C. 

D. 

단답형 문제 7개

1. to stop working

작업을 중지하다

When the packaging machine ____ ____, the factory had to close for the day.

포장 기계가 고장 나자 공장은 하루 동안 문을 닫아야 했다.

 → 

go down

정답

맞음

If you could...

electrical grid

a fountain pen

That's why...



2. 너는 못 믿겠지만, ~

너는 못 믿겠지만, 나 방금 조니 로켓을 만났어!

___ ___'_ _______ ____, but I just met Johnny Rocket!

 → 

We can start with...

정답

틀림

올바른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You won't believe this,...

3. ~부터 시작할 수 있어

우리는 발음과 기본적인 어휘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__ ___ _____ ____ pronunciation and some basic vocabulary.

 → 

If you could...

정답

틀림

올바른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We can start with...

4. to do more than is expected or necessary

기대 또는 필요 이상으로 무언가를 하다

The mechanic ____ ___ _____ ____ and washed the car after he fixed it.

정비사는 차를 고친 후 세차까지 해 주면서 특별히 애를 썼다.

 → 

buck the trend

정답

틀림

올바른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go the extra mile



5. having multiple choices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With 20 movies to choose from, the theater leaves us _______ ___ ______.

선택할 수 있는 영화가 20편이 있어서 이 극장은 선택하기 어렵게 만든다.

 → 

on the high end

정답

틀림

올바른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spoiled for choice

6. 부업

I wish I had time for a ____ ___.

나에게 부업을 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

 → 

lifespan

정답

틀림

올바른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side gig

7. to be filled with a large number of people or things

~으로 북적이다 (많은 사람들 또는 물건들로 가득 차다)

The department store was ________ ____ customers on the day of the big sale.

백화점은 빅 세일 당일에 손님들로 북적였다.

 → 

swarm with something

정답

맞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