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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도 B }

&&All OX 45문항 전체 풀기

출제 포인트 1 완전 자동사(「주어+동사」), 불완전 자동사(「주어+동사+보어」) ◍○○ 01-17

출제 알고리즘   ·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옳은지를 판단하는 문제
   ·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기는 문제
   · 문장이 어법상 옳은지를 판단하는 문제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를 선택하시오. (01~05)

05441 2016 국가직 7급  중요

01 Disagreements over the treaty arose among the indigenous peoples of Africa. 
아프리카의 토착 종족들 사이에서 그 조약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생겨났다. 

05442 2009 국가직 9급 변형 

02 Dogs appear to be far more than four-legged health care workers. 
개는 네 발 달린 건강 돌봄이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05443 2007 국가직 9급 변형  고난도  

03 Medical costs are raising faster than prices in most other areas of the economy. 
의료비는 대부분의 다른 경제 분야의 가격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 

05444 2010 국가직 7급 변형

04 Eating popcorn while watching movies became a tradition.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는 것은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 

05445 중요

05 It is important to have regular check ups with your dentist. 
치과의사에게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말을 영어로 잘 옮긴 것은 O, 잘못 옮긴 것은 X를 선택하시오. (06~11)

05446 2009 국가직 9급

06 He smells badly. 
그에게서는 악취가 난다.

05447 2015 국가직 7급  중요

07 This lightweight golf cart will fold and fit in the trunk of my car. 
이 가벼운 골프 카트는 접어서 내 차량 트렁크에 넣을 수 있다. 

05448 2011 국가직 7급 변형

08 Jenny worked a feature writer in the Post’s “Accent” section.   
Jenny는 Post 지의 “Accent” 섹션의 특집기사 담당으로 일했다.

05449 2009 국가직 7급

09 He failed in his attempt to take control of the company.  
회사를 장악하려고 한 그의 노력은 실패했다.

05450 2010 국가직 7급 변형

10 Movie theaters didn’t appear the scene until the early 1900s.  
극장은 1900년대 초가 되어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다. 

05451 2008 국가직 7급 변형  중요

11 Children do not benefit from sedentary activity.  
아이들은 앉아서 하는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않는다.

학습 목표  시험에 출제된 선택지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읽고 판단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고도화된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 step 1 }
기출 및 변형 선택지 최종 점검

{ 중요도 B }All  전체풀기    개별풀기    강의듣기

01. 동사의 종류와 문장의 기본 구조 핵심 선택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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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이 어법상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를 선택하시오. (12~17)

05452 2015 국가직 9급  중요

12 China’s imports of Russian oil skyrocketed by 36 percent in 2014.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은 2014년에 36퍼센트나 치솟았다. 

05453 2012 국가직 7급 변형

13 When he retired office in 1952, his income was $13,507.72 a year.  
그가 1952년에 공직에서 퇴직했을 때, 그의 수입은 1년에 13,507달러 72센트였다. 

05454 

14 It is very difficult get a driver’s license in this country. 
이 나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05455 2009 국가직 7급 변형

15 Obama seems to believe that Bush’s government made easy choices. 
오바마는 부시 행정부가 쉬운 선택을 했다고 믿는 것 같다. 

05456 2011 국가직 7급 변형  고난도

16 African art consists mainly sculptures, paintings, masks and fetishes.  
아프리카 예술은 조각품, 그림, 가면과 주술도구들로 주로 구성된다. 

05457 중요

17 The children grew impatiently and decided to peek inside the window. 
아이들은 조바심이 나서 창문을 들여다보기로 결정했다. 

출제 포인트 2 완전 타동사(「주어+동사+목적어」), 수여 동사(「주어+동사+간접 목적어+직접 목적어」) ◍○○ 18-30

출제 알고리즘   ·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옳은지를 판단하는 문제
   ·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기는 문제
   · 문장이 어법상 옳은지를 판단하는 문제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를 선택하시오. (18~22)

05458 

18 We express our feelings in words and gestures.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말과 몸짓으로 표현한다. 

05459 2016 국가직 7급 변형  중요

19 He decided to open a swap shop called Share.  
그는 Share라고 불리는 중고품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다. 

05460 

20 I have learned that teaching needs patient.  
나는 가르친다는 것이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배웠다. 

05461 

21 She will send me an email tomorrow morning.  
그녀는 내일 아침에 내게 이메일을 보낼 것이다. 

05462 고난도

22 She married with him at the age of 20. 
그녀는 20세의 나이에 그와 결혼했다. 

우리말을 영어로 잘 옮긴 것은 O, 잘못 옮긴 것은 X를 선택하시오. (23~26)

05463 2016 국가직 7급  중요

23 Too many hours of hard work really tired of me.   
나는 너무 많은 시간의 힘든 일로 정말 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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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어 유형 문맥 속에서 다의어의 의미 파악 ◍◍○

유사 스펠 단어 
구분하기

비슷한 형태를 가진 단어의 명확한 의미 구별 ◍○○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 찾기

다양한 뜻을 포함하는 어휘의 용례 이해 ◍○○

다의어 예문에서의 
뜻 파악하기

다의어가 문맥에서 갖는 다양한 의미 구별 ◍○○

국가직 핵심 기출 어휘 주제별 총정리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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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도 B }

102
공단기 회독 강훈련 1만제

&&All 50문항 전체 풀기

출제 포인트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

출제 알고리즘   · 선택지의 어휘가 어렵게 제시되어 오답을 유도하는 유형
   · 어휘의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를 묻는 유형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01~05)

A. overstated B. endangered C. maintained D. emulated E. unsurpassed보기

06161 2016 국가직 9급  중요

01 Newton made unprecedented contributions to mathematics, optics, and mechanical physics.  

06162 

02 In the case of social and gregarious mammals, the association arises not simply from a 

community of external forces but is sustained by an inner impulse.  

06163 

03 It turns out that these reports of the dollar’s death were greatly exaggerated.  

06164 2006 국가직 9급  고난도

04 Once pregnant, women face an uncomfortable reality: The stigma of unwed motherhood 

is greater than that of having an abortion. Students are often forced to drop out of school. 

Working women can find their careers jeopardized.  

06165 

05 Many American buildings of that time, in fact, imitated European styles.  

학습 목표  문맥을 통해 밑줄 친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한 후 의미가 유사한 단어를 찾아야 합니다.
{ step 2 }
핵심 기출 어휘 최종 점검

{ 중요도 B }All  전체풀기    개별풀기    강의듣기

Unit 01. 동의어 찾기[단어] (1)핵심 어휘
총정리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06~10)

A. unveiled B. vacillated C. rejected D. performed E. devoted보기

06166 

06 He acquired a great reputation because he had set high goals and never faltered along the 

hard road leading to them.  

06167 중요

07 When offered corporate positions at large salaries, he declined, stating, “You don’t want 

me. You want the office of the President, and that doesn’t belong to me. It belongs to the 

American people and it’s not for sale.”  

06168 

08 Observations have revealed that there are probably four main ways in which animal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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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최신 3개년 연도별 총정리 

최신 기출 변형 모의고사

01회 2016 국가직 7급 기출 변형 모의고사  범위: 전 범위 20문항

02회 2016 국가직 9급 기출 변형 모의고사  범위: 전 범위 20문항

03회 2015 국가직 7급 기출 변형 모의고사  범위: 전 범위 20문항

04회 2015 국가직 9급 기출 변형 모의고사  범위: 전 범위 20문항

05회 2014 국가직 7급 기출 변형 모의고사  범위: 전 범위 20문항

06회 2014 국가직 9급 기출 변형 모의고사  범위: 전 범위 20문항

총 문항 수 1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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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공단기 회독 강훈련 1만제

※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문 1～문 3]

06961 

문1.  2016 국가직 7급 문3 변형

There is no need to make the final decision today. 
Why don’t you go home and sleep on it? It is an 
immutable law that sleeping is the best medicine.

① impermanent   ② intense
③ unchangeable   ④ inattentive

$$

06962 

문2.  2016 국가직 7급 문1 변형

Most people acknowledge that being ethical means 
being fair and reasonable and not being avaricious.

① benevolent 
② questioning 

③ greedy 

④ tedious 

$$

06963 

문3.  2016 국가직 7급 문2 변형 

Reforms enacted in some states have already taken 
effect, whereas in other states, reforms legislation 
is shelved.

① been disposed of
② been brought in
③ been in control
④ become operative

$$

※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 4～문 5]

06964 

문4.  2016 국가직 7급 문5 변형 

A:   You have just seen all the cars you were 
interested in. Is there a particular model you 
like?

B:   Well, I do like the red one I saw at f irst, 
especially the exterior with its radiant color.

A: So, would you like to test-drive that one?
B:   Maybe... but I’m just a little concerned about 

the leg room.
A: Do you think it is too small for you?
B:    

A:   If you feel that way, we could try out a different 
one.

B: Why not? I am open to your suggestions.

① Then I will decide to buy the red car.
② I don’t worry as long as my son grows steadily.

③ Well, I don’t think it is spacious enough for my 

family.

④ No, you can go out with me now to start the test 
drive.

$$

학습 목표 기출과 똑같은 유형과 난이도의 변형 모의고사로 실전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01회
최신 기출 변형 모의고사

2016 국가직 7급 기출 변형 모의고사

20문항

All  전체풀기    개별풀기    강의듣기

&&All

제한시간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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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출제 알고리즘 100% 적용

2017년도 적중 예상 문제

01회 2017년 적중 예상 문제 범위 : 전범위 20문항

02회 2017년 적중 예상 문제 범위 : 전범위 20문항

총 문항 수 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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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공단기 회독 강훈련 1만제

학습 목표 실전과 완전히 똑같은 유형과 난이도의 모의고사로 실전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습니다.

01회
전 범위

2017년 적중 예상 문제

20문항

All  전체풀기    개별풀기    강의듣기

&&All

07081 

문1.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cial science says we all have unconscious bias, 
yet we are well trained to be  , at 
least superficially, by sexism, racism, and other 
biases.

① astonishing
② disappointing
③ appalled
④ discarded

$$

07082 

문2.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His work certainly measures up to my expectation.

① exceeds
② underperforms
③ meets
④ outdoes

$$

※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 3～문 4]

07083 

문3.  

A: Hi, Susan. This is Peter. 
B: Hi, Peter. What’s up? 
A:   Sorry to call you so early, but I was looking to 

come by and visit with you for a minute, say, 
around noon. 

B:   Are you coming to town? Did you want to have 
lunch together? 

A:   Yeah, I am, and that’d be great.  

 

B:   I think so. I know a place where they sell 
several types of vegetarian pizza.

A: Sounds like plan. Then I will see you soon.
B: Okay. See you.

① Have you made a reservation?
② Do you have a particular place in mind?
③ I got another call coming.
④ Can you pick me up a new corn soup?

$$

07084 

문4.  

A:   Hi, my name is George Lakoff. I am here to ask 
for a credit line increase.

B:   Sure, Mr. Lakoff. I have a few things to ask 
you about your eligibility. Have you received a 
credit line increase in the last six month?

A: No, I haven’t.
B:  

A:   Actually, yes. My second request was turned 
down because I made a few off-time payments.

B:   I see. I don’t think that will affect your 
eligibility.

①   Is there any problem with your employment 
status?

②   Has your prior request for an increase ever been 
declined for other reasons?

③ Have you checked your credit score recently?
④ Did you want to open another acc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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