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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ing an "A" is harder than getting an "A."
Almost anyone can get an "A" once.
But keeping it, that's an accomplishment.

저자집단 '지꽃피 9기'...지식을 꽃 피우다
강선이 선생님 창원 청담어학원

송승룡 선생님 전주 닥공 영어

강선혜 선생님 일산 열음 영어

신상우 선생님 여의도 엔터스카이학원

강윤구 선생님 부산 최강영어 백년대계

심재범 선생님 수원 영통 토브

강해천 선생님 대구 고등어학원

윤영탁 선생님 분당 탁샘 영어

김기수 선생님 경기 내손동 아이탑학원

이건희 선생님 에듀션

김동명 선생님 경북 울진 DM학원

이광재 선생님 경기도 성남

김민혁 선생님 목동 G2 영어학원

이상엽 선생님 대구 고등어학원

김성훈 선생님 비투비(B2Basics)

이연홍 선생님 창원 English Buster 영어전문학원

김소원 선생님 평촌 메가스터디

이율

김영국 선생님 울산 무거비즈영수학원

이정철 선생님 용인 으뜸학원

김정윤 선생님 창원 English Buster 영어전문학원

이정환 선생님 광명 선택과 집중 영어학원

김주훈 선생님 구미 [교육공간] 내게로

이진기 선생님 강동 일등공신학원 Francis E. Campus

김진호 선생님 대치/분당/평촌 영진학원

이학준 선생님 창원 청담어학원

김진호 선생님 서초 이탑영어

이희완 선생님 대치 아람학원

김현우 선생님 마포 껌학원

장하준 선생님 은평 하즈잉글리쉬

김형규 선생님 김형규 영어교실

정수림 선생님 분당 Sue 영어교실

노경수 선생님 모나드영어 죽죽샘

채진오 선생님 김해 미래탐구

박광륜 선생님 광명 외대어학원/대치 열정스토리

하상범 선생님 부산 마이다스 학원 안락점

박영민 선생님 목동 이스트 영어전문학원

한상욱 선생님 중계 기준어학원

박종민 선생님 서울 서초

허부배 선생님 울산 비즈단과 삼산

박준영 선생님 서울 올에버 Allever

홍대균 선생님

박준호 선생님 목동 하이스트 학원 고등부

황나현 선생님 서울 웰빙영어

박지훈 선생님 중계 기준어학원 조이(Zoe)반

황성진 선생님 목동/대치 미래탐구

선생님 서초 하스어학원

검수진 영어강사밴드 Cloud 9
신영주 선생님(대치 스카이) 이영민 선생님(이영민 영어발전소)

이은경 선생님(동탄 JEY어학원) 강민호 선생님(전주 위

더스학원) 음승표 선생님(충주 엠듀오 학원) 이제영 선생님(울산 아카데미쿠스 영어 유곡캠퍼스)
다른영어) 임성진 선생님(부산 구서동 남극학원) 박병철 선생님(부산 남천동 박쌤self영어)
쿠스학원) 김태주 선생님(종로 파고다학원) 양정필 선생님(동작 T영어전문학원)

기획・디자인・펴낸곳・ISBN
기획 김형규 이건희
편집 이건희
표지 디자인 송혜수
내지 디자인 송혜수
펴낸곳 도서출판 모자이크

ISBN 979-11-952960-5-7

서승일 선생님(압구정

이상준 선생님(울산 아카데미

이 책의 구성과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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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유형편) 344제 변형문제 1회
[15년 EBS 수완(유형편) 1강 Check It Out 응용]

1. Frederic씨의 편지에 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① 진행자의 딸이 학문자유를 주제로 라디오 쇼를 진행하

것은?1.

려 한다.

Dear Dr. Ayer,

② 광고주는 프로그램에 광고를 넣기 위해서 미리 연락해
야 한다.

On my staff at present is one of the soundest men I

③ 진행자는 자신의 딸과 함께 미국 전역에서 프로그램을

have ever had. He has just about everything that one

진행 중이다.

hopes for from a house officer; above all, he has a

④ 섭외 대상은 모든 준비를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brain. His name is Raymond Adams. He would like to

예외가 있을 수 있다.

work with you in internal medicine, and I am writing

⑤ 섭외대상은 학문 자유 주제에 대해 부담 없이 라디오

to you much in advance of the usual time for such

쇼에 출연할 수 있다.

letters since he would like to know whether you think
it would be possible to consider him. He will be
available for work in December, 2015. It is possible
that this time could be shifted a little to fit any
requirements which you may make. Anything you
can tell me in regard to what he should do further will
be greatly appreciated.
Sincerely yours,
Frederic M. Hanes Professor of Medicine
*house officer: (병원의) 인턴

① Frederic 교수가 자신의 직원을 Ayer 박사한테 추천
하고 있다

② Frederic 교수는 인턴사원으로 Raymond를 현재 고
용하고 있다.

③ Frederic 교수는 Raymond를 내과에서 일하도록 추
천하고 있다.
[15년 EBS 수완(유형편) 1강 2번 응용]

④ Frederic 교수는 본격적인 이직철을 맞아 현 직원을

3.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추천하고 있다.

않은 것은?3.

⑤ Frederic 교수는 이직시기를 올 해 연말쯤으로 기대하

One of the prerequisites for anyone ① applying for

고 있다.

a job as a receptionist used to be 'a good telephone
manner.' Sadly this is becoming less ② applicable in
the modern world of communications; more and

[15년 EBS 수완(유형편) 1강 1번 응용]

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more organizations in the public and the private

My daughter, Anna, and I are doing three radio

sector are ③ confronting their callers with a

broadcasts a week which go over 260 stations in the

recorded voice that gives them options and

United States. I'm wondering if you would be willing

instructions to press certain buttons for the services

to be a guest on one of our programs after I return to

they require. In my view this is not the way any

the United States around the 13th of this month. I

company should deal with its customers and clients,

think a program on academic freedom would be very

and it has led to the modern phenomenon of

important at this time and I know you feel strongly

'telephone ④ rage,' because people cannot get the

on this subject. It will be short, about five or six

answers and information they require from these

minutes and you can ad-lib if you wish, or I can send

recorded voices. This is quite simply ⑤ acceptable,

someone to see you who will write a script for you

and any company that values its customers and

and make all the arrangements so you will have to

wants to conduct its affairs in an efficient and

give as little time as possible. If you will send your

businesslike manner should have a switchboard

reply to me at 29 Washington Square West,

operator answering calls.

Philadelphia, PA, I shall appreciate it very much.
수완(유형편) 344제

*prerequisite: 필수 조건 **switchboard: (전화)교환대
6

변형문제 01회

수완(유형편) 344제 변형문제 2회
[15년 EBS 수완(유형편) 1강 Check It Out 응용]

1.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Dear Dr. Ayer,
On my staff at present is one of the soundest men I
have ever had.
(A) It is possible that this time could be shifted a

(A)

(B)

① anxious

assignment

② willing

arrangements

③ urgent

retirement

④ eager

administration

⑤ frequent

document

little to fit any requirements which you may
make. Anything you can tell me in regard to
what he should do further will be greatly
appreciated.
(B) And I am writing to you much in advance of the
usual time for such letters since he would like to
know whether you think it would be possible to
consider him. He will be available for work in
December, 2015.
(C) He has just about everything that one hopes for
from a house officer; above all, he has a brain.
His name is Raymond Adams. He would like to
work with you in internal medicine.
Sincerely yours,
Frederic M. Hanes Professor of Medicine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15년 EBS 수완(유형편) 1강 2번 응용]

3.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3.

One of the prerequisites for anyone applying for a
job as a receptionist ① used to be 'a good telephone
[15년 EBS 수완(유형편) 1강 1번 응용]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2.

manner.' Sadly this is becoming less ② applicable in

My daughter, Anna, and I are doing three radio

more organizations in the public and the private

broadcasts a week which go over 260 stations in the

sector are confronting their callers with a recorded

United States. I'm wondering if you would be

voice ③ what gives them options and instructions to

____(A)____ to be a guest on one of our programs

press certain buttons for the services they require. In

after I return to the United States around the 13th of

my view this is not the way any company should deal

this month. I think a program on academic freedom

with ④ its customers and clients, and it has led to the

would be very important at this time and I know you

modern phenomenon of 'telephone rage,' because

feel strongly on this subject. It will be short, about

people cannot get the answers and information they

five or six minutes and you can ad-lib if you wish, or I

require from these recorded voices. This is quite

can send someone to see you who will write a script

simply unacceptable, and any company that values

for you and make all the ____(B)____ so you will

its customers and wants to conduct its affairs in an

have to give as little time as possible. If you will send

efficient and businesslike manner should have a

your reply to me at 29 Washington Square West,

switchboard operator ⑤ answering calls.

2.

Philadelphia, PA, I shall appreciate it very much.
수완(유형편) 344제

the modern world of communications; more and

*prerequisite: 필수 조건 **switchboard: (전화)교환대
36

변형문제 02회

수완(유형편) 344제 변형문제 3회
[15년 EBS 수완(유형편) 1강 2번 응용]

1.

[15년 EBS 수완(유형편) 1강 Check It Out 응용]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1.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One of the prerequisites for anyone applying for a
job as a receptionist used to be 'a good telephone

It is possible that this time could be shifted a little

manner.' Sadly this is becoming less applicable in the

to fit any requirements which you may make.

modern world of communications; more and more
organizations i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are

Dear Dr. Ayer,

confronting their callers with a recorded voice that

On my staff at present is one of the soundest men I

gives them options and instructions to press certain

have ever had. ( ① ) He has just about everything

buttons for the services they require. In my view this

that one hopes for from a house officer; above all, he

is not the way any company should deal with its

has a brain. ( ② ) His name is Raymond Adams. ( ③

customers and clients, and it has led to the modern

) He would like to work with you in internal

phenomenon of 'telephone rage,' because people

medicine, and I am writing to you much in advance of

cannot get the answers and information they require

the usual time for such letters since he would like to

from these recorded voices. This is quite simply

know whether you think it would be possible to

unacceptable, and any company that values its

consider him. ( ④ ) He will be available for work in

customers and wants to conduct its affairs in an

December, 2015. ( ⑤ ) Anything you can tell me in

efficient

regard to what he should do further will be greatly

and

businesslike

manner

shoul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ppreciated.

*prerequisite: 필수 조건 **switchboard: (전화)교환대

Sincerely yours,
① answer the phone in a polite manner

Frederic M. Hanes Professor of Medicine

② have a switchboard operator answering calls

*house officer: (병원의) 인턴

③ be

equipped

with

an

excellent

answering

machine
④ communicate with its customers and clients in
an informative way
⑤ not use a recorded voice system at all in the
modern communications

[15년 EBS 수완(유형편) 1강 1번 응용]

2.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2.

My daughter, Anna, and I are doing three radio
broadcasts a week which ① goes over 260 stations
in the United States. I'm wondering if you would be
willing to be a guest on one of ② our programs after
I return to the United States around the 13th of this
month. I think a program on academic freedom
would be very ③ important at this time and I know
you feel strongly on this subject. It will be short,
about five or six minutes and you can ad-lib if you
wish, or I can send someone to see you who will write
a script for you and ④ make all the arrangements so
you will have to give as little time as possible. If you
will send your reply to me at 29 Washington Square
West, Philadelphia, PA, I shall appreciate ⑤ it very
much.
수완(유형편) 344제

66

변형문제 03회

수완(유형편) 344제 변형문제 4회

1.

[15년 EBS 수완(유형편) 1강 Check It Out 응용]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15년 EBS 수완(유형편) 1강 2번 응용]

3.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One of the prerequisites for anyone applying for a

Dear Dr. Ayer,

job as a receptionist used to be 'a good telephone

On my staff at present (A)[is / are] one of the

manner.'

soundest men I have ever had. He has just about
everything that one hopes for from a house officer;

(A) This is quite simply unacceptable, and any

above all, he has a brain. His name is Raymond

company that values its customers and wants to

Adams. He would like to work with you in internal

conduct

medicine, and I am writing to you much in advance of

businesslike

the usual time for such letters since he would like to

switchboard operator answering calls.

its

affairs
manner

in

an

efficient

should

have

and
a

know (B)[that / whether] you think it would be

(B) In my view this is not the way any company

possible to consider him. He will be available for

should deal with its customers and clients, and

work in December, 2015. It is possible that this time

it has led to the modern phenomenon of

could be shifted a little to fit any requirements which

'telephone rage,' because people cannot get the

you may make. Anything you can tell me in regard to

answers and information they require from

what he should

these recorded voices.

do further

will

be greatly

(C)[appreciating / appreciated].

(C) Sadly this is becoming less applicable in the

Sincerely yours,

modern world of communications; more and

Frederic M. Hanes Professor of Medicine

more organizations i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are confronting their callers with

*house officer: (병원의) 인턴

a recorded voice that gives them options and
(A)

(B)

(C)

① are

that

appreciating

② are

whether

appreciated

③ is

whether

appreciating

① (A)―(B)―(C)

② (B)―(A)―(C) ③ (B)―(C)―(A)

④ is

that

appreciated

④ (C)―(A)―(B)

⑤ (C)―(B)―(A)

⑤ is

whether

appreciated

instructions to press certain buttons for the
services they require.

[15년 EBS 수완(유형편) 1강 1번 응용]

2.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2.

My daughter, Anna, and I are doing three radio
broadcasts a week which ① go over 260 stations in
the United States. I'm wondering if you would be ②
willing to be a guest on one of our programs after I
return to the United States around the 13th of this
month. I think a program on academic freedom
would be very ③ important at this time and I know
you feel strongly on this subject. It will be short,
about five or six minutes and you can ad-lib if you
wish, or I can send someone to see you who will write
a script for you and make all the arrangements so you
will have to give as ④ much time as possible. If you
will send your reply to me at 29 Washington Square
West, Philadelphia, PA, I shall ⑤ appreciate it very
much.
수완(유형편) 34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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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바람직한 - 창의성
5.
[정답] ①
[해설] AB-Mall에서 광고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업을 키워드릴 것
이고 많은 광고주들이 AB-Mall을 가장 많이 참조한다고 하였으므
로 ① '인터넷 쇼핑몰의 광고 효과를 알리려고'가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하다.

정답및해설

6.
[정답] ①

1.
[정답] ④

[해설]
(A) 명사 definition은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일 수는 있지만 자신

[해설] '이러한 편지추천서를 쓰는 시기보다 훨씬 앞서서 귀하께
편지를 드립니다.' 라고 했으므로 본격적인 이직철보다 앞서 추천
편지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의 목적어를 가질 수 없으므로 동명사 defining을 써야 한다.

(B) 문맥상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바로 취하는 reaches를 써야 한
다.

(C) 문맥상 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구가 와야 하므로 to
strengthen을 써야 한다.

2.
[정답] ④

7.
[해설] 프로그램 진행자는 딸과 함께 라디오 쇼를 진행 중인데, 학

[정답] ④

문자유를 주제로 섭외제안을 하고 있으며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등 섭외대상은 자유롭게 참여가능하고, 준비에 부담을 없애기 위
해 진행자 측에서 사람을 보내서 준비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내

[해설]
(A) 자기 주시 경향이 높은 사람 얘기가 나오다 이어서 자기 주시
경향이 낮은 사람 얘기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대조적으

용이다.

로(In contrast)'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해설] ③의 'what' 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이므로 'a
recorded voice' 라는 선행사가 있으므로 부적절하다. 따라서 '사
물'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이 적절하다.

(B) 자기 주시 경향이 낮은 사람이 얘기가 앞에 나온다. 이어서 구
체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예를 들어(For

instance)'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8.

3.

[정답] ④

[정답] ⑤
[해설] 앞 문장에서 '내 관점에서 사람들은 이 녹음된 목소리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대답과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화분노라는 현대적인 현상을 낳았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unacceptable), 고객을 존중하고 업무를
효율적이며 실무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고 싶은 그 어떤 회사든지
간에 전화를 받는 전화교환원이 있어야 한다' 내용이 적절하므로 '
용납할 수 있는(acceptable)'을 '용납할 수 없는(unacceptable)'로

[해설] 이 글은 자선단체 직원이 낮은 급여를 받으며, 자선단체의
본질에 동조하도록 요구받고, 정당한 수준 이하의 급여가 자선단
체 대한 일종의 봉사로 여겨지며 정당성 이하의 급여에 대한 도덕
적인 문제를 외면하게 만든다는 것이 글의 전반적 내용이다. 따라
서 (A)에는 '도덕적 헌신(moral contribution)'가, (B)에는 '문제

(issues)'를 넣어서 'Considering the moral contribution to the
cause, taking charity worker's low wages for granted raises
moral issues with the value of labor(대의에 대한 도덕적 헌신
을 고려하더라도, 자선단체 직원의 낮은 급여를 당연시 하는 것은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노동 가치와 관련된 도덕적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라는 내용의

4.
[정답] ①

요약문을 완성할 수 있다.

① 불법적 개입 - 판례

[해설] 외부적 평가를 받을 거라는 말을 들은 아이들이나 어떤 활
동의 결과물에 대해 상이 있을 거라는 약속을 받은 유치원생들은
과업에서 덜 창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실험에 관한 글이므로,

'외부적 평가나 보상은 창의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요약문의 (A)에는 '부정적인(negative)'가,
(B)에는 '창의성(creativity)'가 가장 적절하다.

② 종교적 헌신 - 소송
③ 시민의 참여 - 관심
⑤ 공동의 노력 - 발표
9.
[정답] ②

② 긍정적인 - 창의성
영독(2) 50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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