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토익 실전 1000제 Reading 1 해설집 개정판
문제집 1쇄에는 있으나 해설집 1쇄에는 없는 문제(보기 순서가 바뀐 문제 포함)의 해설입니다.

TEST 1
104

Ms. Darcy is searching ------- office space with a capacity of at
least 50 staff members.
(A) for
(C) from

Ms. Darcy는 최소 50명의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찾고 있다.

(B) to
(D) at

동사 관련 어구

정답 (A)

빈칸 앞의 동사 search와 함께 ‘~을 찾다’라는 의미의 어구를 이루는 전치사 (A) for가 정답이다.(search for: ~을 찾다) (B) to는
‘~ 쪽으로’라는 의미로 방향을, (C) from은 ‘~부터’라는 의미로 출발 시점이나 출처를 나타낸다. (D) at은 ‘~에, ~에서’라는 의미로 시각이
나 지점을 나타낸다. 추가로, look/seek for(~을 찾다)도 관용구로 외워둔다.
어휘 capacity n. 수용량, 용량 staff n. 직원

106

To apply for a library card, please proceed to the circulation
desk ------- the second floor and present valid identification.
(A) on
(C) beside

도서관 카드를 신청하려면, 2층에 있는 대출 데스크로 가
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 주세요.

(B) as
(D) against

전치사 선택 장소 	

정답 (A)

‘2층에 있는 대출 데스크’라는 의미가 되기 위해 the second floor 앞에 올 수 있는 전치사는 표면 위 일직선 상의 지점을 나타내야 하
므로 (A) on(~ 위에)이 정답이다. (B) as는 ‘~로서’라는 의미로 신분이나 자격을, (C) beside는 ‘~ 옆에’라는 의미로 위치를 나타낸다.
(D) against는 ‘~에 반대하여, ~에 기대어’라는 의미로 의견 등에 대한 반대나 물건이 기대어 놓여진 상태를 나타낸다.
어휘 apply for phr. 신청하다 proceed to phr. ~으로 나아가다, 향하다 circulation desk phr. 대출 데스크 present v. 제시하다, 제출하다

valid a. 유효한 identification n. 신분(증), 동일화, 동일시

112

Even though Mr. Thomas did not have enough ------- to
prepare, he impressed the European clients with his
presentation.
(A) status
(C) time

Mr. Thomas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그의 발표로 유럽 지역 고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
었다.

(B) flow
(D) choice

to 부정사를 취하는 명사

정답 (C)

빈칸 뒤의 to 부정사(to prepare)와 함께 ‘~할 시간’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명사 (C) time(시간)이 정답이다. (A) status는 ‘상태, 지위’,
(B) flow는 ‘흐름’, (D) choice는 ‘선택’이라는 의미이다.
어휘 impress v. 깊은 인상을 주다 client n. 고객

113

Ghyll Precision Industry’s service department is known for
finishing repairs ------- and in an efficient manner.
(A) promptly
(C) indirectly

Ghyll Precision사의 서비스 부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
식으로 수리를 완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 noticeably
(D) equally

부사 어휘 

정답 (A)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리를 완료하다’라는 문맥이므로 부사 (A) promptly(신속히, 즉시)가 정답이다. (B) noticeably는 ‘두드러지
게, 현저하게’, (C) indirectly는 ‘간접적으로’, (D) equally는 ‘똑같이, 동일하게’라는 의미이다.
어휘 be known for phr. ~로 알려져 있다 manner n. 방식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Part 5&6 해설 내용의 복제 전송 배포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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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by Ortega was chosen to be the plant supervisor ------- his
excellent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skills.
(A) due to
(C) though

Bobby Ortega는 그의 뛰어난 리더쉽과 조직 기술 덕분에
공장 관리자로 선택되었다.

(B) even if
(D) because

전치사 선택 이유

정답 (A)

이 문장은 필수성분(Bobby Ortega was chosen to be the plant supervisor)을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___ his excellent leadership
~ skills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가 없는 거품구이므로, 보기 중 거품구를 이끌 수 있는 전치사 (A) due to(~
덕분에, 때문에)가 정답이다. 부사절 접속사 (B) even if는 ‘~에도 불구하고’, (C) though는 ‘~이긴 하지만’, (D) because는 ‘~이기 때문
에’라는 의미로 모두 뒤에 절을 이끈다. 참고로, ‘~ 때문에’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면서 구 앞에 쓰이는 전치사 because of와 절 앞에 쓰이
는 접속사 because를 구분하여 알아둔다.
어휘 plant n. 공장, 식물 supervisor n. 관리자 organizational skill phr. 조직 기술

120

Only journalists with relevant experience and writing skills will
be ------- for the Jatayu Business Journal ’s associate editor
position.
(A) considered
(C) promoted

관련 경험과 작문 기술을 갖춘 기자들만이 Jatayu Business
지의 부 편집장직에 고려될 것이다.

(B) published
(D) estimated

동사 어휘 

정답 (A)

‘관련 경험과 작문 기술을 갖춘 기자들만이 부 편집장직에 고려될 것이다’라는 문맥이므로 빈칸 앞의 be동사와 함께 수동태를 만드는 동사
consider(고려하다)의 p.p.형 (A) considered가 정답이다. (B)의 publish는 ‘출판하다’, (C)의 promote는 ‘승진시키다’, (D)의 estimate
는 ‘추정하다’라는 의미이다. 참고로, (C)의 promote는 전치사 to와 함께 ‘be promoted to(~의 자리로 승진되다)’의 형태로 자주 사용됨을
함께 알아둔다.
어휘 relevant a. 관련 있는 position n. 직위, 자리

122

Effective March 3, human resources director Arlene Rochester
will ------- Dougal Seton in the role of vice president of Lawson
Corporation.
(A) replace
(C) inquire

3월 3일부로, 인사 부장 Arlene Rochester가 Lawson사
의 부사장으로서 Dougal Seton을 대신할 것이다.

(B) suppose
(D) respond

동사 어휘 

정답 (A)

‘Arlene Rochester가 Lawson사의 부사장으로서 Dougal Seton을 대신하다’라는 문맥이므로 동사 (A) replace(대신하다)가 정답이다.
(B) suppose는 ‘추측하다’, (C) inquire는 ‘질문하다’, (D) respond는 ‘응답하다’라는 의미이다.
어휘 human resources director phr. 인사 부장 vice president phr. 부사장

123

------- for laboratory tests or medical examinations can be
made at the cashier window found near the nurses’ station.
(A) Payment
(C) Structure

임상 병리 검사 및 건강 검진에 대한 납부는 간호사실 근
처의 출납 창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B) Concern
(D) Result

명사 어휘

정답 (A)

‘임상 병리 검사에 대한 납부는 출납 창구에서 할 수 있다’라는 문맥이므로 명사 (A) Payment(납부, 지불)가 정답이다. (B) Concern은 ‘우려,
관심’, (C) Structure는 ‘구조’, (D) Result는 ‘결과’라는 의미이다. 참고로 make payment(지불하다)를 관용구로 외워둔다.
어휘 laboratory test phr. 임상 병리 검사, 실험실 시험 medical examination phr. 건강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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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Showroom Expo, more than 30 interior designers
presented the ------- furniture pieces that attracted much
attention.
(A) innovative
(C) proficient

Showroom 박람회 동안, 30명 이상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들이 많은 관심을 끈 혁신적인 가구들을 전시했다.

(B) redeemable
(D) impressed

형용사 어휘 

정답 (A)

‘많은 관심을 끈 혁신적인 가구’라는 문맥이므로 형용사 (A) innovative(혁신적인)가 정답이다. (B) redeemable은 ‘상환할 수 있는’, (C)
proficient는 ‘능숙한’, (D) impressed는 ‘감명 받은’이라는 의미이다. 참고로, (C)와 (D)는 사람만 꾸밀 수 있음을 알아둔다.
어휘 present v. 전시하다, 제출하다 furniture n. 가구 attract v. 끌다 attention n. 관심, 주목

126

Mentor Office Furnishings’ ------- line of business desks is now
offered to customers in a variety of colors, sizes, and shapes.
(A) multiple
(C) optional

Mentor 사무용 가구점의 최신 사무용 책상 종류는 이제
다양한 색상, 크기, 모양으로 고객들에게 제공됩니다.

(B) typical
(D) newest

형용사 어휘

정답 (D)

‘최신 사무용 책상이 이제 다양한 색상, 크기, 모양으로 고객들에게 제공된다’라는 문맥이므로 형용사 (D) newest(최신의)가 정답이다. (A)
multiple은 ‘복합적인’, (B) typical은 ‘전형적인’, (C) optional은 ‘선택적인’이라는 의미이다.
어휘 line n. (상품의) 종류 offer v. 제공하다 a variety of phr. 다양한

127

Crimson Wellness Center continues to be the most popular
fitness facility on the West Coast ------- the establishment of
several local gyms in the past years.
(A) despite
(C) meantime

Crimson Wellness 센터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현지 헬
스클럽의 설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부 해안의 가장
인기 있는 헬스클럽이다.

(B) likewise
(D) nevertheless

수식어 거품 ‘구’와 수식어 거품 ‘절’을 이끄는 것은 다르다.

정답 (A)

이 문장은 주어(Crimson Wellness Center), 동사(continues), 목적어(to be the most popular fitness facility)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
로 ___ the establishment ~ years는 수식어 거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수식어 거품은 동사가 없는 거품구이므로, 거품구를 이끌 수 있는
전치사 (A) despite(~에도 불구하고)가 정답이다. 접속부사 (B) likewise(마찬가지로), (D) nevertheless(그럼에도 불구하고)와 부사 또는
명사 (C) meantime(그 동안에; 그 동안)은 거품구를 이끌 수 없다.
어휘 establishment n. 설립, 시설 local a. 현지의, 지역의

129

By the end of the weekend sale, the hardware store sold all
the ------- items it had advertised in Friday’s newspaper.
(A) exchanged
(C) discounted

주말 세일이 끝날 때쯤, 철물점은 금요일 신문에 광고했
던 모든 할인된 상품들을 팔았다.

(B) refunded
(D) concluded

동사 어휘

정답 (C)

‘세일이 끝날 때쯤 모든 할인된 상품들을 팔았다’라는 문맥이므로 동사 discount(할인하다)의 과거분사 (C) discounted(할인된)가 정답이다.
(A)의 exchange는 ‘교환하다’, (B)의 refund는 ‘환불하다’, (D)의 conclude는 ‘완결하다’라는 의미이다.
어휘 hardware n. 철물, 장비 advertise v. 광고하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Part 5&6 해설 내용의 복제 전송 배포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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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ncrease visibility of new products, the store’s display
designers made it their goal ------- the items in an appealing
and imaginative way.
(A) is arranged
(C) to arrange

신상품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상점의 상품 진열 디자
이너는 매력적이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배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B) arrange
(D) arranging

가목적어 it 구문 진목적어 자리 

정답 (C)

문장에 동사 (made)의 가목적어 it이 있으므로 빈칸에는 진목적어가 와야 한다. 진목적어로 올 수 있는 것은 to 부정사 또는 that절이므로 to
부정사 (C) to arrange가 정답이다. 동사 (A)와 (B), 동명사 또는 분사 (D)는 진목적어 자리에 올 수 없다.
어휘 visibility n. 가시성 imaginative a. 독창적인, 창의적인 arrange v. 배열하다

137

Patrons who make a contribution to the museum’s expansion
fund will receive a thank-you card signed ------- by the curator.
(A) accurately
(C) partially

박물관 확장 기금에 기여하는 후원자들은 큐레이터가 직
접 서명한 감사 카드를 받을 것입니다.

(B) personally
(D) repeatedly

부사 어휘

정답 (B)

‘큐레이터가 직접 서명한 감사 카드’라는 문맥이므로 부사 (B) personally(직접, 개별적으로)가 정답이다. (A) accurately는 ‘정확하게’, (C)
partially는 ‘부분적으로’, (D) repeatedly는 ‘반복적으로’라는 의미이다.
어휘 patron n. 후원자 contribution n. 기여 expansion n. 확장 fund n.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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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4
102

Customers will either receive a free key chain ------- a pen for
every purchase of Bagtime products.
(A) and
(C) but

고객들은 모든 Bagtime 제품 구매에 대해 무료 열쇠고리
나 펜을 받을 것이다.

(B) or
(D) yet

상관접속사 

정답 (B)

상관접속사 either와 맞는 짝인 (B) or가 정답이다.(either A or B: A 또는 B 중 하나) 등위접속사 (A) and(그리고), (C) but(그러나), (D)
yet(그렇지만)은 상관접속사 either와 맞는 짝이 아니므로 답이 될 수 없다.
어휘 key chain phr. 열쇠고리 purchase n. 구매

Questions 147-149 refer to the following e-mail.

147-149는 다음 이메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From: Tristan Beach <t_beach@breadcrumbs.com>
To: Brian Craft <b.craft@jetway.com>
Subject: Bread and cupcake orders
Date: April 1

발신:
수신:
제목:
날짜:

Dear Mr. Craft,

Mr. Craft께,

We have received the follow-up letter about your orders for
next week. I sent an e-mail to our main branch to inform them
about the ------- you made. They will supply you with all
147 (A) policies
(B) requests
		
(C) improvements
(D) presentations

귀하께서 하신 요청을 알리기 위해 저희 본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귀하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제과
제품을 공급할 것입니다.

Tristan Beach <t_beach@breadcrumbs.com>
Brian Craft <b.craft@jetway.com>
빵과 컵케이크 주문
4월 1일

귀하의 다음 주 주문에 대한 후속 편지를 받았습니다. 147

the baked items you require for your business. The main
branch verified your orders on Sunday and notified us that
they ------- them on Monday morning.
148 (A) delivered
(B) has delivered
(C) will deliver
(D) was delivering

148 본점은 일요일에 귀하의 주문을 확인했고 월요일 아

We are confident that your customers will be more than ------149 (A) satisfy
(B) satisfying
(C) satisfaction
(D) satisfied

149 귀하의 고객들이 일단 우리 제품을 시식하면 만족할

침에 제품을 배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귀하께 서비스를 제공하기
를 기대합니다.

once they sample our products.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to serve you.
Sincerely,
Tristan Beach

Tristan Beach

어휘 follow-up a. 후속의 verify v. 확인하다 notify v. 알려 주다 satisfied a. 만족한 sample v. 시식하다
149

감정동사의 능동태/수동태 구별

정답 (D)

빈칸이 be동사 다음에 있으므로 be동사 다음에 올 수 있는 –ing형 (B), 명사 (C), p.p.형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빈칸에 들어갈 동사
(satisfy)가 감정을 나타내는 타동사인데, ‘고객들이 만족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주어가 감정을 느끼므로 수동태를 써야 한다. 따라서 be동사
와 함께 수동태를 만드는 p.p.형 (D) satisfied가 정답이다. 명사 (C) satisfaction(만족)을 쓰면 주어(your customers)와 동격이 되어 ‘고
객은 만족이다’라는 어색한 의미가 된다. 동사 (A)는 be동사 다음에 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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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5
103

All questions regarding the preparations for the company gala
should be directed to either Eula ------- Jeanne.
(A) or
(C) but
상관접속사

회사 경축 행사 준비에 관한 모든 질문은 Eula 또는
Jeanne에게로 보내져야 한다.

(B) yet
(D) nor


정답 (A)

상관접속사 either와 맞는 짝인 (A) or가 정답이다.(either A or B: A 또는 B 중 하나) (B) yet과 (C) but은 모두 ‘그러나’라는 뜻의 등위접
속사이다. (D) nor는 neither와 함께 neither A nor B(A도 B도 아닌)의 형태로 자주 쓰인다.
어휘 regarding prep. ~에 관한 gala n. 경축 행사 direct to phr. ~에게로 보내다

TEST 6
110

Subsidiary companies are advised to ------- for the trade show
by January 12 to receive a 15 percent discount on fees.
(A) note
(C) attend

자회사들은 요금의 15퍼센트를 할인받기 위해 1월 12일까
지 무역 박람회에 등록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B) sign
(D) register

동사 어휘

정답 (D)

‘할인받기 위해 1월 12일까지 무역 박람회에 등록하는 것이 권고된다’라는 문맥이므로 빈칸 뒤의 전치사 for와 함께 ‘~에 등록하다’라는 의미
의 어구 register for를 만드는 동사 (D) register(등록하다)가 정답이다. (A) note는 ‘주목하다’, (B) sign은 ‘서명하다’, (C) attend는 ‘참석
하다’라는 의미이다. 참고로, register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sign up(등록하다)을 관용구로 알아둔다.
어휘 subsidiary a. 자회사의; n. 자회사

TEST 8
101

If time permits, guests will ------- visit the waterfalls on the
island or explore the botanical gardens.
(A) either
(C) not only

만약 시간이 허락한다면, 손님들은 섬에 있는 폭포를 방
문하거나 식물원을 답사할 것이다.

(B) since
(D) unless

상관접속사

정답 (A)

빈칸 뒤의 or와 함께 상관접속사 either A or B(A 또는 B 중 하나)를 만드는 (A) either가 정답이다. 참고로, either A or B가 조동사 will에
이어지는 동사구(visit the waterfalls ~)와 동사구(explore the botanical gardens)를 연결하고 있다.
어휘 permit v. 허락하다 waterfall n. 폭포 botanical a. 식물의

105

The new shop on Herran Street specializes in beauty ------- and
cosmetic products suitable for people with sensitive skin.
(A) outfits
(C) supplies

Herran가에 새로 들어온 가게는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
들에게 적합한 미용용품과 화장품을 전문으로 다룬다.

(B) aspects
(D) portions

명사 어휘

정답 (C)

‘미용용품’이라는 의미의 복합 명사를 만드는 명사 (C) supplies(용품)가 정답이다. (A)의 outfit은 ‘채비, 의상 한 벌’, (B)의 aspect는
‘양상, 관점’, (D)의 portion은 ‘일부’라는 의미이다.
어휘 specialize v. 전문으로 다루다 suitable a. 적합한 sensitive a. 민감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Part 5&6 해설 내용의 복제 전송 배포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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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9
104

Service staff at the fast food restaurant are trained extensively
to prepare ------- dine-in and take-out orders.
(A) between
(C) both

(B) from
(D) neither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서비스 담당 직원들은 식당에서 먹
는 음식의 주문과 밖으로 가져가는 주문 둘 다 준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훈련받는다.

상관접속사

정답 (C)

빈칸 뒤의 and와 함께 상관접속사 both A and B(A와 B 둘 다)를 만드는 (C) both가 정답이다. 참고로, both A and B가 형용사(dine-in)
와 형용사(take-out)를 연결하고 있다. 전치사 (A) between(~ 사이에)은 ‘식당에서 먹는 음식의 주문과 밖으로 가져가는 주문 둘 사이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이라는 어색한 의미를 만들고, 전치사 (B) from(~으로부터) 역시 ‘식당에서 먹는 음식의 주문과 밖으로 가져가는 주문으로
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이라는 어색한 의미를 만들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 (D) neither은 nor과 함께 상관접속사 neither A nor B(A도
B도 아닌)의 형태로 쓰인다.
어휘 exclusively ad. 광범위하게

137

Oil companies raised the price of gas, forcing a substantial
number of people to stop bringing their cars to work -------.
(A) differently
(C) usefully

석유 회사들이 유가를 올려, 상당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는 것을 완전히 그만두게 했다.

(B) altogether
(D) halfway

부사 어휘

정답 (B)

‘유가를 올려 사람들이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는 것을 완전히 그만두게 했다’라는 문맥이므로 부사 (B) altogether(완전히)가 정답이다. (A)
differently는 ‘다르게’, (C) usefully는 ‘유용하게’, (D) halfway는 ‘중간에, 가운데 쯤에’라는 의미이다.
어휘 substantial a. 상당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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