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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When things are darkest, successful people refuse to 
give up because they know they’re almost there. 
Things often seem at [its / their] worst just before 
they get better. 

2.  2)

  When you attempt to do something and fail, you 
have to ask [you / yourself] why you have failed to 
do what you intended. 

3.  3)

  Answering this question in a new, unexpected way 
is the essential creative act. [It / They] will improve 
your chances of succeeding next time. 

4.  4)

  In spite of [their / its] close location to these 
countries, however, Korea has remained free of the 
deadly disease. 

5.  5)

  Dad thought [it / which] was a normal family 
outing to go to a car racing event. 

6.  6)

  Finally, on Sunday, July 27, 1890, Vincent van 
Gogh took a gun, went into a cornfield, and shot 
[him / himself]. His last words were “La tristesse 
durera,” which means, ”the sadness will continue.”

7.  7)

 Jose’s childhood memories are different from [that / 
those] of most people.

8.  8)

  It never sees the means of escape at the top, but 
continues to try to find some way out through the 
sides near the bottom. It will seek a way where none 
exists, until it completely destroys [it / itself].

9.  9)

  Holi is the Hindu festival celebrating the arrival of 
spring. Although Holi has religious roots, not many 
religious activities are involved in [their / its] 
celebration. 

10.  10)

  My children were quite self-sufficient, for they had 
learned to grocery shop, feed [them / themselves], 
wash clothes and handl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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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Starfish are truly amazing creatures. Their delicate 
star shape makes [them / themselves] one of the 
most beautiful creatures in the sea.

12.  12)

  This was done because many people feared that an 
unscrupulous president would take advantage of a 
lengthy term to permanently install [him / himself] in 
office.

13.  13)

  Children from nearly 100 countries met in 
Connecticut recently to learn about the environment 
and discuss ways to protect [it / them].

14.  14)

  From the viewpoint of society, monopoly leads to 
effects that are less desirable than [that / those] 
resulting from economic competition.

15.  15)

  No discovery, however, that has been made of 
recent years is likely to prove so important as [that / 
those] of atomic energy.

16.  16)

  Creating the electrical energy also creates 
environmental problems. We can't give up electricity, 
but we can control the ways we use [it / them].

17.  17)

  So they tend to skip their breakfast. But [it / they] 
won’t work well. 

18.  18)

  Some weeds don't leave anything for the garden 
plants to use. Others wrap themselves around plants 
and kill [them / themselves].

19.  19)

  Most of the work that most people have to do is 
not in  [itself / themselves] interesting, but even such 
work has certain great advantages.

20.  20)

  Only the morally weak feel compelled to defend or 
explain [himself / themselves] to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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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their
[해석]
일들이 더 좋아지기 전에 최악의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일

이 종종 있다.
[해설]
복수명사인 things를 대신 받고 있으므로 대명사의 복수형

인 their이 적절하다.

2) 
[정답] yourself
[해석]
네가 어떤 것을 하려고 시도하고 실패했을 때, 너는 너 자

신에게 하고자 했던 것을 하는데 실패한 이유를 물어 보아

야 한다.
[해석]
you have to ask  yourself는 ‘너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

다’라는 의미로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하므로 재귀대명사 

yourself가 적절하다.

3) 
[정답] It
[해석]
이 질문에 새롭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필

수적인 창조적인 활동이다. 그것은 다음 번에 성공할 기회

를 향상시킬 것이다.
[해설]
Answering this question in a new, unexpected way를 대

신 받고 있으므로 단수대명사인 It이 적절하다.

4) 
[정답] its
[해석]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

서도 이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면역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어휘]
Korea를 대신 받으므로 단수대명사인 its가 적절하다.

5) 
[정답] it
[해석]
아빠는 자동차 경주대회에 가는 것이 정상적인 가족 외출

이라고 생각했다.
[해설]
Dad thought (that) it was a normal family outing to go 
to a car racing event.에서 접속사 that이 생략된 구문으로 

가주어 it이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to go to a car 
racing event가 진주어이다. 관계대명사 which는 선행사가 

있어야 하며,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한다.

6) 
[정답] himself
[해석]
마침내,  1890년 7월 27일 일요일에 그는 총을 꺼내들고 

옥수수 밭으로 가서 자신을 쏘았다. 그의 마지막 말은 슬픔

은 계속된다는 “La tristesse durera”이었다.
[해설]
Vincent van Gogh took a gun, went into a cornfield, and 
shot himself. 문장의 주어는 Vincent vag Gogh이고, took, 
went, shot이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재귀대명사 

himself가 적절하다.

7) 
[정답] those
[해석]
Jose의 유년 시절 기억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것(기억)
과 다르다.
[해설]
childhood memories를 비교하고 있어 비교대상이 복수이므

로, 대명사 those가 적절하다.

8) 
[정답] itself
땅벌은 결코 꼭대기에 있는 탈출 수단을 보지 못하고 계속

해서 밑바닥 근처에 있는 옆면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으려고 한다. 그것은 스스로를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길

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길을 찾을 것이다.
[해설]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인이거나 동일물일 때는 재귀대명사

를 목적어로 사용해야 하므로 destroys itself 가 되어야한다

9) 
[정답] its
[해석]
홀리는 봄의 도래를 축하하는 인도의 축제이다. 비록 홀리

가 종교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것을 축하하는

데 많은 종교적인 활동이 관련된 것은 아니다.
[해설]
Holi라는 축제를 대신 받는 대명사가 들어가야 하므로 단

수인 its가 적절하다.

10) 
[정답] themselves
[해석]
내 아이들은 제법 스스로 필요한 일들을 처리할 줄 알았는

데, 왜냐하면 식료품을 구입하고, 자기들끼리 식사를 챙겨

먹으며, 세탁을 하고, 돈을 관리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었

다.
[해설]
feed는 ‘먹을 것을 주다’의 의미이므로 ‘스스로 밥을 차려먹

다’의 의미가 되려면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목적어로 재귀대명사가 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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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답] them
[해설]
불가사리는 정말로 놀라운 생물이다. 섬세한 별 모양으로 

인해 불가사리는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물 중의 하나

이다

[해설]
불가사리의 섬세한 별 모양이(주어) 불가사리를(목적어) 가

장 아름다운 바다 생물 중의 하나로 만들어준다는 의미이

므로, 주어와 목적어가 다르다. 그러므로 them이 적절하다.

12) 
[정답] himself
[해석]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도덕한 대통령이 그 자신을 

영구히 재직토록 하기 위해 긴 임기를 이용할 수도 있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행해진 것이었다.
[해설]
주어 president와 목적어가 install의 목적어가 일치하므로 

재귀대명사 himself가 적절하다.

13) 
[정답] it
[해석]
거의 100여 나라 출신의 어린이들이 환경에 대해 배우고 

환경을 보호하기위한 방법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최근에 

Connecticut에서 만났다. 
[해설]
the environment를 대신 받는 대명사가 필요하므로, 단수인 

it이 적절하다.

14) 
[정답] those
[해석]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독점은 경쟁에서 비롯되는 효과와 

비교해서 덜 바람직한 영향을 초래한다.
[해설]
than을 기준으로 의미상으로 보아 resulting from economic 
competition이 수식을 해 주는 말은 effects이므로, 형용사

구의 수식을 받는 복수대명사 those가 적절하다.

15) 
[정답] that
[해석]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원자에너지의 발견만큼 중요한 발견

으로 판명 난 발견은 없었다.
[해설]
of atomic energy의 수식을 받고 discovery를 대신 받는 대

명사가 필요하므로, 단수인 that이 적절하다.

16) 
[정답] it
[해석]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또한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우

리는 전기를 포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전기를 사용

하는 방법들은 통제할 수 있다.
[해설]
electricity를 대신 받는 대명사가 와야하므로 단수인 it이 

적절하다.

17) 
[정답] it
[해석]
그래서 그들은 아침을 거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침을 

거르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
[해설]
to skip their breakfast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와야 하므로 

단수인 it이 적절하다.

18) 
[정답] them
[해석]
어떤 잡초들은 정원의 식물들이 이용할 것을 하나도 남겨

두지 않는다. 다른 잡초들은 식물을 감싸서 그것들을 죽여

버린다.
[해설]
주어는 others이며 kill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plants를 대신 

받는 대명사가 와야 한다.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하지 않으

므로 목적격 them이 적절하다.

19) 
[정답] itself
[해석]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일의 상당량은 그 자체로

서는 재미가 없지만, 그러한 일도 어느 갱도 커다란 이점을 

지니고 있다.
[해설]
most of the work(주어)이며 전치사 in의 목적어 자리이므

로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한다. 주어인 the work에 수를 일

치시키므로 단수인 itself가 적절하다.

20) 
[정답] themselves
[해석]
도덕적으로 나약한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

호하거나 변명할 수밖에 없다고 느낀다.
[해설]
the morally weak = morally weak people이고 주어가 복수

이므로 재귀대명사 themselves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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