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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Some accidents happen [because of / because] the 
driver falls asleep.

2.  2)

  However, [because / because of] most people do 
not have much experience of seeing terrible accidents, 
these young reporters may have a strong emotional 
reaction to what they see.

3.  3)

  [Despite / Although] this place sounds like a 
make-believe land, it really does exist.

4.  4)

  Matching up the information about diet and 
movement, the researchers found that [while / during] 
the dry season some elephants ventured out of 
Samburu to eat tasty crops at a farm.

5.  5)

  [Though / Despite] zoological research there are still 
many dark areas about the life of this strange 
creature that loves sand and shallow water.

6.  6)

  Around the world, about 529,000 women a year die 
[during / while] pregnancy or childbirth.

7.  7)

 [During / While] a visit to my son and 
daughter-in-law in Orange, Texas, I commented on 
some items for sale there that weren't available in the 
small Colorado town where I lived.

8.  8)

  [Although / In spite of] the size of the job and the 
location differ, keeping a whole building and a single 
apartment clean and in good condition requires the 
same kind of work.

9.  9)

  People’s standards of living differ greatly, and some 
people are well-off [while / during] others are not.

10.  10)

  [Because / Because of] the rapid reaction of state 
and local weather watchers, most of the area’s 
residents saw the warnings on tel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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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Although / Despite] slavery ended, African 
American did not get equality.

12.  12)

  [Although / Despite] what you might think, luck 
isn't a matter of fate or destiny, according to research 
by psychologist Richard Wiseman.

13.  13)

  [While / Despite] it generally goes unnoticed, heat 
energy is continually being emitted by both people 
and the electronic devices they use, including 
computers, televisions and cell phones.

14.  14)

  [Because / Because of] the cost of energy is rising, 
the economies of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slowing down.

15.  15)

  The dummies job is to stimulate human being 
[during / while] a crash, collecting data what would 
not be possible to collect from a human occupant.

16.  16)

  [Although / Despite] a person's good looks may get 
our attention, it is not an impression that necessarily 
lasts.

17.  17)

  Henry Curtis advises, "Make your plans as fantastic 
as you like [because / because of] twenty-five years 
from now, they will not seem so special."

18.  18)

  People suffering from SAD(seasonal affective 
disorder) become depressed [while / during] the 
winter months. Their depression appears to be a 
result of the reduction in the amount of sunlight they 
are exposed to.

19.  19)

  Her father's business failed [while / during] Anita 
was in high school, so she quit school and found a 
job as a nurse's assistant in a hospital for homeless 
people. There, she became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20.  20)

  [Even though / In spite of] being a latecomer, the 
company has grown remarkably since its foundation, 
and finally has become the most profitable oil refiner 
in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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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because
[해석]
어떤 사고는 운전자가 졸아서 발생하기도 한다.
[해설] 
because of + 명사(-ing), because + 주어 + 동사 

because(접속사) the driver(주어) falls(동사) asleep.

2) 
[정답] because
[해석]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끔찍한 사고를 본 경험이 그다지 

없기 때문에 이들 젊은 기자들은 그들이 보는 것에 강한 

감정적 반응을 가질 수도 있다.
[해설]
because(접속사) most people(주어) do not have(동사) 
much experience of seeing terrible accidents

3) 
[정답] Although
[해석]
이곳이 실재하지 않는 땅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곳은 실

제로 존재한다.
[해설]
Although(접속사) this place(주어) sounds(동사) like a 
make-believe land

4) 
[정답] during
[해석]
식사와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혼합하여 연구자들은 건기 

동안 몇몇 코끼리들이 농장에 있는 맛있는 곡물을 먹기 위

해 Samburu 탈출을 감행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해설]
during(전치사) the dry season(명사) / some elephants(주
어) ventured(동사) out of Samburu to eat tasty crops at 
a farm. ‘건기 동안에’라는 의미의 ‘during the dry season’
이 전치사구를 형성하고 있다.

5) 
[정답] Despite
[해석]
동물학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모래와 얕은 물을 좋아하는 

이 기묘한 생명체의 삶에는 미지의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

다.
[해설]
Despite(전치사) zoological research(명사) there(유도부사) 
are(동사) still many dark areas(주어)의 구조로, despite 
zoological research가 전치사구를 형성하고 있다.

6) 
[정답] during
[해석]
전세계적으로 일 년에 약 529,000명의 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 중에 죽는다.
[해설]
during(전치사) pregnancy or childbirth(명사)의 구조로 전

치사구를 형성하고 있다.

7) 
[정답] During
[해석]
Texas주의 Orange에 있는 내 아들과 며느리집을 방문하는 

동안, 나는 거기서 살 몇 가지 물건을 언급했는데 그 물건

들은 내가 사는 작은 Colorado에서는 살 수 없는 것들이었

다.
[해설]
During(전치사) a visit(명사) to my son and daughter- 
in-law(전치사구) in Orange, Texas(전치사구)

8) 
[정답] Although
[해석]
비록 일의 크기와 장소는 다르지만, 주택 건물 전체와 한 

채의 아파트를 깨끗이 하고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같

은 종류의 노력이 필요하다.
[해설]
Although(접속사) the size of the job and the location(주
어) differ(동사)

9) 
[정답] while
[해석]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상당히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잘 사

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해설]
while(접속사) others(주어) are(동사) not

10) 
[정답] Because of
[해석]
주의 빠른 대응과 지역 기상 관측자들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 대부분은 TV를 통해 기상경보를 보게 되었다.
[해설]
Because of(전치사) the rapid reaction(명사) of state and 
local weather watchers(전치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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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답] Although
[해석]
비록 노예제는 없어졌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평등을 얻

지 못했다.
[해설]
Although(접속사) slavery(주어) ended(동사)의 구조이므로 

접속사인 Although가 적절하다.

12) 
[정답] Despite
[해석]
당신이 생각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자인 Richard 
Wiseman의 연구에 따르면 운은 숙명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다. 
[해설]
뒤에 명사절인 what you might think가 나오므로 전치사인 

despite가 적절하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뿐만 아니라 명사절인 의문사절과 관계대명사 What절이 올 

수도 있다.

13) 
[정답] while
[해석]
보통 눈에 띄지는 않지만 열에너지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컴퓨터, 텔레비전, 휴대전화를 포함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자기기에서 방출되고 있다.
[해설]
While(접속사) it(주어) generally goes(동사) unnoticed

14) 
[정답] Because
[해석]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가 침체

되고 있다.
[해설]
Because(접속사) the cost of energy(주어) is(동사) rising

15) 
[정답] during
그 마네킹이 하는 일은 충돌 사고 중의 사람을 모의실험하

는 것으로, 사람 탑승자로부터는 수집이 가능하지 않은 데

이터를 수집한다.
[해설]
뒤에 명사 a crash가 이어지므로 전치사 during이 적절하

다.

16) 
[정답] Although
[해석]
훌륭한 외모는 우리의 주의를 끌 수는 있으나, 반드시 지속

되는 인상은 아니다.
[해설]
뒤에 주어(a person's good look) + 동사(may get) + 목적

어(our attention) 형태의 절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접속사

인 Although가 적절하다.

17) 
[정답] because
[해석]
Henry Curtis는 “목표는 얼마든지 기막히게 멋진 것으로 세

워라. 지금부터 25년 후엔 그 목표가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충고한다.
[해설]
뒤에 주어(they)와 동사(will not seem)으로 이루어진 절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접속사인 because가 적절하다.

18) 
[정답] during
[해석]
계절적 정서 장애(SAD)를 겪는 사람들은 겨울 동안 우울해

진다. 그들의 우울증은 햇빛에 노출되는 양이 감소한 결과

로 보인다. 
[해설]
뒤에 명사구(the winter months)가 이어지므로 전치사인 

during이 적절하다.

19) 
[정답] while
[해석]
Anita는 고등학교 재학 중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해서, 학교

를 그만두고 노숙자를 위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직을 구했

다. 거기서 그녀는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해설]
뒤에 Anita(주어) was(동사) in high school(부사구)로 이루

어진 절이 이어지므로, 접속사인 while이 적절하다.

20) 
[정답] In spite of
[해석]
그 회사는 신진회사임에도  설립된 이래로 놀라울만큼 성

장해서 마침내 전국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정유회사

가 되었다.
[해설]
뒤에 명사구(being a latecomer)가 이어지므로 전치사인 In 
spite of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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