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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의 가장 큰 변수는 EBS 교재의 연계방법이 모두 간접연계로 바

뀌고 연계율도 기존의 70%에서 50%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1등급을 목

표로 하는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이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년

까지는 어휘/어법, 빈칸, 쓰기 유형에서 총 7~8문항이 EBS 교재의 지

문을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직접연계 방식을 취했지만 올해는 직접

연계 지문이 아예 없어지면서 수험생들이 느끼는 난이도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6월 모의평가에서도 이미 입증이 되었다. 이

제 읽기의 모든 지문이 처음 본 낯선 지문으로 구성되면서 진정한 독해 

능력을 갖추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간접연계가 50%로 여전

히 EBS 교재로 수능 대비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문항을 풀어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 특히 고난도 3점 문항 유형은 철저히 대비해 오답률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상위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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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의 3점 문항으로 많이 제시되는 숫자 정보 파악, 남녀의 마지막 응답 

파악, 상황에서 할 말 파악 등의 유형과, 읽기의 3점 문항인 함축의미 파

악, 대의 파악(주제, 제목), 어법/어휘. 빈칸 추론, 글의 순서 파악, 주어

진 문장의 위치 파악 등이 주목해야 할 문항에 해당한다. 그중에서도 글 

전체의 내용 파악과 메타포어가 사용된 특정 어구의 의미 파악이 결합된 

함축의미 파악 유형, 그리고 전통적으로 어려운 유형인 빈칸 추론이 특히 

주목해야 할 문항에 해당된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21번 문항〙

밑줄 친 ‘an empty inbox’가 글 속에서 의미하는 바를 묻고 있는 문항인

데, 글의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함축의미를 담고 있는 어구의 문맥상 의

미를 묻고 있어서 고난도로 분류될 수 있다. 창조적인 일을 할 때는 상당

한 기간 동안 전화기나 이메일을 꺼 놓거나 차단해 자신이 하는 일에 방

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an empty inbox가 

포함된 문장은 ‘빈 수신함(an empty inbox)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

는 것보다 사소한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이 낫다’라는 의

미이다. 여기서 ‘빈 수신함’은 다른 사람의 메일이 수신함에 쌓여 있게 하

지 않고 그것을 제때에 비운다는 의미로 그 함축의미는 ‘다른 사람의 요

구를 충족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빈 수신함이 다른 사람의 요구를 충

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함축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추론하기 위해서

는 몇 번의 사고 단계를 거쳐야 하는 고난도 문항이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31번 문항〙

작년까지는 보통 31번의 단어/어구 빈칸과 32번의 어구/동사구 빈칸이 

EBS 교재에서 직접 연계되어 부담이 덜했지만 올해부터는 직접연계가 

없어지면서 빈칸 추론 4문항을 모두 독해 실력에 의존해 풀어야 한다. 

31번의 경우 전체 빈칸 추론 문항 중에서 가장 쉬울 것이라는 편견 속에 

가볍게 임하지만 반드시 쉬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문항이 보여  

주었다. 지나치게 어려운 어휘는 없었지만 전체 글이 4문장으로 구성되어 

구문이 복잡했으며 다루고 있는 내용도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과학의 흥미롭고 중요한 측면이 되어감에 따라 수집이 그 지위를 잃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추상적이고 다소 생소했다. ‘나비 채집’이

라는 용어가 ‘한낱(mere)’라는 형용사와 함께 사용 

되어 ‘부차적인(secondary)’ 학문 

적 지위의 추구를 나타냈다는 문맥 

에서 ‘secondary’를 정답으로 찾

게 하는 문항으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

주목해야 할 문항03

중위권 학생들은 EBS 교재의 연계율과 연계방식의 변화에 상위권과는 

다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 등급을 설정한 후에 난이

도가 평이한 문항을 중심으로 철저한 학습을 통해 최대한의 점수를 확보

하는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EBS 교재가 간접연계로만 50% 

반영되고 그것도 대부분 듣기 문항과, 읽기의 대의 파악 유형과 내용 일치 

파악 유형 위주로 간접연계되기 때문에 EBS 교재를 중심으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습해 최대한 점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 빈칸과 쓰기 유형은 

EBS 교재를 포함한 다양한 교재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어휘 실력의 향상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중위권2

1)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3회 분의 모의고사 문항을 풀면서 자신이 거의 틀린 문항이 없이 강점을 

보이는 유형과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아 약점을 보이는 유형을 파악해 내

고 여기에 맞추어 여름 방학 이후의 학습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약

점을 보이는 유형의 경우 해당 분야의 문항만 다루는 문제집을 따로 구입

해 학습하는 등의 대비를 해야 한다. 

2) 실제 수능과 동일한 조건에서 모의고사를 치른다. 

실제 수능과 동일하게 듣기와 읽기 문항 시간을 부여하고 풀세트의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 보는 것이 실제 수능 시험 현장에 가서 평정심을 유

지하면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관건이 된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3) 고난도 문항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세운다.   

상위권의 경우 읽기에서 출제되는 3점짜리 7문항이 1등급을 받는 데 큰 

고난도 시크릿X 봉투모의고사  
이렇게 활용하자!02

영향을 미치므로 시크릿X 모의고사를 통해 3점 문항에 대한 자신의 실

력을 정확하게 점검한 후 추가 심화 학습이 필요한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중하위권의 경우는 다른 쉬운 문제들을 먼저 풀고 3점 문항

을 제일 마지막에 푸는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도 시크릿X 모의고사를 활

용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4) 시크릿X 킬러 문항 클리닉을 활용한다. 

고난도 문항의 경우 시크릿X 킬러 문항 클리닉을 이용해 해당 문항이 고

난도인 이유, 오답이 나온 이유, 오답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등을 잘 학

습하고 이를 3점 문항에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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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EBS 모의평가

정답과 해설

1. 정답 ②

〘소재〙 음악 무단 사용 

M: Hello, viewers. I’m Chris Powell. Thanks 
for visiting my video channel. Last month, I 
uploaded a video titled ‘Manage Your Time 
Wisely.’ Adding background music to the 
video, I used a song by the band Rockets, 
called ‘Time Is Ticking.’ Regrettably, I did 
not ask permission from the band to use their 
song in my video. And they never permitted 
their song to be used in the video. I sincerely 
apologize to the Rockets for using their song 
without their permission. In the future, I will 
make sure to always respect the rights of 
artists and obtain permission for the use of 
any copyrighted work. Thank you.

남: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Chris	Powell
입니다.	제	동영상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

니다.	지난달,	저는	‘여러분의	시간을	현명하게	관

리하라’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동영상

에	배경음악을	추가하면서,	저는	밴드	Rockets의	

‘Time	 Is	Ticking’이라는	노래를	사용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들의	노래를	제	동영상에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그	밴드로부터	구하지	않

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노래가	동영

상에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허락	

없이	그들의	노래를	사용한	것에	대해	Rockets에
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예

술가의	권리를	항상	존중하고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자신이	올린	동영상에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어휘 및 어구〙

•	permission:	허락,	허가	

•	copyrighted:	저작권	보호를	받는

2. 정답 ⑤

〘소재〙 무역 박람회 준비 

W: Good morning, Mr. Miller. 
M: Good morning, Ms. Davis. Are you leading 

the meeting this afternoon? 
W: Yes. I’m going to share my plans for our trade 

show in the fall. I think we should make some 
additions to this year’s show. 

M: Oh, really? What kind of additions? 
W: I think we should include an online exhibition 

so more people would be able to see it. 
M: An online exhibition? Hmm.... Why do you 

suggest that? 
W:	For	a	few	reasons.	First	off,	it’d	be	available	

24/7, so people could visit the show any time 
they’d like. 

M: Right. That’d be good. 
W: Also, people wouldn’t have to travel to 

attend. They’d only need their computer or 
smartphone. 

M: So it’d be really convenient. The more 
convenient it is, the more interested people 
will be in it. 

W: Absolutely. So I think having an online 
exhibition is a good way to attract more 
visitors. 

M: You have a point. I agree with you.

여:	안녕하세요,	Miller	씨.

남:	안녕하세요,	Davis	씨.	오늘	오후에	회의를	주재

하시나요?

여:	네.	가을에	있을	저희	무역	박람회에	대한	제	계

획을	공유할	거예요.	올해	박람회에	몇	가지를	추

가해야	할	것	같아요.

남:	오,	정말이요?	어떤	종류의	추가인가요?

여: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

회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	온라인	전시회요?	흠….	왜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죠?

여:	몇	가지	이유	때문에요.	우선,	언제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박람회를	방문할	수	있어요.

남:	맞아요.	그거	좋겠네요.

여:	또한	사람들은	참석하기	위해	이동할	필요가	없

을	거예요.	그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필요할	

거예요.

남:	그래서	정말	편리하겠군요.	편리하면	할수록	사

람들은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질	거예요.

여:	물론이죠.	그래서	저는	온라인	전시회를	하는	것

이	더	많은	방문객들을	끌어들이는	좋은	방법이

라고	생각해요.

남:	당신	말이	일리가	있군요.	저도	동의해요.

〘해설〙

여자는	무역	박람회에	온라인	전시회를	추가하는	것

이	더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

하고	있으므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어휘 및 어구〙

•	trade	show:	무역	박람회

•	addition:	추가

•	exhibition:	전시회	

•	24/7:	언제나,	하루	24시간	1주	7일	동안

3. 정답 ②

〘소재〙 세탁 의뢰

M: Good afternoon, Ms. Brown. 
W: You’re back, Mr. Smith! How are you 

feeling? You must’ve been pretty sick to not 
come here last week. 

M: Yeah, I had severe food poisoning, so I was in 
the hospital all last week. My assistant had to 
deal with all the clothes here. I’m okay now. 

W: That’s a relief. Good to see you again. 
M:	 Thanks.	Are	you	here	to	drop	off	that	shirt?
W: Yeah. Actually, I had it cleaned by your 

assistant while you were out, but there are 
still a few stains on the sleeves.

M: Let me take a look. [Pause] Oh, I’m really 
sorry. 

W: It’s okay. Can you just clean it again? I need 
it by Friday. 

M: Of course. I’ll clean it as soon as possible and 
have it delivered to your house by Thursday.

W: Thanks. It’s great to see you back. Have a 
good day.

M: You, too.

남:	안녕하세요,	Brown	씨.

여:	돌아오셨군요,	Smith	씨!	좀	어떠세요?	지난주에	

여기	안	오다니	많이	아프셨나	봐요.

남:	네,	심한	식중독에	걸려서	지난주	내내	병원에	있

었어요.	제	조수가	여기	있는	모든	옷을	처리해야	

했지요.	이제	나았어요.

여:	다행이네요.	다시	봬서	반가워요.

남:	고마워요.	그	셔츠를	맡기러	오신	건가요?

여:	네.	실은,	당신이	안	계신	사이에	당신의	조수에

게	세탁을	하게	했는데,	아직	소매에	얼룩이	좀	남

아	있어요.

남:	제가	한	번	볼게요.	[잠시	후]	오,	정말	죄송해요.

여:	괜찮아요.	그냥	다시	세탁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금요일까지	필요해요.

남:	물론이죠.	최대한	빨리	세탁해서	목요일까지	댁

으로	배달해	드릴게요.

여:	고마워요.	당신이	돌아와	정말	반가워요.	좋은	하

루	보내세요.

남:	당신도요.

〘해설〙

남자는	여자의	셔츠에	남아	있는	얼룩을	세탁해서	배

달해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세탁소	주인임을	알	수	있

고,	여자는	셔츠를	세탁해	달라고	맡기고	있으므로	손

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②이다.	

〘어휘 및 어구〙

•	food	poisoning:	식중독	

•	assistant:	조수	

•	stain:	얼룩

제 1 회

 정답

1 ② 2 ⑤ 3 ② 4 ④ 5 ③

6 ② 7 ⑤ 8 ④ 9 ⑤ 10 ②

11 ② 12 ⑤ 13 ① 14 ① 15 ④

16 ③ 17 ③ 18 ⑤ 19 ⑤ 20 ②

21 ④ 22 ② 23 ① 24 ① 25 ④

26 ④ 27 ⑤ 28 ④ 29 ⑤ 30 ④

31 ③ 32 ⑤ 33 ② 34 ① 35 ③

36 ⑤ 37 ② 38 ⑤ 39 ④ 40 ④

41 ④ 42 ⑤ 43 ⑤ 44 ④ 45 ④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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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답 ④

〘소재〙 도서관 자원봉사

W: Hi, Mike. I heard you’re volunteering at the 
downtown library. 

M: Yeah. I read to kids. Here’s a photo of me 
volunteering. 

W: Let me see it. [Pause] Is this a separate room 
in the library? 

M: Yeah. It’s a reading room. Before I started 
reading, the kids and I hung this picture on 
the wall. 

W: The rainbow in the picture is cool. So how do 
you choose which book to read? 

M: I have the kids choose one from the bookshelf 
under the window.

W: They must like that. Why do you have your 
hand on your forehead?

M: The story was about a fairy who had a fever, 
so I was acting. The three children sitting in 
front of me were fascinated by the story. 

W: They’re so cute! Do they always sit on the 
striped rug like that? 

M: Yeah. They have to be sitting on it for me to 
start reading. I really enjoy reading to them.

여:	안녕하세요,	Mike.	시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면서요.

남:	네.	애들한테	책을	읽어줘요.	여기	제가	자원봉사

를	하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여:	어디	봐요.	[잠시	후]	도서관에	있는	분리된	방인

가요?

남:	네.	독서실이에요.	제가	읽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과	저는	이	그림을	벽에	걸었어요.

여:	그림에	있는	무지개가	멋지군요.	그러면	어떤	책

을	읽을지	어떻게	선택하나요?

남:	아이들에게	창문	아래의	책꽂이에서	하나	고르라

고	시켜요.

여:	아이들이	좋아하겠군요.	당신은	왜	이마에	손을	

얹고	있나요?

남:	그	이야기가	열이	나는	요정에	관한	것이어서,	제

가	연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	앞에	앉아	있던	세	

명의	아이들은	그	이야기에	매료되었어요.

여:	정말	귀여워요!	그들은	항상	저렇게	줄무늬	깔개	

위에	앉나요?

남:	네.	제가	읽기	시작하려면	그들이	거기에	앉아	있

어야만	해요.	저는	그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정말	즐거워요.

〘해설〙

대화에서	세	명의	아이들이	남자의	앞에	앉아	있다고	

했지만,	그림에서	아이들은	두	명이므로,	대화의	내용

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어휘 및 어구〙

•	separate:	분리된	

•	fascinated:	매료된

5. 정답 ③

〘소재〙 농장 방문

M: Ms. Stevens. That’s a nice poster. What is it 
for? 

W: Hey, Mr. Jones. It’s for World Food Day next 
month. I’m planning to do a special activity 
with my students on that day. 

M: What are you going to do? 
W: I’d like to take my students to a local farm 

and let them harvest vegetables and make 
lunch with the vegetables.

M: Cool! Which farm are you going to? 

W: I’m not sure yet. I need to call around. Can 
you recommend one? 

M: Well, my uncle owns a small farm in the town 
of Sharon, but I’m not sure if it’ll work for 
you. 

W:	 It’d	be	great	if	I	could	visit	the	farm	first	and	
take a look. 

M: I’m going to his farm this weekend. I could 
take you there if you want. 

W: Really? 
M: Sure. I’ll be happy to. 
W: Thanks.

남:	Stevens	선생님.	멋진	포스터네요.	무엇에	쓰실	

거죠?

여:	안녕하세요,	Jones	선생님.	다음	달	‘세계	식량의	

날’을	위한	거예요.	저는	그날	학생들과	특별한	활

동을	할	계획이에요.

남:	뭘	하실	건가요?

여:	학생들을	지역	농장에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채

소를	수확하고	그	채소로	점심을	만들게	하고	싶

어요.

남:	멋지네요!	어느	농장으로	가시나요?

여: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전화해	봐야	해요.	

한	곳	추천해	주시겠어요?

남:	음,	저희	삼촌이	Sharon	마을에	작은	농장을	가지

고	계시지만,	그게	선생님께	괜찮으실지는	잘	모

르겠네요.

여:	제가	먼저	농장에	가서	구경해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남:	이번	주말에	제가	삼촌	농장에	갈	거예요.	원한다

면	당신을	거기에	데려가	줄	수	있어요.

여:	정말요?

남:	물론이죠.	기꺼이	그렇게	할게요.

여:	고마워요.

〘해설〙

남자의	삼촌이	작은	농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	여자

는	농장에	가서	구경해	보고	싶다고	하고,	이에	남자

가	이번	주말에	자신이	삼촌	농장에	간다고	하면서	여

자를	데려가	주겠다고	말했으므로,	남자가	여자를	위

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어휘 및 어구〙

•	harvest:	수확하다

6. 정답 ②

〘소재〙 중국어 회화 수업 등록

M: Hello. Welcome to the Royal Chinese 
Academy. How may I help you? 

W: Hi. How much is your intermediate level  
one-on-one Chinese conversation class?

M: It’s $20 per hour. But if you register for 10 
hours,	you	get	$10	off	the	total.	

W: Is there a bigger discount for registering for 
20 hours? 

M: I’m sorry, but there isn’t.
W: I see. Then I’ll register for 10 hours. 
M: Okay. There’s also a textbook you need to get 

for the class. 
W: All right. How much is it? 
M: It’s $20. 
W: Oh, I have a coupon code. It’s 

‘TEXTBOOK10’. Can I use it? 
M:	Yes,	you	can.	You’ll	get	10%	off	the	textbook.	

Is there anything else you need? 
W: No, that’s it. I’ll pay by credit card.

남:	안녕하세요,	Royal	Chinese	Academy에	오신	것

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중급	일대일	중국어	회화	수업은	얼

마인가요?

남:	한	시간에	20달러입니다.	하지만	10시간을	등록

하시면	총액에서	10달러가	할인됩니다.

여:	20시간을	등록하면	더	할인되나요?

남: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여:	그렇군요.	그럼	10시간	등록할게요.

남:	알겠습니다.	수업을	위해	사셔야	하는	교재도	있

어요.

여:	좋아요.	얼마예요?

남:	20달러입니다.

여:	아,	제게	쿠폰	코드가	있어요.	‘TEXTBOOK10’
입니다.	사용할	수	있나요?

남:	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교재에서	10퍼센트를	할

인해	드립니다.	그	밖에	더	필요한	건	없으신가

요?

여:	아뇨,	그게	다예요.	신용	카드로	계산할게요.

〘해설〙

한	시간에	20달러인	중국어	회화	수업을	10시간	등록

하여	총액인	200달러에서	10달러를	할인받고(190달
러),	20달러인	교재를	10퍼센트	할인받았으므로(18
달러),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②	‘208달러’이다.	

〘어휘 및 어구〙

•	intermediate:	중급의	

•	one-on-one:	일대일(의)	

7. 정답 ⑤

〘소재〙 오케스트라 연습 불참

M: Hi, Nicole. 
W: Hey, Scott. Have you gotten your violin 

repaired yet? 
M: Yes, I have. But I won’t be able to make it to 

orchestra practice today. 
W: Really? Why is that? Are you feeling sick or 

something? 
M: No, I feel okay. It’s just that I have something 

to do this afternoon.
W: Is it related to your group science project?
M:	No.	I	just	need	to	go	to	Mr.	Finker’s	office.	
W: Your math teacher, right? Why is that? 
M: I need to ask him about my midterm grade. 

I studied hard for it, but I got a pretty low 
grade.

W: That’s always disappointing. 
M:	Yeah.	So	I	want	to	find	a	way	to	improve	my	

grade. 
W: I see. I hope it works out. 
M: Thanks. I’ll make it to practice next week.

남:	안녕,	Nicole.
여:	안녕,	Scott.	네	바이올린은	벌써	수리했니?

남:	응,	했어.	하지만	오늘	오케스트라	연습에는	못	

갈	것	같아.

여:	정말?	왜?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남:	아니,	난	괜찮아.	그저	오늘	오후에	할	일이	있어

서	그래.

여:	너희	그룹의	과학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니?

남:	아니.	Finker	선생님	교무실로	가야	할	뿐이야.

여:	너희	수학	선생님이지,	그렇지?	왜?

남:	내	중간고사	성적에	대해	선생님께	여쭤봐야	해.	

나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꽤	낮은	점수를	받았어.

여:	그건	항상	실망스럽지.

남:	그래.	그래서	나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

고	싶어.

여:	그렇구나.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남:	고마워.	다음	주	연습에는	갈게.

〘해설〙

남자는	Finker	선생님	교무실로	가서	선생님께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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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	성적에	대해	여쭤봐야	한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오케스트라	연습에	갈	수	없는	이유는	⑤이다.

〘어휘 및 어구〙

•	repair:	수리하다	

•	make	it:	(모임	등에)	가다,	참석하다	

•	work	out:	좋은	결과가	있다,	잘	풀리다

8. 정답 ④

〘소재〙 오페라 공연

M: Honey, what shall we do this weekend? 
W: How about going to an opera? I just got an 

email about a showing of The Magic Flute.
M: Great idea! That’s a Mozart opera, right? 

Where is it playing? 
W: At the City Opera House. 
M: I love seeing performances there. Is there an 

evening showing? 
W: Yeah. There’s one at 6 p.m. on Saturday and  

6 p.m. on Sunday. Let’s go to the Saturday one. 
M: Sounds good. Is it in English? 
W: No. The singing is in German, but there are 

English subtitles. 
M: Okay. Do you know who the lead female 

performer is? 
W: Yeah. Guess who? Anna Cho! 
M: That’s incredible! She’s one of our favorites. 

She has such a strong, beautiful voice. 
W: I know. Let’s reserve tickets now.

남: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뭐	할까요?

여:	오페라에	가는	건	어때요?	방금	‘마술	피리’	상연

에	관한	이메일을	받았어요.

남:	좋은	생각이에요!	모차르트의	오페라죠,	그렇죠?	

어디에서	공연하나요?

여:	City	Opera	House에서요.

남:	난	거기서	공연을	보는	게	정말	좋아요.	저녁	상

연이	있나요?

여:	네.	토요일	오후	6시와	일요일	오후	6시에	있어

요.	토요일	걸	보러	갑시다.

남:	좋은	생각이에요.	영어로	공연하나요?

여:	아뇨.	노래는	독일어로	하지만,	영어	자막이	있어요.

남:	알았어요.	주역	여가수가	누군지	알아요?

여:	네.	누군지	맞춰	보실래요?	Anna	Cho예요!

남:	믿어지지	않는군요!	그녀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

는	사람	중	한	명이잖아요.	그녀는	매우	강렬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어요.

여:	맞아요.	지금	표를	예매합시다.

〘해설〙

공연장(City	Opera	House),	공연	일시(토요일	오후	

6시와	일요일	오후	6시),	공연	언어(독일어),	주역	여

가수(Anna	Cho)는	언급되었지만,	관람료는	언급되

지	않았으므로,	The Magic Flute에	관해	언급되지	않

은	것은	④이다.

〘어휘 및 어구〙

•	subtitle:	(주로	복수로)	자막	

•	incredible: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	않는

9. 정답 ⑤

〘소재〙 기후 박물관 인턴십 프로그램

W: Hello, listeners. I’m Deborah Cox from  
the Green City Climate Museum. Are you a 
young person who’s passionate about solving 
the climate crisis? If so, 2021 Green City 
Climate Museum Internship Program is for 
you. In the  program, interns explore a variety 
of projects about the climate crisis. There’s a 

 special discussion on deforestation of tropical 
forests. Interns also make educational 
resources for the museum. Our experienced, 
dedicated team supports and mentors the 
interns throughout the program. It’s open to 
all high school students. Previous experience 
related to climate change is not required. The 
program starts on October 4th and continues 
for	two	months.	Internship	spots	fill	up	quickly,	
so visit www.greencityclimatemuseum.org to 
apply now!

여: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Green	City	기
후	박물관의	Deborah	Cox입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열정적인	청소년이신가요?	그렇다

면,	2021	Green	City	기후	박물관	인턴십	프로그

램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인턴들은	기후	위기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탐

색합니다.	열대우림의	삼림벌채에	대한	특별	토

론이	있습니다.	인턴들은	또한	박물관을	위한	교

육	자료를	만듭니다.	우리의	경험	많고	헌신적인	

팀이	프로그램	내내	인턴들을	지원하고	멘토링합

니다.	그것은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

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전	경험이	필요하

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10월	4일에	시작하여	

두	달간	계속됩니다.	인턴십	자리는	빨리	채워지

므로,	www.greencityclimatemuseum.org를	방

문하여	지금	신청하세요!

〘해설〙

프로그램은	10월	4일에	시작하여	두	달간	계속된다

고	했으므로,	 2021	Green	City	Climate	Museum	

Internship	Program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은	⑤이다.	

〘어휘 및 어구〙

•	deforestation:	삼림벌채	

•	dedicated:	헌신적인	

•	previous:	이전의

10. 정답 ②

〘소재〙 거울 구입

M: Good morning. How may I help you? 
W: Hi, I’m looking for a bathroom mirror. 
M: All right. Let me show you what we have. 

They’re right over here. [Pause] We just got 
this octagon one in this week. 

W: It’s nice, but not the shape I want. 
M: Okay. What size are you looking for? 
W: It needs to be at least 20 inches long. 
M:	All	 right.	 Then	 these	 three	 fit	 your	 size	

requirement. 
W: This one’s too expensive, though. I need to 

keep it under $250. 
M: Then it comes down to these two. Since this 

one has a brighter frame, it’ll brighten up 
your bathroom. 

W: Good point. Then I’ll take that one.

남: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화장실	거울을	찾고	있어요.

남:	알겠습니다.	저희에게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

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잠시	후]	이번	주에	이	

팔각형	거울이	막	들어왔습니다.

여:	좋긴	한데,	제가	원하는	모양은	아니에요.

남:	알겠습니다.	어떤	크기를	찾으세요?

여:	적어도	길이가	20인치는	되어야	해요.

남: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당신의	크기

에	관한	요구	조건에	맞는군요.

여:	하지만	이건	너무	비싸요.	250달러	아래로	유지

해야	해요.

남:	그러면	이	두	가지로	좁혀지네요.	이	제품은	프레

임이	더	밝기	때문에,	손님의	화장실을	밝게	해	줄	

겁니다.

여:	좋은	지적이네요.	그럼	그걸로	할게요.

〘해설〙

팔각형	모양이	아니고,	길이가	적어도	20인치이면서,	

250달러	아래이고,	프레임이	더	밝은	것을	골랐으므

로,	여자가	구입할	거울은	②이다.

〘어휘 및 어구〙

•	octagon:	팔각형

•	requirement:	요구	조건

11. 정답 ②

〘소재〙 문화 회관 공연

M: Julie, did you know that there are concerts 
by local artists every week at the community 
center?

W: Yeah, I read about it in the city newsletter. 
Anne	Mansfield	is	performing	this	Saturday.	

M: Wow! We should go to that! Would you like 
to check it out? 

W: I can’t. I have other plans on Saturday.

남:	Julie,	매주	문화	회관에서	지역	예술가들의	콘서

트가	열린다는	거	알고	있었어?

여:	응,	시	소식지에서	그것에	대해	읽었어.	이번	토

요일에	Anne	Mansfield가	공연을	해.

남:	와!	우리	거기	가야지!	가볼래?

여:	그럴	수	없어.	토요일에	다른	계획이	있어.

〘해설〙

남자는	여자에게	토요일에	문화	회관에서	열리는	공

연에	가겠느냐고	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그럴	수	없어.	토요일에	

다른	계획이	있어.’이다.	

①	아니.	누가	공연하는지	몰라.	

③	물론이지.	그녀와	함께	공연하게	되어	영광이야.	

④	모르겠어.	나는	시	소식지를	읽지	않았어.	

⑤	그러고	싶어.	너의	콘서트에	초대해	줘서	고마워.	

〘어휘 및 어구〙

•	local:	지역의	

•	newsletter:	소식지	

•	check	out:	(흥미로운	것을)	살펴보다[보다]

12. 정답 ⑤

〘소재〙 별장 구입

W: Jim, have you decided whether or not you’re 
going to buy a cabin? 

M: I’m still thinking about it. I’m trying to 
consider all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W: It’ll be helpful to talk to someone who 
actually has a cabin. Kevin and Stella have 
one on Lake Albert. 

M: Oh, really? Then I’ll ask them about the pros 
and cons.

여:	Jim,	별장을	살	건지	말	건지	결정했어요?

남:	아직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장점

과	단점을	고려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	실제로	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도

움이	될	거예요.	Kevin과	Stella가	Albert	호숫가

에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남:	오,	정말요?	그러면	그들에게	장단점에	대해	물어

볼게요.

〘해설〙

별장을	살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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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하고	있다는	남자에게	여자는	실제로	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하

면서	Kevin과	Stella가	별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주

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⑤	‘오,	정말요?	그러면	그들에게	장단점에	대해	

물어볼게요.’이다.	

①	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러면	전	별장을	사지	않

을게요.	

②	저를	믿어요.	그들은	부동산에	매우	경험이	많아요.	

③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제가	그들의	

별장을	이용하도록	하지	않을	거예요.	

④	확실한가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별장을	

팔	것	같지	않아요.	

〘어휘 및 어구〙

•	cabin:	(작은)	별장,	오두막집

•	disadvantage:	단점

•	pros	and	cons:	장단점

13. 정답 ①

〘소재〙 오래된 서류 정리

W: Elliot, look at this stack of old documents I 
have. 

M: So much paper. 
W: Isn’t it? I’d like to use less paper. 
M: That’s the trend these days. There are a lot of 

digital storage options. 
W: I know. It’s much more convenient and 

environmentally-friendly than paper. 
M: Yeah. Nowadays, I pay all my bills online. 
W: So you don’t get any bills in the mail? 
M: Nope. They’re all sent to my email. I just 

store them in the cloud. It saves so much 
space. 

W: Sounds nice. Do you think it’s safe? 
M: Yes. The cloud service I use guarantees 

protection. 
W: I should do that. Then I could get rid of all 

these old papers. 
M: You’re just going to throw them away? 
W: No. I’ll scan them all and store them digitally. 

Then I’ll shred all of these.
M: Okay, but be careful. You may still need the 

original paper copy of some of the things. 
The	last	thing	you	want	to	do	is	find	out	you	
need	it	five	years	later.

W: Good point. I’ll consider that before shredding 
the papers.

여:	Elliot,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오래된	서류	더미	좀	

보세요.

남:	종이가	정말	많군요.

여:	그렇지	않나요?	종이	사용을	줄이고	싶어요.

남:	그게	요즘	추세이지요.	디지털	저장	선택권이	많

이	있어요.

여:	맞아요.	종이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환경	친화적

이지요.

남:	네.	요즘	저는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다	지불해요.

여:	그럼	우편으로	청구서가	오지	않나요?

남:	예.	모두	제	이메일로	와요.	저는	그저	그것을	클

라우드에	저장해두죠.	그렇게	하면	공간을	많이	

절약해요.

여:	좋군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남:	네.	제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보안을	보

장해요.

여:	나도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러면	이	오래된	서류

들을	모두	없앨	수	있을	거예요.

남:	그것들을	그냥	버릴	건가요?

여:	아니요.	전부	스캔해서	디지털로	저장해	놓을	거

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들을	다	파쇄할	거예요.	

남:	네,	하지만	조심해요.	여전히	어떤	것들은	종이로	

된	원본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가장	하고	싶지	않

은	게	5년	후에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	좋은	지적이에요.	서류를	파쇄하기	전에	그것을	

고려할게요.

〘해설〙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려는	여자에게	남자는	디지털	

저장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여자는	오래된	서류들

을	전부	스캔해서	디지털로	저장한	후	종이	서류를	모

두	파쇄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남자가	어떤	것들은	

나중에	종이로	된	원본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①	‘좋은	지적이에요.	서류를	파쇄하

기	전에	그것을	고려할게요.’이다.	

②	제	잘못이에요.	제가	지금	바로	원본	서류를	찾으

러	갈게요.	

③	동의해요.	모든	것을	파쇄하면	불필요한	수고를	

덜	수	있죠.	

④	바로	그거예요.	거의	어디에서나	그리고	언제나	청

구서를	지불할	수	있어요.	

⑤	맞아요.	제	디지털	파일을	반드시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게요.

•	디지털	저장과	서류	파쇄의	장단점에	관한	내

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디지털	저장에	관한	남자의	마지막	말을	잘못	

이해하면	③을	답으로	고를	가능성이	있다.		

•	남자는	디지털	저장을	권장하면서도	종이로	된	

원본이	필요할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하

고	있으므로,	이를	들은	여자가	할	말이	무엇일

지를	추론해	보아야	한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어휘 및 어구〙

•	stack:	더미,	무더기	

•	storage:	저장	

•	environmentally-friendly:	환경	친화적인	

•	guarantee:	보장하다	

•	get	rid	of:	~을	없애다	

•	shred:	파쇄하다,	(갈가리)	자르다

14. 정답 ①

〘소재〙 텔레비전 프로그램 자문위원 섭외

[Cell phone rings.]
W: Hello, Professor Jackson? This is Linda Davis 

from TBC Broadcasting Station. I’m a writer 
for a program titled “Science Is Everywhere.” 

M: Oh, yes. Ms. Miller said you’d call. 
W: Yes. She recommended you to me. Are you 

available now?
M: Yes, but I have a graduate class to teach in 20 

minutes. 
W: Oh, okay. Then I’ll make it quick. “Science is 

Everywhere”	is	a	show	that	explains	scientific	
theories in an easy and fun way. Comedian 
Ben Johnson will be the host of the show.

M: I’m a big fan of his. 
W: Great. I’d like to ask if you could take an 

advisory role in the show. 
M: Umm, what will I be doing exactly? 
W: I’ll send you show scripts prior to shooting. 

And	you’ll	check	for	scientific	errors	 in	 the	
explanations and make suggestions. 

M: I see. How often will I receive scripts? 
W: About every two weeks. I’ll send you two 

scripts at a time. 

M: Okay. Do I have to go to the broadcasting 
station? I have many classes to teach. 

W: Not at all. It’ll all be done remotely, online. 
M: Great. Then I’d be happy to work on the show 

as an advisor.

[휴대전화가	울린다.]

여:	안녕하세요,	 Jackson	 교수님?	 저는	 TBC	 방
송국의	 Linda	 Davis입니다.	 저는	 ‘Science	 is	
Everywhere’라는	제목의	프로그램	작가입니다.

남:	오,	네.	Miller	선생님이	당신이	전화하실	거라고	

했어요.

여:	네.	그	분이	당신을	추천해	주셨어요.	지금	시간	

있으세요?

남:	네,	하지만	20분	후에	가르쳐야	할	대학원	수업이	

있어요.

여:	오,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할게요.	 ‘Science	 Is	
Everywhere’는	과학	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코미디언	Ben	Johnson이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될	거예요.

남:	전	그의	열렬한	팬이에요.

여:	잘됐네요.	그	프로그램의	자문	역할을	맡아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남:	음,	제가	정확히	뭘	하게	되나요?

여:	제가	촬영	전에	대본을	보내	드릴게요.	그리고	교

수님은	설명에서	과학적	오류를	확인하고	제안을	

해	주시게	될	거예요.

남:	그렇군요.	대본을	얼마나	자주	받게	되나요?

여:	2주에	한	번	정도요.	한	번에	대본	두	개씩	보내드

릴게요.

남:	알았어요.	제가	방송국에	가야	하나요?	제가	수업

이	많거든요.	

여: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두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하게	될	거예요.

남:	좋아요.	그러면	기꺼이	그	프로그램에서	자문위

원으로	활동할게요.	

〘해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작가인	여자가	남자에게	자문	

역할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자	남자가	수업이	많다고	

하면서	자신이	방송국에	가야	하는지	묻는다.	이에	여

자는	모든	것이	원격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

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좋아요.	그러면	기꺼이	그	프로그램에서	자문위원

으로	활동할게요.’이다.	

②	사양하겠어요.	저는	대면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온

라인으로	가르치는	것을	더	좋아해요.	

③	네.	제가	그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④	알겠어요.	방송국은	여기서	멀지	않아요.

⑤	멋져요.	수정된	대본을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	텔레비전	프로그램	작가인	여자와	교수가	나누

는	생소하고	긴	대화를	듣고	상황을	정확히	파

악하기가	쉽지	않다.	

•	여자가	남자에게	어떤	역할을	부탁하고	있는

지를	잘못	이해하면	③을	답으로	고를	가능성

이	있다.	

•	방송	프로그램의	자문	역할을	맡아	달라고	부

탁하는	여자에게	남자는	수업이	많다고	하면서	

방송국에	직접	가야	하는지를	물었고,	이에	여

자는	방송국에	올	필요가	전혀	없다고	대답하

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남자가	할	말로	가

장	적절한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어휘 및 어구〙

•	theory:	이론	

•	host:	진행자;	진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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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isory:	자문의	

•	shooting:	촬영	

•	remotely:	원격으로	

15. 정답 ④

〘소재〙 부동산 매도

W: Harry wants to sell his house, so he calls a 
real estate agency. Kathryn is the real estate 
agent who answers Harry’s call. They set up 
a time for Kathryn to visit Harry’s house to 
take pictures, discuss the asking price, and get 
information to upload on real estate websites. 
A few days after Kathryn’s visit, someone 
contacts	 her	 and	makes	 an	 offer	 just	 under	
Harry’s asking price. Kathryn calls Harry to 
tell	him	about	the	offer.	Excited	but	also	a	bit	
disappointed, Harry’s not sure what to do. 
The	offer	is	under	his	asking	price,	but	he’s	
worried	that	he	may	not	get	another	offer	that	
high. So he asks Kathryn for advice. Kathryn 
thinks	 the	 offer	 is	 below	market	 value.	 So,	
she wants to tell Harry that he should take a 
risk	and	wait	until	he	receives	a	higher	offer.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Kathryn most 
likely say to Harry?

여:	Harry는	자신의	집을	팔고	싶어서	부동산	중개

업체에	전화를	합니다.	Kathryn은	Harry의	전화

를	받는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그들은	Kathryn
이	Harry의	집을	방문해	사진을	찍고,	호가를	논

의하고,	부동산	웹사이트에	올릴	정보를	얻기	위

해	시간을	정합니다.	Kathryn이	방문한	뒤	며칠	

후,	누군가가	그녀에게	연락하여	Harry의	호가	

바로	아래의	가격으로	제안을	합니다.	Kathryn은	

Harry에게	전화해서	그	제안에	대해	이야기합니

다.	들뜨면서도	약간	실망한	Harry는	어떻게	해

야	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	제안은	그의	호가

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는	그만큼	높은	(가격의)	

다른	제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

서	그는	Kathryn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Kathryn
은	그	제안이	시장	가치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그녀는	Harry에게	모험을	해	보고	더	높

은	(가격의)	제안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Kathryn은	

Harry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해설〙

집을	팔려는	Harry에게	자신이	팔려고	하는	가격보

다	낮은	가격의	제안이	들어온	상황이다.	부동산	중

개인인	Kathryn은	Harry에게	더	높은	가격의	제안

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	하므

로,	Kathryn이	Harry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더	나은	제안을	위해	버

티세요.’이다.	

①	당신이	원하는	제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②	더	경쟁력	있는	제안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③	(가격이)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높으니까	받아들

이는	게	어때요?	

⑤	제	생각에는	당신이	기다리다가	더	많은	돈을	그에

게	줘야	할	것	같아요.	

•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집을	매도하는	익숙하

지	않은	상황에	대한	담화를	듣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	그만큼	높은	(가격의)	다른	제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한다는	마지막	부분의	상황	설명을	

듣고	③을	답으로	고를	가능성이	있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	제안된	가격에	대해	시장	가치	이하라고	생각

하면서,	모험을	해	보고	더	나은	제안을	기다

려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지를	추론해	

보아야	한다.

〘어휘 및 어구〙

•	real	estate:	부동산	

•	asking	price:	호가,	팔려는	사람이	원하는	가격

•	market	value:	시장	가치

[16∼17] 정답 16. ③ 17. ③

〘소재〙 동물의 감각 자극 감지

M:	Hello,	students.	Last	class,	we	talked	about	
some	 types	 of	 animal	 behavior.	 So	 today	
we’re	going	to	discuss	the	starting	point	for	
behavior:	sensory	stimulation.	Specifically,	
we’ll	 learn	 how	 animals	 detect	 it.	 Firstly,	
many	animals	use	vision.	They’re	sensitive	
to	 different	 ranges	 of	 the	 spectrum	 than	
humans.	For	example,	bees	see	in	ultraviolet	
but	 are	 less	 sensitive	 to	 red.	 Secondly,	
some	 animals	detect	heat	using	 their	 skin.	
Snakes	can	‘see’	in	the	dark	thanks	to	protein	
channels	activated	by	heat	from	 the	bodies	
of	 their	 prey.	 Thirdly,	 there	 are	 animals	
that	use	their	sense	of	touch.	Cats	use	their	
whiskers	 to	 detect	 very	 faint	 vibrations	
caused	by	the	changes	in	air	currents,	which	
let	 them	 know	 that	 there’s	 something	 in	
their	path.	Finally,	some	animals	use	 their	
sense	 of	 smell.	Dogs	 are	 known	 for	 their	
good	 sense	 of	 smell.	They	 devote	 lots	 of	
brainpower	to	interpreting	smells.	Now	let’s	
watch	a	video	about	some	of	the	senses	that	
animals	have	but	humans	don’t.

남: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지난	수업에서,	우리는	

몇	가지	종류의	동물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

다.	그래서	오늘은	행동의	출발점,	즉	감각	자극

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는	동물이	어떻게	그것을	감지하는지	배울	것입니

다.	첫	번째로,	많은	동물이	시력을	사용합니다.	

동물은	인간과	달리	다른	범위의	스펙트럼에	민

감합니다.	예를	들어,	벌은	자외선	안에서	보지만	

빨간색에는	덜	민감합니다.	두	번째로,	몇몇	동물

은	피부를	이용해	열을	감지합니다.	뱀은	먹잇감

의	몸에서	나오는	열에	의해	활성화된	단백질	통

로	덕분에	어둠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로,	촉각을	이용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수염을	사용하여	기류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아

주	희미한	진동을	감지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가

는	길에	무언가가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마지막

으로,	몇몇	동물은	후각을	사용합니다.	개는	뛰어

난	후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력의	많

은	부분을	냄새를	해석하는	데	쏟습니다.	이제	동

물들은	가지고	있지만	인간에게는	없는	몇몇	감

각에	대한	비디오를	봅시다.

〘해설〙

16.	동물이	어떻게	감각	자극을	감지하는지	배울	것

이라고	하면서	다양한	동물이	감각	자극을	받아들이

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동물이	감각	자극을	감

지하는	방법’이다.

①	동물	감각의	진화

②	동물의	감정	표현	

④	동물이	인간과	소통하는	방법

⑤	동물이	사람보다	더	민감한	이유

17.	벌,	뱀,	고양이,	개는	언급되었으나	곰은	언급되

지	않았다.	따라서	언급된	동물이	아닌	것은	③이다.

〘어휘 및 어구〙

•	sensory:	감각의

•	stimulation:	자극

•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명확히	

•	detect:	감지하다	

•	vision:	시력

•	activate:	활성화하다	

•	whisker:	(고양이	따위의)	수염	

•	faint:	희미한	

•	vibration:	진동

•	devote	~	to	...:	~을	…에	쏟다

18. 정답 ⑤

〘소재〙 극단의 회원 자격 갱신

〘해석〙  

Parker	씨께,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Morning	Dew	극단의	회원

이라는	즐거움을	누려왔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	

모든	프로그램,	콘서트,	다른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

는	것을	즐겼고,	우리	자신의	자리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겠

지만,	내년에는	회원	자격을	갱신하지	못할	것	같습니

다.	우리는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극단은	우리가	우리	

예산에서	절대	삭감하고	싶지	않았던	것	중	하나였다

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가	극장의	

엄선된	행사에	계속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결국	다시	

한	번	회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Liza	Proctor	드림	

〘해설〙  

지난	10년	동안	Morning	Dew	극단의	회원이었지만,	

증가하는	경비	문제로	내년	회원	자격	갱신을	하지	못

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있으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구문〙  

■	We	 have	 enjoyed	 attending	 all	 of	 the	 shows,	
concerts,	 and	 other	 special	 events	 during	 that	
time,	and	 it	was	very	nice	[to	have	a	seat	we	
could	call	our	own].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는	내용상의	주어이다.	

■	Please	understand	 [that	 the	Theater	Guild	was	
one	of	 the	 last	 things	 {we	wanted	 to	cut	from	

our	budget}].	
	[	 ]는	understan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이고,	그	안의	{	 }는	the	last	things를	수식하는	관

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	renew:	갱신하다	

•	fixed	income:	고정	수입	

•	expense:	경비,	지출	

•	budget:	예산	

•	eventually:	결국

19. 정답 ⑤

〘소재〙 공항에서 도망친 개 Boris

〘해석〙  

Barbara는	자신의	네	살짜리	개	Boris를	데리러	La	
Guardia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다.	Barbara는	경력을	

더	쌓기를	바라며	1주일	전에	New	York으로	이사했

고,	Boris는	Florida의	친구와	함께	뒤에	남았다.	이

제	그녀는	Brooklyn의	새	아파트에	정착했으므로,	

Barbara는	자기	최고의	네	발	달린	친구를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건	나에게	완벽한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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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이야.’라고	항공사	수하물	카운터에	줄을	서서	기

다리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항공사	직원

이	Barbara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사고가	

생겼다고	말했다.	하역	중에	Boris의	운반	용기가	열

렸고	그가	탈출했다는	것이었다.	몇몇	수하물	담당자

와	공항	경찰이	분주한	활주로를	가로지르고	휴가	여

행객들로	몹시	붐비는	터미널을	통과해	겁에	질린	개

를	뒤쫓았다.	그러나	Boris는	그들	모두를	교묘히	피

했고,	이제	그	개는	묶여	있지	않은	채	인근	Queens
의	어딘가로	도망치고	있었다.	그녀는	Boris의	안전

이	걱정되었다.	

〘해설〙  

1주일	전에	New	York으로	이사하는	동안	자신의	개	

Boris를	친구에게	맡겨두었던	Barbara는	기쁜	마음으

로	Boris를	데리러	공항으로	갔는데,	하역	중에	운반	

용기가	열려서	Boris가	인근	Queens의	어딘가로	도

망쳤다는	말을	듣고	Boris의	안전이	걱정되었다는	내

용의	글이므로,	Barbara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기대에	찬	→	걱정하는’이다.	

①	슬픈	→	만족한	

②	지루한	→	신이	난	

③	후회하는	→	감사해	하는	

④	자신감	있는	→	혼란스러운	

〘구문〙  

■	Barbara	 had	 moved	 to	 New	 York	 one	 week	
previously,	[hoping	to	further	her	career],	while	
Boris	stayed	behind	with	a	friend	in	Florida.	

	 [	 ]는	주어인	Barbara를	의미상의	주어로	하는	

분사구문이다.	

■	Several	baggage	handlers	and	airport	police	had	
chased	the	frightened	dog	across	busy	runways	
and	through	a	terminal	[jam-packed	with	holiday	
travelers].

	[	 ]는	a	terminal을	수식하는	형용사구이다.	

〘어휘 및 어구〙

•	wait	in	line:	줄을	서서	기다리다	

•	baggage:	수하물	

•	offloading:	하역,	짐	내리기	

•	chase:	뒤쫓다	

•	runway:	(공항의)	활주로	

•	jam-packed:	몹시	붐비는	

•	loose:	묶여[매여]	있지	않은,	풀린

20. 정답 ②

〘소재〙 의사결정 지침 내에서의 자율성 부여

〘해석〙  

혁신가는	자율적이어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	그들은	

혁신하기를	원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그들	나름의	방

식으로	하기를	원한다.	가능한	범위까지	그들이	자기	

머리를	가지게[자율적이게]	해야	한다.	그러나	어떻

게	하면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전언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건	가능하다.	Rosabeth	Moss	
Kanter는	Harvard Business Review	기고문에서	유

용한	제안을	한다.	관리될	수	있는	자율성을	원한다

면,	사람들을	위해	결정을	내려	주기보다는	그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론을	주라.	내가	지금까지	사용

해왔던	것들에는	사람들에게	그	결정이	중요한	이유

를	가르치고,	한도를	설정하고,	여러분이	언제	개입할

지에	합의하고,	그들이	하는	행동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의사결정	지

침을	따른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전략적	방향을	따르

면서도	독립적일	수	있다.	한	가지	경고할	사항이	있

다.	그들이	여러분의	지침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자

신이라면	똑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더라

도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자율성의	정의이다,	그렇지	않은가?	

〘해설〙  

혁신가는	자율적인	상태에서	혁신하기를	원하고	여

러분은	그	자율성을	원한다면,	혁신가에게	의사결정	

지침	내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라는	

내용의	글이므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구문〙  

■	If	you	want	autonomy	[that	can	be	managed],	
give	people	a	methodology	for	decision-making	
rather	than	making	the	decisions	for	them.

	[	 ]는	autonomy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Ones	[I	have	used	in	the	past]	include	[teaching	
people	why	the	decision	is	important],	[setting	
parameters],	[agreeing	when	you	will	intervene],	
and	[providing	a	methodology	to	assess	the	risk	
of	their	actions].

	첫	번째	[	 ]는	On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	 ]는	includ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다.	

〘어휘 및 어구〙

•	innovator:	혁신가	

•	autonomous:	자율적인	

•	on	one’s	own	 terms: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

으로	

•	extent:	범위	

•	deliver:	(전언을)	전달하다	

•	article:	기고문,	글	

•	autonomy:	자율성	

•	methodology:	방법론	

•	intervene:	개입하다	

•	assess:	평가하다	

•	guideline:	지침	

•	strategic:	전략적인

•	live	with:	~을	감수하다	

•	outcome:	결과	

•	definition:	정의

21. 정답 ④

〘소재〙 어떤 것에 익숙해지는 것의 끔찍한 결과

〘해석〙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어떤	것에	익숙해지는	것의	

불리한	면은	야생동물	관리의	격언으로	깔끔하게	요

약되는데,	즉	‘먹을	것을	준	곰은	죽은	곰이다.’	많은	

큰	주립공원과	국립공원을	배회하는	그	대형	포식자

들은	모두	캠핑객과	그들이	부주의하게	저장해	둔	음

식에	너무	익숙해	질	수	있고,	그	때문에	위험한	마주

침,	공격,	그리고	적응된	그	동물의	파괴가	초래될	수

도	있다.	그리고	또한,	야생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

내는	특정한	사람들도	보통	매우	흥분을	유발하는	대

형	야생	동물의	존재에	적응할	수	있다.	2010년	6월,	

노련한	식물학자이자	야외	활동가인	Erwin	Evert는	

마취제를	맞은	‘골칫거리	곰’	한	마리를	먼	지역에	막	

풀어주었다는	경고와	신호를	무시한	후,	Yellowstone	
국립	공원	근처의	회색곰에	의해	살해당했다.	예측에

서	벗어난	이	적응의	예에	망연자실한	채	충격에	빠

진	한	친구는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덫이	있는	곳으

로	걸어가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

가	왜	그랬는지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

무도	없다.”	

〘해설〙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의	불리한	

면을	야생동물	관리	격언의	제시를	통해	말하고	있는	

글로,	밑줄	친	부분은	‘사람에게서	먹을	것을	얻어먹

는	곰은	죽은	곰’이라는	내용이다.	밑줄	친	부분	이후

에	제시되고	있는	내용은	첫째,	곰이	사람에게서	먹을	

것을	얻어먹어	사람에게	너무	익숙해지면	그	동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둘째,	야생에	너무	익숙해진	노

련한	식물학자이자	야외	활동가인	Erwin	Evert가	골

칫거리	곰	한	마리가	먼	지역에서	풀려났다는	경고와	

신호를	무시한	후	그	곰에게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기술을	통해,	사람에게서	먹을	것을	얻어먹은	

곰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과,	그와	마찬가지로	야생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	역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

고	있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지나친	익숙함은	무감각을	불러오고	

그것은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이다.	

①	사람에게서	먹을	것을	받는	동물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②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멸종된	동물은	결코	살

아	돌아오지	않는다.	

③	야생에서는	포식자의	움직임에	대한	빠른	적응이	

필요하다.	

⑤	야생에서의	생존은	효과적인	먹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전부이다.	

〘구문〙  

■	The	downside	of	getting	used	to	something	[we	
shouldn’t]	 is	 neatly	 summed	 up	 by	 an	 axiom	

from	 wildlife	 management:	 “A	 fed	 bear	 is	 a	
dead	bear.”	

	[	 ]는	something을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뒤에는	

get	used	to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Then,	 too,	certain	people	[who	spend	a	 lot	of	
time	in	wild	places]	can	adapt	to	the	normally	
highly	arousing	presence	of	large	wild	animals.	

	[	 ]는	certain	peopl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	downside:	불리한[덜	긍정적인]	면	

•	get	used	to:	~에	익숙해지다	

•	neatly:	깔끔하게	

•	sum	up:	~을	요약하다	

•	management:	관리	

•	predator:	포식자	

•	roam:	배회하다	

•	encounter:	마주침	

•	adapt:	적응하다	

•	destruction:	파괴	

•	arouse:	흥분을	유발하다	

•	presence:	존재	

•	botanist:	식물학자	

•	outdoorsman:	야외	활동가	

•	grizzly	bear:	(북미·러시아	일부	지역에	사는)	회

색곰	

•	drugged:	마취제를	맞은	

•	stun:	망연자실하게	하다

22. 정답 ②

〘소재〙 철새의 이동 경로 결정

〘해석〙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계절이	바뀜에	따라	다른	곳으

로	날아가고	싶은	충동이	새의	유전자에	있다고	믿는

다.	나에게	이것은	새들이	그것들	스스로	어디로	언

제	날아갈지	결정할	수	없어서,	사전에	프로그램화된	

코드에	반응하여	작동하는	어떤	종류의	생물학적	자

동	장치처럼	들리게	한다.	그러나	에스토니아의	과학

자	Kalev	Sepp과	그의	동료	Aivar	Leito가	발견한	것

처럼,	그것들이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인

다.	1999년	이후,	Sepp과	Leito는	두루미의	이동	경

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그것들의	서식지에서	온	무수

한	두루미에	무선	송신기를	달았다.	과학자들에게	놀

랍게도,	그들은	수년에	걸쳐	새들이	세	가지	다른	경

로	사이에서	전환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경

로가	유전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것은	또한	과학자들이	그때까지	지녔던	

또	다른	이론인	두루미들이	더	나이든	새들로부터	경

로를	배운다는	것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든,	

Sepp은	새가	함께	모여서	좋은	번식지와	먹이를	찾을	

2021고난도시크릿X 봉투모의_영어(답)(ok).indd   7 2021-09-01   오후 7:09:06



- 8 -정답과 해설 <제1회> 영어 영역

수	있는	최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	

논의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해설〙  

에스토니아의	과학자	Kalev	Sepp과	그의	동료	Aivar	
Leito의	연구에	따르면,	철새	두루미의	이동	경로는	

유전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모여	논의

하여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구문〙  

■	To	me,	 this	makes	 the	birds	[sound	 like	some	
kind	 of	 biological	 automatons	 {operating	 in	
response	to	a	pre-programmed	code}].	[incapable	
of	making	their	own	decisions	about	where	and	
when	to	fly].

	첫	번째	[	 ]는	makes의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하고,	

그	안의	{	 }는	some	kind	of	biological	automatons
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두	번째	[	 ]는	the	birds를	

의미상의	주어로	하는	분사구문으로	incapable	앞에	

being이	생략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To	the	scientists’	surprise,	they	discovered	[that	
over	the	years	the	birds	switched	between	three	
different	routes]	―	[which	demonstrates	clearly	
{that	a	route	hasn’t	been	genetically	fixed}].

	첫	번째	[	 ]는	discover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두	번째	[	 ]는	앞	절의	내용을	부연	설

명하는	관계절이고,	그	안의	{	 }는	demonstrate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어휘 및 어구〙

•	automaton:	자동	장치	

•	incapable	of:	~을	할	수	없는	

•	apparently:	겉보기에는,	외관상으로는	

•	fit:	달다,	설치하다	

•	crane:	두루미,	학	

•	radio	collar:	무선	송신기

•	track:	추적하다

•	migration	route:	이동	경로	

•	switch:	전환하다,	바꾸다	

•	genetically:	유전적으로

•	fixed:	고정된	

•	rule	out:	~을	배제하다	

•	entertain:	(생각·희망·감정	등을)	지니다,	품다	

•	breeding	site:	번식지

23. 정답 ①

〘소재〙 식량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미국 가정

〘해석〙  

미국에서는	굶주림을	쉽게	볼	수	없다.	개발도상국의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TV	광고와	

달리,	우리는	배가	팽창한	미국	아이들을	보여	주는	

뉴스도	못보고	무료	급식소서에서	일렬로	줄을	선	깡

마르고	허약한	수많은	사람들도	보지	못한다.	대체로	

이것은	공공	및	민간의	재정	및	급식	지원	프로그램

의	조합에	기인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정책

의	문제로서,	지원	프로그램들의	묶음을	고려할	때,	

그러면	식량	불안정은	널리	퍼진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에	덧붙여	또는	

그런	참여	대신에,	많은	가정이	여전히	직접	충분한	

식량을	획득하거나	그것을	구입할	자원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따라서	비공식적인	식량	획득	대

처	전략을	사용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

료품	저장소	고객들은	흔히,	정부	프로그램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음식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거나	잡다한	

일을	한다고	보고한다.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는	데	어

려움이	있다고	보고한	미국	가정의	약	59%가	세	개의	

가장	큰	연방	식품	및	영양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	또

는	그	이상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이해가	된다.	

〘해설〙  

미국에서는	배고파하는	아이들을	보여	주는	뉴스도	

없고	무료	급식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도	보이지	않지

만,	많은	미국	가정이	여전히	직접	충분한	식량을	획

득하거나	그것을	구입할	자원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여전히	식량	불안정에	대처하려고	고

군분투하는	미국	가정’이다.

②	식량	불안정이	미국	개인들의	건강에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

③	미국	내	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필요성

④	식량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에	부과

된	무거운	부담	

⑤	미국	공공	및	민간	식량	지원	프로그램들	사이의	

차이점

•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사람들이	모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미국	가정들이	식량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으로,	글의	중반부터	

글의	주제가	드러나고	있다.	

•	글	 중반부에	 Yet으로	 시작하여,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participation	 in	 these	
programs,	many	households	still	struggle	to	
acquire	sufficient	food	directly	or	to	obtain	
the	 resources	 to	purchase	 it,	and	 thus	 rely	
on	 using	 informal	 food	 acquisition	 coping	
strategies에	 글의	 주제가	 제시된	 다음	 For	
example로	예시를	제시하면서	주제를	부연	설

명하고	있다.	

•	대의	파악	문항은	상식에	근거하지	않고	글의	

내용에	충실해	문제풀이에	임해야	하는데,	이	

문항의	경우	Yet	앞뒤로	필자가	전달하고	싶

은	글의	주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해야	한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구문〙  

■	Unlike	the	televised	commercials	[soliciting	aid	
for	starving	individuals	in	developing	countries],	
we	see	neither	[newscasts	{showing	US	children	
with	 distended	 bellies}]	 nor	 [legions	 of	 thin,	
frail	people	{lined	up	at	soup	kitchens}].	

	첫	번째	[	 ]는	the	televised	commercials를	수식

하는	분사구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	 ]는	‘neither	
~	nor	...’에	의해	연결되는	명사구로,	두	번째	[	 ]	

안의	{	 }는	newscasts를	수식하는	분사구이고,	세	번

째	[	 ]	안의	{	 }는	legions	of	thin,	frail	people을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	This	 makes	 sense	 considering	 [that	 about	
59	 percent	 of	 US	 households	 {who	 reported	
difficulties	 in	 securing	 enough	 food}	 received	
assistance	from	one	or	more	of	the	three	largest	
federal	food	and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

	[	 ]는	consider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이고,	그	안의	{	 }는	US	households를	수식하는	관

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	commercial:	광고	

•	solicit:	요청하다	

•	starving:	굶주리는	

•	newscast:	(라디오·텔레비전의)	뉴스	프로	

•	belly:	배	

•	frail:	연약한	

•	soup	kitchen:	무료	급식소	

•	be	attributed	to:	~에	기인하다	

•	combination:	조합,	결합	

•	assistance:	지원,	도움	

•	considering:	~을	고려할	때	

•	suite:	묶음,	세트	

•	insecurity:	불안정(성)	

•	widespread:	널리	퍼진	

•	in	place	of:	~	대신에	

•	struggle:	고군분투하다,	투쟁하다	

•	resource:	자원	

•	informal:	비공식적인	

•	acquisition:	획득,	습득	

•	coping	strategy:	대처	전략	

•	odd	job:	잡다한	일,	잡역

•	secure:	확보하다	

•	federal:	연방의

24. 정답 ①

〘소재〙 개인의 윤리적 문제와 국가의 개입

〘해석〙  

윤리의	문제가	발생할	때,	국가가	되도록	많이	윤리

적	결정이	개인에	의해	결정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인가?	아니면	국가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입장을	

취하고,	무엇이	윤리적인지	결정하고,	시민은	국가가	

취하는	윤리적	입장과	일치하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

해야	하는가?	개인	또는	국가	중,	누가	무엇이	윤리적

인가를	결정해야	할까?	아마도	정치학에서	어떤	규범

적인	질문도	해결하기에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	국가는	일상적으로	윤리적	입장을	

강요한다.	예를	들어,	국가가	살인,	폭행,	절도,	그리

고	범죄로	정의되는	다른	행동에	반대하는	법을	통과

시켜	집행할	때,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윤리적	규범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런	

집행이	가능한	한	제한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가능

한	한	광범위해야	하는지에	대해	철학자들이	의견을	

달리했던	것을	보려면	정치이론의	역사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다.	어떤	이론가들은	국가는	개인들의	도덕

적	결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던	반면에,	또	어떤	이론가들은	국가가	이	의사결정

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해설〙  

개인	또는	국가	중	누가	무엇이	윤리적인가에	대한	결

정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묻고	있는	글로,	국가의	개

입에	대해	철학자들	역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했

으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는	

개인의	윤리적	결정에	관여해야	하는가?’이다.

②	윤리적	삶을	우선시하기:	자기	동기	부여의	열쇠

③	국가의	윤리적	결정은	이론적으로	타당한가?	

④	국가에	의해	영향	받는	개인들의	의사결정

⑤	미해결로	남아	있는	몇	가지	윤리	문제

•	윤리의	문제가	발생할	때	국가가	개입해야	하

는가에	대한	글로,	철학자들	역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글	전체에	제

시되고	있다.

•	논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필자가	견해를	제

시하지	않고,	논의의	양면을	보여줄	때는	의문

문으로	제목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

의해야	한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구문〙  

■	When	issues	of	ethics	arise,	is	it	best	if	the	state	
leaves	ethical	decisions,	as	much	as	possible,	to	
be	decided	by	individuals;	or	should	states	[take	
positions	 on	 ethical	 issues],	 [decide	 what	 is	
ethical],	and	[insist	{that	citizens	live	consistent	
with	the	ethical	positions	taken	by	the	state}]?

	세	개의	[	 ]는	and로	연결되어	or	이하의	술어	역

할을	하고,	세	번째	[	 ]	안의	{	 }는	insis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	Some	 theorists	 have	 taken	 the	 positio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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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should	 seek	 to	 stay	 out	 of	 the	 moral	
decisions	of	 individuals],	whereas	others	have	
said	 [that	 states	 should	be	 intimately	 involved	
with	this	decision	making].	

	첫	번째	[	 ]는	the	position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

하는	동격절이고,	두	번째	[	 ]는	said의	목적어	역할

을	하는	명사절이다.	

〘어휘 및 어구〙

•	ethical:	윤리적인	

•	take	a	position:	입장을	취하다	

•	consistent	with:	~과	일치하는	

•	normative:	규범적인	

•	resolve:	해결하다	

•	routinely:	일상적으로	

•	enforce:	강요[집행]하다

•	assault:	폭행	

•	theft:	절도	

•	define:	정의하다	

•	impose:	부과하다,	강요하다	

•	look	to:	~에	의존하다

•	extensive:	광범위한	

•	intimately:	직접적으로

25. 정답 ④

〘소재〙 10개국 응답자들의 주택 임차 또는 소유 비율

〘해석〙  

위의	도표는	2020년에	자신들의	현재	거처를	임차하

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	10개국의	조사	응답자들

의	비율을	보여	준다.	스위스와	독일	모두의	응답자	

중	5분의	3이	넘는	수가	2020년에	현재	주택을	임차

했다고	답했지만,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것에	관

해서는	후자의	비율이	전자의	비율보다	더	컸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	일본	응답자의	비율은	

똑같이	말한	미국	응답자들의	비율보다	더	컸다.	현

재	주택을	임차하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

들	사이의	퍼센트포인트	차이는	프랑스에서	가장	적

었다.	현재	주택을	임차하고	있다고	말한	이탈리아	응

답자의	비율은	똑같이	말한	중국	응답자의	비율의	두	

배보다	컸다.	현재	주택을	임차하고	있던	것에	관해서

는	러시아	응답자의	비율이	10개국	중	가장	적었다.

〘해설〙  

현재	거처를	임차하고	있다고	말한	이탈리아	응답자

의	비율은	24%이고,	똑같이	말한	중국	응답자의	비율

은	14%이므로,	두	배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구문〙  

■	The	percentage	of	Italian	respondents	[who	said	
they	rented	their	current	homes]	was	more	than	
twice	as	 large	as	 that	of	Chinese	 respondents	
[who	said	the	same].	

	두	개의	[	 ]는	모두	관계절로	각각	그	앞에	있는	

Italian	respondents,	Chinese	respondents를	수식한

다.	that은	the	percentage를	대신한다.	

〘어휘 및 어구〙

•	respondent:	응답자	

•	current:	현재의	

•	accommodation:	거처,	숙소

•	when	it	comes	to:	~에	관해서는	

•	the	latter:	후자	

•	the	former:	전자

26. 정답 ④

〘소재〙 Louis Aimé Augustin Le Prince

〘해석〙  

Louis	Aimé	Augustin	Le	Prince는	단렌즈	카메라

를	이용하여	종이	필름	위에	처음으로	움직이는	그림

을	촬영한	프랑스인	발명가였다.	그는	1841년	프랑스

의	Metz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	아버지	친구가	운영

하는	스튜디오를	아주	자주	방문하는	행운을	누렸다.	

대학교에서	화학과	물리학을	공부한	후에	Le	Prince
는	John	Whitley의	초대를	받고	잉글랜드로	이사했

다.	1880년대	동안	그는	개발	중인	초기	영화	제작	

기술에	매혹되었다.	 1886년에	그는	 16렌즈	카메라

를	만들었고	같은	해	11월	2일에	미국	특허권을	신청

해서	1888년	초에	이것을	받았다.	1888년	11월	16
일에	그는	자신의	발명품으로	영국	특허권을	받았다.	

그는	미국에서	계획된	공개	시연을	결코	할	수	없었

는데,	1890년	9월	16일에	기차에서	불가사의하게	실

종됐기	때문이었다.	그의	사체와	수하물은	결코	발견

되지	않았다.	

〘해설〙  

1886년에	16렌즈	카메라를	만들었고	같은	해	11월	

2일에	미국	특허권을	신청해서	1888년	초에	이것을	

받았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은	④이다.	

〘구문〙  

■	He	 [was	 born	 in	Metz,	 France	 in	 1841]	 and	
[had	the	fortune	during	his	youth	of	{regularly	
visiting	 a	 studio	 belonging	 to	 a	 friend	 of	 his	
father}].	

	두	개의	[	 ]는	and로	연결되어	문장의	술어	역할

을	한다.	두	번째	[	 ]	안의	{	 }는	the	fortune의	구체

적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어구이다.	

■	During	 the	1880s,	he	became	 fascinated	with	
the	 early	 cinematic	 technologies	 [which	 were	
being	developed].

	[	 ]는	 the	early	cinematic	 technologies를	수식

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	chemistry:	화학	

•	physics:	물리학	

•	cinematic	technology:	영화	제작	기술	

•	patent:	특허(권)	

•	demonstration:	시연,	상연	

•	vanish:	사라지다,	실종되다	

•	luggage:	수하물,	짐

27. 정답 ⑤

〘소재〙 Top Shelf Design 여름 미술 대회

〘해석〙  

Top Shelf Design 여름 미술 대회 

귀하의	자녀가	이번	여름방학에	할	수	있는	재미난	것

을	찾고	있습니까?	여름	방학을	주제로	한	이	미술	대

회에	그들을	등록시키세요!

 누가:	1~14세의	모든	아이들	

 무 엇을:	창조적이	되세요!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이

름과	나이,	간단한	설명과	함께	자녀의	여름	방학

을	주제로	한	미술작품을	우리	소셜미디어	계정

에	업로드하세요.	게시물에	우리의	후원사인	Hill	
Center와	Playseum의	태그를	꼭	붙이세요!	Top	
Shelf	Design은	웹	사이트에	모든	출품작을	게시

할	것입니다.	

 언 제:	모든	출품작은	9월	20일	월요일	오후	8시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수상자는	9월	24일	금요일에	

발표될	것입니다.	

참가자는	나이에	근거하여	두	부문(1~7세,	8~14세)

으로	나뉠	것입니다.	

 1~7세:	1~7세	연령대의	수상자는	Playseum에서	

그들과	그들	친구	6명을	위한	생일	파티를	받을	

것입니다.	

 8~14세:	8~14세	연령대의	수상자는	Hill	Center의	

그림	강좌	입학	허가를	받을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우리의	웹	사이트

www.tsdsummerartcontest.net을	방문하세요.

〘해설〙  

8~14세	연령대의	수상자는	Hill	Center의	그림	강좌	

입학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

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구문〙  

■	8−14 Year Olds:	[The	winner	of	the	8−14	year	
old	 age	 group]	will	 receive	 [admission	 to	 the	
painting	class	at	the	Hill	Center].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

이고,	두	번째	[	 ]는	receiv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이다.	

〘어휘 및 어구〙

•	sign	up	~	for	...:	~를	…에	등록시키다

•	description:	설명,	기술	

•	sponsor:	후원자	

•	submit:	제출하다

•	contestant:	참가자	

•	category:	부문

28. 정답 ④

〘소재〙 Saint Paul 학교 독서 올림픽

〘해석〙  

Saint Paul 학교 독서 올림픽 

Saint	Paul	학교	독서	올림픽은	팀워크,	자신감,	그리

고	‘재미’를	위한	독서를	증진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

다.	이	독서	프로그램은	4학년과	5학년	학생들을	위	

한	것입니다.	독서	올림픽	참가자들은	학기	중에	할

당된	40권의	목록에서	함께	읽기	위해	팀으로	진행해

야	합니다.	

대회

•	독서	올림픽	대회는	9월	말/10월	초에	열릴	것입

니다.	

•	모든	부모님을	환영하며	대회의	참석이	장려됩니다.	

자격 요건 

독서	올림픽	참가자들은…	

	할당된	40권의	목록	중에서	최소	6권을	읽어야	합

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좋은	팀	선수가	되어야	합

니다	

	도서관에서	점심시간과	휴식	시간	동안	주간	회의

에	참석해야	합니다	

	20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우리의	웹	사이트	www.

spsreadingolympics.edu를	방문하십시오.	

〘해설〙  

독서	올림픽	참가자들은	할당된	40권의	목록	중에서	

최소	6권을	읽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

과	일치하는	것은	④이다.	

〘구문〙  

■	The	 Saint	 Paul	 School	 Reading	 Olympics	
is	 designed	 [to	 promote	 teamwork,	 self-
confidence,	and	reading	for	FUN]!	

	[	 ]는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다.	

〘어휘 및 어구〙

•	assigned:	할당된	

•	a	minimum	of:	최소한	

•	recess:	휴식	시간

29. 정답 ⑤

〘소재〙 다문화주의

〘해석〙  

만약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전통	문화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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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기로	자유롭게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결정

을	존중해야	한다.	다문화주의는	문화적으로	개방된	

삶의	방식만이	최선이라는	견해에	동조하지	않는데,	

실제로	그것이	그렇다면,	그것은	일원론자의	실수를	

재현하고	영감을	주는	그것의	원칙을	저버릴	것이다.	

그것은	좋은	삶은	문화적으로	자족적인	것을	‘포함하

여’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영위될	수	있다는	것을	인

식하고,	후자를	위한	공간을	찾는다.	물론	그것은,	다

른	것들이	동일하다면	문화적으로	자족적인	삶의	방

식보다는	문화적으로	개방적이고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해	할	말이	더	많다고	실제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것은	후자가	자체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더	넓은	사

회의	풍요로움을	늘리고,	일부	지역사회에	더	적합하

고	그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대표한다는	것을	인정하

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의	모든	구

성원이	인간	우수성의	단일	모델을	따를	것을	요구하

지	않는다.	

〘해설〙  

⑤	주절의	 it은	multiculturalism을	가리키며	목적어

는	문맥상	a	culturally	self-contained	one을	대신하

는	the	latter를	가리켜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	대상이	

아니므로,	itself는	it으로	고쳐야	한다.	

①	부사	freely는	동사	choose를	수식한다.	

②	the	view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절을	이

끄는	접속사	that은	어법상	적절하다.	

③	and로	연결되어	recognizes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finds는	어법상	적절하다.	

④	more가	say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므로,	be	said
는	어법상	적절하다.	

•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소재로	 하는	

글로,	문장	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글

의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글의	구조	파

악이	필수적이다.	

•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는	영어의	가장	큰	특

징	중	하나로,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을	찾

는	것이	글의	해석에	매우	중요할	때가	많다.	

respects의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	대상인지	아

닌지를	문맥에서	파악해야	하는데,	문맥상	주

어	 it은	multiculturalism을	대신하고,	목적어

는	a	culturally	self-contained	one을	대신하는	

the	latter를	가리키므로,	목적어	자리에는	재귀

대명사	itself가	아닌	it이	와야	한다.		

•	문장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길어지는	이유	중	하

나는	and로	이어지는	병렬구조인데,	However
로	시작하는	마지막	문장에서,	이유의	부사절	

since	 이하의	 that절	 안에	 has,	 adds,	 suits,	
represents가	 the	 latter를	주어로	한다는	것과	

주절에서	respects,	does	not	require가	it을	주

어로	한다는	것이	구조	파악의	핵심이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구문〙  

■	Multiculturalism	 is	not	committed	 to	 the	view	

that	only	the	culturally	open	way	of	life	is	the	
best;	 indeed	 if	 it	 were,	 it	 would	 [reproduce	
the	 monist	 mistake]	 and	 [betray	 its	 inspiring	
principle].

	were	다음에는	committed	to	the	view	that	only	
the	culturally	open	way	of	life	is	the	best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두	개의	[	 ]는	and로	연결

되어	would에	이어진다.	

■	However,	 since	 it	 appreciates	 [that	 the	 latter	
{has	 its	 virtues},	 {adds	 to	 the	 richness	 of	 the	
wider	society},	{suits	some	communities	better}	
and	 {represents	 their	 autonomous	 choices}],	
it	 [respects	 it]	 and	 [does	 not	 require	 all	 its	
members	 to	 conform	 to	 a	 single	 model	 of	
human	excellence].	

	첫	번째	[	 ]는	appreciate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그	안의	네	개의	{	 }는	that절	안의	술어	

역할을	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	 ]는	and로	연결되

어	주절의	술어	역할을	한다.	

〘어휘 및 어구〙

•	multiculturalism:	다문화주의	

•	be	committed	to:	~에	동조하다,	~에	전념하다	

•	reproduce:	재현하다	

•	betray:	저버리다,	배신하다	

•	self-contained:	자족적인	

•	diverse:	다양한	

•	represent:	대표하다,	나타내다	

•	autonomous:	자율적인	

•	conform	to:	~을	따르다

30. 정답 ④

〘소재〙 단어를 읽는 데 걸리는 시간

〘해석〙  

글자	수에	상관없이	짧고	긴	단어를	읽는	데는	거의	

같은	시간이	걸린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단어	인식

이	단어를	구성	요소	글자로	체계적으로	분해하는	것

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증명된	사실이다.	실제로	주관적으로,	단어	읽기는	정

말로,	글자열을	분할되지	않은	전체처럼	처리하는	기

본적이고	즉각적인	작업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

대의	과학적인	독서	연구는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단어	길이가	성인	독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뇌가	글자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설명은	훨씬	

간단한데,	우리의	시각	체계는	단순히	모든	글자를	차

례대로	처리하기보다는	동시에	병렬로	처리한다.	그

러나	어린	아이의	경우	그	과정은	다르다.	읽기	능력	

습득의	처음	몇	년	동안,	읽기	시간은	단어의	글자	수

와	사소하게(→	엄격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단어	길

이	영향은	사라지는	데	몇	년이	걸린다.	글자	수가	어

린	아이의	독서	시간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은	특히	초

기	몇	년	동안	독서가	전반적이고	전체론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를	제공한다.

〘해설〙  

단어	길이는	성인	독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지만,	어린	아이의	경우	단어의	글자	수가	길면	그	

단어를	읽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내용의	글이므

로,	④의	 negligibly를	 strictly와	같은	단어로	바꾸

어야	한다.	

•	단어	길이가	성인	독자와	어린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글이다.	

•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찾는	문항은	우

선	글의	전체	내용을	파악한	후에	앞뒤	문장의	

맥락에	근거하여	밑줄	친	단어가	적절하게	쓰

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구문〙  

■	This	 is	 a	 proven	 fact	 [that,	 on	 the	 surface,	
appears	to	suggest	{that	word	recognition	does	
not	rest	on	the	systematic	breakdown	of	words	
into	component	letters}].

	[	 ]는	a	proven	fact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그	안

의	{	 }는	sugges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	The	massive	 impact	 of	 the	 number	 of	 letters	
on	young	children’s	reading	time	provides	clear	
evidence	 [that	reading	 is	not	a	global,	holistic	
process	―	especially	during	the	early	years].	

	[	 ]는	clear	evidence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절이다.	

〘어휘 및 어구〙

•	regardless	of:	~에	상관없이	

•	on	the	surface:	표면적으로	

•	recognition:	인식	

•	rest	on:	~에	기초하다	

•	systematic:	체계적인

•	breakdown:	분해	

•	component:	구성	요소	

•	elementary:	기본적인	

•	immediate:	즉각적인	

•	operation:	작업	

•	undivided:	분할되지	않은	

•	process:	처리하다	

•	simultaneously:	동시에	

•	in	parallel:	병렬로	

•	acquisition:	습득,	획득	

•	vanish:	사라지다	

•	global:	전반적인

31. 정답 ③

〘소재〙 집단적 행복을 평가할 때의 역설

〘해석〙  

어떤	사건의	도덕적	값어치를	결정할	때	있어서	우리

가	직면하는	한	가지	어려움은	누구의	행복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흔히	불가능

해	보인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경쟁적인	이해관계,	서

로	양립할	수	없는	행복	개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전체	인구의	복지에	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

리의	길에	뛰어드는	많은	잘	알려진	역설이	있다.	인

구	윤리학은	역설의	악명	높은	원동력이어서,	내가	알

기로는	우리의	모든	직관을	보존하는,	집단적	행복을	

평가하는	방법을	생각해	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철학

자	Patricia	Churchland가	말하는	것처럼	“500만	명

의	가벼운	두통을	두	사람의	부러진	다리와	비교하거

나,	혹은	누군가의	두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세르

비아의	뇌손상이	있는	무관한	아동	100명에게	꼭	필

요한	것과	비교하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

람은	아무도	없다.”

〘해설〙  

누구의	행복이	우리와	가장	관계가	있는지를	결정하

는	것은	흔히	불가능해	보인다.	즉	우리가	인구	전체

의	복지에	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이해관

계와	서로	다른	행복	개념	때문에	사람들의	행복을	평

가하고	결정하는	것이	흔히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글

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집

단적	행복을	평가하는’이다.	

①	인간의	잠재력을	드러내는	

②	도덕적	의도를	명시하는	

④	예기치	않은	오류를	제거하는	

⑤	인구	수를	줄이는	

〘구문〙  

■	One	difficulty	[we	face	in	determining	the	moral	
valence	 of	 an	 event]	 is	 [that	 it	 often	 seems	
impossible	 {to	 determine	 whose	 well-being	
should	most	concern	us}].

	첫	번째	[	 ]는	One	difficulty를	수식하는	관계절

이다.	두	번째	[	 ]는	is의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명

사절이고,	그	안의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는	내

용상의	주어이다.	

■	Population	 ethics	 is	 a	 notorious	 engine	 of	
paradox,	 and	 no	 one,	 to	my	 knowledge,	 has	
come	 up	 with	 a	 way	 of	 assessing	 collective	
well-being	[that	conserves	all	of	our	intuitions].

	[	 ]는	a	way	of	assessing	collective	well-being
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	well-being:	행복

•	concern:	관심사이다,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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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eting:	경쟁하는

•	interest:	이해관계	

•	incompatible:	양립할	수	없는	

•	notion:	개념	

•	paradox:	역설	

•	conserve:	보존하다,	절약하다

•	intuition:	직관

•	put:	말하다,	표현하다	

•	compare	~	against	...:	~을	…과	비교하다	

•	assess:	평가하다

•	collective:	집단적인	

32. 정답 ⑤

〘소재〙 면허 교부

〘해석〙  

의사와	변호사에서부터	미용사와	택시	운전사에	이

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직업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요건은	진입	장벽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런	면허	

교부	요건은	일부	잠재적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하

고,	그리하여	현행	면허	소지자들의	독점력을	보호하

기	위해	의도된	것일	수도	있다.	많은	유형의	직업	면

허에	대한	요건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공공	안전에	관한	우려를	이유로	든다.	이	설명은	응

급	의료	기술자	및	기타	제휴	보건	전문가에게	면허를	

내주는	것에	관한	한	타당하다.	그것은	주거	도색업

자나	가정용	오락	시스템	설치업자에게	면허를	받도

록	요구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설득력이	떨어

진다.	그리고	소비자보다는	직업협회	회원들이	면허	

교부를	요구하는	사람일	때	특히	설득력이	없다.	이

런	상황에서,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자신

들의	잠재적	경쟁자의	수를	제한하려고	한다는	결론

을	피하기는	어렵다.	

〘해설〙  

모든	사람이	면허	교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

은	잠재적	경쟁자들에게	진입	장벽을	치는	것으로	여

겨질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자신들의	잠재적	경쟁자의	수를	

제한하려고	한다’이다.	

①	더	엄격한	면허	교부	요건에	반대한다	

②	고군분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이익을	공유하

기를	원한다	

③	자신들의	기술	향상에	많은	시간을	쓴다

④	공공안전에	관한	많은	근본적인	우려를	가지고	있다

•	의사와	변호사에서부터	미용사와	택시	운전사

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직업	면허를	소지

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	업종에	대한	진입을	막

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첫	문장이	글의	

주제문이다.

•	한	문단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첫	문장에	

제시된	다음	부연	설명이	이어지고,	마지막	문

장에서	다시	주제를	반복하는	전개	구조를	가

지고	있는	글이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구문〙  

■	Such	 licensure	 requirements	may	 be	 intended	
[to	 keep	 some	 potential	 competitors	 out	 of	 a	
market],	 and	 thus	 [to	 protect	 the	 monopoly	
power	of	current	license	holders].	

	두	개의	[	 ]는	and	thus로	연결되어	intended에	

이어진다.	

■	In	this	situation,	it’s	hard	[to	avoid	the	conclusion	
{that	practitioners	 in	 those	occupations	seek	 to	
limit	the	number	of	their	potential	competitors}].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는	내용상의	주어이다.	

[	 ]	안의	{	 }는	the	conclusion의	구체적	내용을	설

명하는	동격절이다.	

〘어휘 및 어구〙

•	requirement:	요건,	필요요건	

•	occupational:	직업의	

•	license:	면허(증);	면허를	내주다	

•	barrier	to	entry:	진입	장벽	

•	licensure:	(전문직	등의)	면허	교부

•	competitor:	경쟁자	

•	monopoly:	독점	

•	justify:	정당화하다	

•	policymaker:	정책	입안자	

•	cite:	(이유나	예로)	들다	

•	when	it	comes	to:	~에	관한	한	

•	emergency:	응급

•	allied:	제휴의	

•	convincing:	설득력	있는	

•	residential:	주거(용)의

•	painting	contractor:	도색업자	

•	installer:	설치업자	

•	association:	협회	

•	practitioner:	실무자

33. 정답 ②

〘소재〙 장기적인 면에서 시험을 받는 정치 행위

〘해석〙  

설득이	정치의	핵심에	있다는	사실은	한	가지	핵심적

인	함의를	가지는데,	정치인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이유는	그가	공개적으로	그것을	옹호하는	이유와	확

연히	구별된다.	두	세트의	이유가	겹칠	수도	있고,	또

는	겹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둘	중	어느	경우든	정치

는	냉소적인	일이라고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정치	행위의	‘차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

에	있다.	한	가지	그러한	차원은	논의가	되고	있는	그	

행위의	실용성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그것에	기대되

는	바람직한	효과를	가질	것인가?	그것의	비용과	잠

재적	결과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정부가	모든	사람

에게	노령	연금을	보장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을	완

화시킬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인데,	절약과	저축에	대한	유인책이	줄어들고,	그

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진짜	시험

은	장기적인	것이다.	19세기	언론인	Walter	Bagehot
이	말한	것처럼,	어떤	개혁이든	그것이	통과된	세대가	

현장을	떠날	때까지는	그것의	결과를	판단할	수	없다.	

〘해설〙  

정치인이	결정한	정책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

인지,	그것의	비용과	잠재적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

한	답은	결국	그것의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결과를	봐

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

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진짜	시험은	장기적인	

것이다’이다.	

①	설득은	사실에	기초해	있다	

③	세대	갈등은	불가피하다	

④	정치는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전부다	

⑤	냉소주의는	사람들을	방어함과	동시에	공격한다

•	정치	행위는	장기적인	면에서	시험을	받는	행

위라는	요지의	글로,	글의	핵심을	담고	있는	요

지에	빈칸이	주어진	문항이다.			

•	정치의	핵심에는	설득이	있는데,	결정한	어떤	

정책의	결과는	그것의	비용과	잠재적	영향을	장

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글의	중반

에	노령	연금	지급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

하면서	글의	주제를	부연	설명하는	구조이다.		

•	빈칸	추론	문항은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전체	

맥락에	부합하는	선택지를	정답으로	골라야	하

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내용	파악이	필

수이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구문〙  

■	The	 fact	 [that	 persuasion	 lies	 at	 the	 heart	
of	 politics]	 has	 one	 central	 implication:	 the	
reasons	 [a	 politician	 decides	 upon	 a	 policy]	
are	categorically	distinct	 from	 the	 reasons	 [by	
which	he	publicly	defends	it].	

	첫	번째	[	 ]는	The	fact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

는	동격절이다.	두	번째	[	 ]는	the	reasons를	수식하

는	관계절이고,	세	번째	[	 ]도	the	reasons를	수식하

는	관계절이다.	

■	[For	 the	government	 to	guarantee	everyone	an	
old-age	 pension],	 for	 example,	 will	 certainly	
alleviate	 hardship,	 but	 it	 will	 also	 have	
economic	consequences	because	 the	 incentives	
to	thrift	and	saving	will	diminish,	and	that	will	
affect	the	economy.	

	[	 ]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구이고,	

For	the	government는	to부정사구의	의미상의	주어	

를	나타낸다.	

〘어휘 및 어구〙

•	persuasion:	설득	

•	implication:	함의	

•	categorically:	확연히,	명백히	

•	distinct:	구별되는,	뚜렷한	

•	overlap:	겹치다	

•	cynical:	냉소적인	

•	dimension:	차원,	범위	

•	practicality:	실용성	

•	guarantee:	보장하다	

•	old-age	pension:	노령	연금	

•	alleviate:	완화시키다	

•	incentive:	유인책,	장려책	

•	thrift:	절약	

•	observe:	말하다	

•	reform:	개혁	

•	generation:	세대

34. 정답 ①

〘소재〙 유기체의 최적화 행동

〘해석〙  

모든	유기체가	자기의	행동을	최적화하려는	자연적이

고	무의식적인	경향은	시간이	지나도	거의	변하지	않

는	‘불변식’을	그	행동	안에	주입한다.	특히	인간은	최

적화를	가장	잘하는	보증된	존재이다.	하루	24시간은	

절대적인	불변식이어서,	수십	년에	걸쳐	사람은	평균

적으로,	요리,	여행,	청소와	같은	일상적인	일에	놀라

울	정도로	일정한	시간을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	기

간이나	그들이	그	시간	동안	성취하는	것이	달라질	수

는	있지만	말이다.	새로운	활동(말하자면	걷기	대신	

비행)이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차원(일상	이동에	얼

마나	많은	시간이	쓰이는가)으로	다시	만들어진다면,	

그	새로운	행동은	흔히,	미래로	추정될	(그리고	예측

될)	수	있는	오래된	행동과의	연속적인	패턴을	보인

다.	30분을	걸어서	출근하는	대신,	여러분은	이제	30
분을	운전해서	출근한다.	미래에는	30분을	비행기를	

타고	출근할	수도	있다.	효율성에	대한	시장의	압력은	

매우	가차	없고	잘못을	허락하지	않아서,	그것은	인간

이	만든	시스템을	최적화를	향한	단	하나의	(예측	가

능한)	방향으로	불가피하게	내몰게	된다.	

〘해설〙  

최적화를	가장	잘하는	보증된	존재인	인간은	평균적으

로	일상적인	일에	놀라울	정도로	일정한	시간을	쓰는

데,	새로운	행동은	오래된	행동과	패턴이	이어지면서	

단	하나의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바뀐다는	내용의	글

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오

래된	행동과의	연속적인	패턴을	보인다’이다.	

②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기존의	것을	대체한다

③	보상으로	동기	부여	및	기술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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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새로운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얼마간의	시간을	필

요로	한다	

⑤	자기주장을	통해	근본적인	불안감을	제어한다	

•	자기의	행동을	최적화하려는	유기체,	그	중에

서도	최적화를	가장	잘하는	인간에	관한	내용

의	글이다.	

•	최적화를	가장	잘하는	인간은	어떤	불변식	속에

서	새로운	행동을	기존의	행동	패턴	속에서	수

행해	나간다는	것이	글의	핵심이다.	

•	빈칸	추론이	어려운	이유는	본문에	제시된	추상

적인	내용의	개념을	잘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

다.	이	글에서는	최적화를	잘한다는	것이	변하

지	않는	어떤	것	속에서	새로운	행동이	오래된	

행동과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개념을	파악해

야	문제	풀이에	성공할	수	있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구문〙  

■	The	natural	and	unconscious	 tendency	 [for	all	
organisms	 to	 optimize	 their	 behavior]	 instills	
in	that	behavior	[“invariants”	{that	change	very	
little	over	time}].	

	 첫	 번째	 [	 ]는	 The	 natural	 and	 unconscious	
tendency를	수식하는	to부정사구이고	그	안의	for	all	
organisms는	to부정사구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낸다.	

두	번째	[	 ]는	instill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

이고	그	안의	{	 }는	“invariants”를	수식하는	관계절

이다.	

■	Marketplace	 pressures	 for	 efficiency	 are	 so	
relentless	and	unforgiving	 that	 they	 inevitably	
push	 human-made	 systems	 in	 a	 single	
(predictable)	direction	toward	optimization.	

	「so	~	 that	...」은	‘매우	~해서	…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어휘 및 어구〙

•	tendency:	경향	

•	organism:	유기체	

•	optimize:	최적화하다	

•	instill:	주입하다	

•	invariant:	불변식

•	certified:	보증된	

•	constant:	일정한	

•	reformulate:	다시	(세심히)	만들어	내다

•	elemental:	기본적인	

•	efficiency:	효율성	

•	relentless:	가차	없는	

•	unforgiving:	잘못을	허락하지	않는	

•	inevitably:	불가피하게

35. 정답 ③

〘소재〙 복제된 동물에서 나오는 제품

〘해석〙  

늘어나는	과학적인	의견의	일치는	복제된	동물,	또는	

적어도	그	자손의	우유와	고기가	인간이	소비하기에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6년	12월,	미식품의

약국은	복제된	가축으로부터	나오는	제품을	식품	공

급에	허용하는	예비	계획을	발표했다.	최종적으로	승

인된다면,	그런	결정은	극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

다.	과학자들은	소와	돼지를	포함하여	몇몇	중요한	농

장	동물을	복제할	수	있지만,	적은	수의	복제된	동물

만이	오늘날	미국	농장에	살고	있을	뿐,	소비될	운명

의	복제된	동물은	단	한	마리도	없다.	(동물에서	인간

으로	이동하면서	복제	기술은	일부	기대가	사실로	밝

혀질	경우,	의학을	급진적으로	바꿔,	개인의	필요에	

맞춘	이식	치료의	시대로	이끌	수도	있다.)	한	업계	내

부자는	복제된	동물에서	나오는	제품을	식품	공급에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지	20개월	이내에	미국	농장은	

수십만	마리의	복제	동물로	뒤덮일	것이라고	추정했

다.	복제된	동물로부터	나오는	제품을	먹는다는	바로	

그	생각에	소비자들의	불편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은	발생할	수	있다.	

〘해설〙  

늘어나는	과학적인	의견의	일치에	따라	복제된	동물

에서	나오는	제품이	인간이	소비하기에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져가고	미식품의약국도	복제된	가축으로부

터	나오는	제품을	식품	공급에	허용하는	예비	계획을	

발표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동물에서	인간으로	복

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부	기대가	사실로	밝혀질	경

우	개인의	필요에	맞춘	이식	치료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③이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다.	

〘구문〙  

■	[Moving	 from	 animals	 to	 humans],	 cloning	
technology	 may,	 if	 some	 expectations	 prove	
true,	radically	alter	medicine,	[leading	the	way	
to	an	era	of	personalized	transplant	therapies].	

	첫	번째	[	 ]는	cloning	technology를	의미상의	주

어로	하는	분사구문이고,	두	번째	[	 ]는	앞	절의	결

과를	부연	설명하는	분사구문이다.	

■	This	could	occur	despite	[widespread	consumer	
discomfort	with	the	very	idea	of	eating	products	
from	cloned	animals].	

	[	 ]는	despit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이다.	

〘어휘 및 어구〙

•	consensus:	의견의	일치,	합의	

•	cloned:	복제된	

•	consumption:	소비	

•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식

품의약국(FDA)	

•	livestock:	가축	

•	finalize:	최종적으로	승인하다	

•	ruling:	결정,	판결	

•	destined	for:	~	할	운명인	

•	radically:	급진적으로	

•	alter:	바꾸다	

•	personalized:	개인의	필요에	맞춘	

•	transplant	therapy:	이식	치료	

•	estimate:	추정하다	

•	discomfort:	불편

36. 정답 ⑤

〘소재〙 정신적 외상(트라우마) 개념의 이해와 발전

〘해석〙  

영국의	의사인	John	Ericson은	철도	사고에	연루된	

환자들의	정신적,	감정적	반응에	대한	어떤	패턴을	

발견했다.	 Ericson은	 사고	 당시	 척추에	 가해진	 충

격	때문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적	원인이	존재

한다고	가설을	세웠다.	(C)	이	연구는	Pavlov,	Crile,	
Cannon과	같은	저자들이	반세기	동안의	추가	연구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그러나	심리적인	결과와	정

신에	가해지는	충격이나	상처라는	발상을	고려한	것

은	Freud,	Binet,	Janet,	Breuer의	생각이었다.	(B)	이	

발상은	결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가	

현재	외상	후	반응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기술하기	

위해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포탄	충격’이라는	용어

가	사용되었지만,	충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지나	동

정은	거의	없었다.	(A)	지난	40년	동안	비교적	최근에

서야	정신적	외상	경험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이	나타났다.	1970년대	이후부터

는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관점이	증가했고,	이로	인

해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이라는	개념이	확대되었다.	

〘해설〙  

영국의	의사인	John	Ericson은	철도	사고	시에	척추

에	가해진	충격	때문에	환자들이	정신적,	감정적	반

응을	보인다는	가설을	세웠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

음에는,	John	Ericson의	가설을	This	work로	대신하

여	그로	인해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

다는	내용의	(C)가	와야	한다.	그다음에는	(C)에서	언

급된	the	idea	of	a	shock	or	wound	to	the	mind를	

This	idea로	대신하여	그	발상이	일반적으로	받아들

여지지	않았고,	‘포탄	충격(shell	shock)’이라는	용어

가	있긴	했지만	충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지나	동정

은	거의	없었다는	내용의	(B)가	와야	한다.	마지막으

로	비교적	최근에서야	정신적	외상	경험이	사람들에

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관심이	나타났다는	

내용의	(A)가	오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하다.	

〘구문〙

■	Only	relatively	recently	―	during	the	past	four	
decades	―	has	widespread	 interest	been	shown	
in	 the	effects	 [that	 traumatic	experiences	have	
upon	people].	

	Only가	이끄는	부사구가	문두에	오면서	주어와	조

동사가	도치된	문장	구조이다.	 [	 ]는	 the	effect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However,	 it was	 [the	 thinking	 of	 Freud,	
Binet,	 Janet	 and	 Breuer]	 that	 considered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and	 the	 idea	of	 a	
shock	or	wound	to	the	mind.	

	「it	was	~	that	...」에	의해	[	 ]가	강조되고	있다.	

〘어휘 및 어구〙

•	response:	반응	

•	hypothesise:	가설을	세우다	

•	spine:	척추	

•	traumatic:	정신적	외상의	

•	perspective:	관점	

•	expansion:	확장	

•	shell	 shock:	포탄	충격(가까이에서	파열된	폭탄

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억력·시각	따위의	상실증)

•	sympathy:	동정

37. 정답 ②

〘소재〙 바이오 연료의 명암

〘해석〙  

한때,	미국에서	재배된	옥수수의	대부분은	사람과	가

축을	먹이는	데	사용되었다.	현재,	미국	옥수수	작물

의	훨씬	적은	양이	그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고,	가축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양을	얻는다.	무슨	일이	일어났

는가?	(B)	많은	양의	옥수수가	현재	에탄올의	형태로	

자동차의	바이오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우려가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바이오	연료	명령의	주

된	이유였다.	그	명령이	제정되었을	때,	바이오	연료

는	석유에	기초한	연료보다	더	깨끗하고,	따라서	환

경에	더	좋다고	생각되었다.	정책	입안자들	또한	바

이오	연료로의	전환이	미국의	외국	석유	의존도를	낮

출	것이라고	믿었다.	(A)	그러나	이산화탄소	배출과	

그것의	기후	변화와의	연관성에	관한	한,	화석	연료

에서	바이오	연료로의	전환과	관련된	순이익은	없을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바이오	연료의	생산은	토

지와	물	고갈과	같은	그	자체의	환경적인	영향을	초

래하고,	정책	입안자들은	자신들이	그	명령을	제정할	

때	이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	바
이오	연료의	사용으로	미국의	외국	석유에	대한	의존

도가	감소했다는	것도	역시	분명하지	않은데,	에탄올

이	휘발유와	혼합될	때,	그것은	본질적으로	휘발유의	

효과를	약화시켜	그것이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

을	줄이고,	그것은	에탄올을	연소시키는	소비자가	휘

발유만을	연소시키고	있을	때	갔던	똑같은	거리를	주

행하기	위해	더	많은	휘발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해설〙  

미국에서	재배된	옥수수의	대부분은	한때	사람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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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이	먹었지만,	이제는	그	양이	줄고	가축이	사람보

다	더	많은	양을	얻는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는	

많은	양의	옥수수가	에탄올의	형태로	자동차의	바이

오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제시하는	(B)
가	와야	한다.	그다음에는	옥수수를	바이오	연료로	채

택한	이유가	환경과	외국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함

이었다는	것에	대해	But	there	may	be	no	net	benefit	
~으로	반론을	제시하는	(A)가	와야	한다.	마지막으

로	Nor	is	it	clear	that	~으로	석유	의존도	역시	감소

했다는	것도	분명하지	않다는	내용을	제시하는	(C)가	

오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하다.	

•	바이오	연료(biofuel)의	명암에	관한	내용의	글

로,	(A),	(B),	(C)	각	부분이	앞의	부분과	어떻

게	내용상	연결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풀

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바이오	연료가	에탄올의	형태로	사용되는	현재	

상황을	What	happened?로	묻는	주어진	글	다

음에는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B)가	오

고	미국의	정책	변화의	이유가	제시된다.	그다

음에는	But으로	정책	변화의	결과에	대한	반론

을	제시하는	(A)가	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석	

연료에서	바이오	연료로의	전환과	관련된	순이

익은	없을	수도	있고,	석유	의존도	역시	감소한	

것이	분명하지	않다고	이어져야	한다.	

•	(C)의	Nor	is	it	clear	that	the	use	of	biofuels	
has	reduced	US	reliance	on	foreign	oil에서	

Nor의	쓰임을	알고	있어야	(C)가	어디에	위치

할지를	파악할	수	있다.	Nor는	앞에	나온	부정

적인	내용을	‘~도	역시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

어받을	때	쓰는	표현이므로,	(A)	다음에	(C)가	

내용상	이어져야	한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구문〙  

■	But	there	may	be	no	net	benefit	[associated	with	
switching	 from	 fossil	 fuels	 to	 biofuels]	when	
it	comes	to	carbon	dioxide	emissions	and	their	
connection	to	climate	change.	

	[	 ]는	no	net	benefit을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	Nor	 is	 it	 clear	 [that	 the	 use	 of	 biofuels	 has	
reduced	 US	 reliance	 on	 foreign	 oil]	―	when	
ethanol	is	blended	with	gasoline,	it	essentially	
[waters	the	gas	down]	and	[reduces	the	amount	
of	energy	 it	can	provide],	 [which	means	 {that	
consumers	 burning	 ethanol	 have	 to	 use	more	
gas	 to	drive	 the	same	distances	<they	covered	
when	they	were	burning	gasoline	alone>}].

	 「Nor	+	(조)동사	+	주어」는	 ‘~도	역시	그렇지	않

다’는	의미이다.	첫	번째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첫	번

째	[	 ]는	내용상의	주어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	 ]

는	and로	연결되어	두	번째	it의	술어	역할을	한다.	네	

번째	[	 ]는	when	~	it	can	provide의	내용을	선행사

로	하는	관계절이고,	그	안의	{	 }는	mean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	 >는	the	same	distances
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	net	benefit:	순이익	

•	associated	with:	~과	관련된	

•	switch:	전환하다	

•	biofuel:	바이오	연료	

•	when	it	comes	to:	~에	관한	한	

•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	emission:	배출(물)	

•	depletion:	고갈	

•	policymaker:	정책	입안자

•	apparently:	겉보기에는,	외관상으로는

•	take	~	into	account:	~을	고려하다	

•	primary:	주된	

•	shift:	전환	

•	be	blended	with:	~과	혼합되다	

•	water	~	down:	~의	효과를	약화시키다,	~에	물

을	타서	희석시키다

38. 정답 ⑤

〘소재〙 효율성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와 그렇지 않은 경제

〘해석〙  

효율성은	 최소한	 경제학자에게는	 들리는	 그대로인	

것,	즉	자원의	최적	생산과	할당이다.	완전히	자유로

운	시장	경제라면,	즉	정부의	개입이	없는	경제라면	

효율성을	그	핵심으로	가질	것이다.	가장	생산성이	높

은	개인들은	결국	생산력이	낮은	개인들보다	더	큰	몫

의	자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시스템에서,	높은	

수입은	보상,	즉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여,	높은	생산

력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게	할	

것이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생산하

는	상황에서는,	경제	내의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받

을	것이다.	경제는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고,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될	것이며,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이	보통	높은	소득

세를	통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그들은	덜	생산하

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아니면	그들은	자신들의	생산

적인	재능을	다른	곳으로	가져갈	것이다.)	경제는	악

화될	것이고,	경제적	‘파이’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작아질	것이다.	

〘해설〙  

주어진	문장은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이	높은	소득세

를	통해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들은	덜	생산하는	경

향이	있거나	생산적인	재능을	다른	곳으로	가져갈	것

이라는	내용으로,	그	경우	경제가	악화되고	경제적		

‘파이’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작아질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어져야	문맥상	단절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⑤이다.	

〘구문〙  

■	Were	high	producers	to	be	penalized,	typically	
through	high	income	taxes,	they	would	tend	to	
produce	less	(or	they	would	take	their	productive	
talents	elsewhere).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	구문

(if	+	주어	+	과거동사,	 주어	+	would	+	동사원형)이	

사용되었는데,	if가	생략되어	high	producers와	were
가	도치되었다.	

■	Those	 individuals	[who	were	most	productive]	
would	end	up	with	a	greater	share	of	resources	
than	those	[who	were	less	productive].

	두	개의	[	 ]는	모두	관계절로	각각	그	앞에	있는	

Those	individuals와	those를	수식한다.	

〘어휘 및 어구〙

•	penalize:	불이익에	처하게	하다,	처벌하다	

•	income	tax:	소득세	

•	productive:	생산적인	

•	efficiency:	효율성	

•	optimal:	최적의	

•	allocation:	할당	

•	purely:	완전히,	순전히

•	intervention:	개입	

•	suffer:	악화되다

39. 정답 ④

〘소재〙 서양 사상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

〘해석〙  

(미적	가치와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인)	예술과	아름

다움에	관한	서양	사상의	역사에는,	18세기에	앞서는	

많은	것이	있다.	예를	들어,	고대와	중세	철학	저술에

는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다.	또한	우리가	

현재	예술	형태로	여기고	있는	것,	즉	시,	음악,	그림,	

건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함께	묶기도	하는	춤에	대

한	논의도	있다.	흥미롭게도,	한편으로	아름다움에	대

한	논의와,	다른	한편으로	시,	그림,	음악	등에	대한	

논의는	뚜렷이	다르다.	그림이나	조각이	아름다울	수	

있다고	이	저술들에서	인식되고	있지만,	그것들은	아

름다움이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의	가장	분명한	예는	

아니다.	이러한	예술	형태를	고대의	사상에서	함께	연

결짓는	것은	그것들이	다른	것들을	표현하고	우리를	

감정적으로	사로잡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

다.	이렇게	하는	그것들의	능력이	좋은	것이라고	심지

어	생각되지도	않았다.	플라톤이	그림과	시에서	현실

을	나타내는	것은	믿을	수가	없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

며,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영혼을	타락시킨다

고	걱정했다는	것은	유명하다.

〘해설〙  

주어진	문장은	이러한	예술	형태가	고대의	사상에서	

함께	연결되는	것은	그것들이	다른	것들을	나타내고	

우리를	감정적으로	사로잡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라는	내용으로,	주어진	문장이	없을	경우	④	다

음의	their	capacity	to	do	this에서	do	this가	가리키

는	것을	④	앞	문장에서	찾을	수가	없어	문맥상	단절

이	일어난다.	또한	이렇게	하는	그것들의	능력이	좋

은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these	art	
forms는	예술	형태	중에서	아름다운	것들의	예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

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④이다.	

•	서양	사상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

는	글로,	아름다움을	담는	예술	형태에	대한	플

라톤의	견해를	파악해야	한다.	

•	주어진	 문장의	 What	 links	 these	 art	 forms	
together	in	ancient	thought	~에서	these	art	
forms가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야	하고,	

주어진	문장이	없을	때	맥락상	단절이	일어나는	

곳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	④	다음	문장의	their	capacity	to	do	this가	가

리키는	내용을	앞	문장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맥락상	단절이	일어나는	것을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구문〙  

■	[What	links	these	art	forms	together	in	ancient	
thought]	 is	 the	 fact	 [that	 they	 represent	 other	
things	 and	 do	 so	 in	 a	 way	 {that	 grips	 us	
emotionally}].

	첫	번째	[	 ]는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두	

번째	 [	 ]는	 the	 fact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동

격절이고	그	안의	{	 }는	a	way를	수식하는	관계절

이다.	

■	Plato	famously	worried	[that	the	representation	
of	 reality	 in	 painting	 and	 poetry	 is	 unreliable	
and	 misleading]	 and	 [that	 the	 emotions	 {they	
evoke}	corrupt	the	soul].

	두	개의	[	 ]는	and로	연결되어	worried의	목적

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두	번째	[	 ]	안의	{	 }는	

the	emotion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	link:	연결시키다	

•	grip:	사로잡다	

•	aesthetic:	미적인	

•	precede:	~에	앞서다	

•	medieval:	중세의	

•	architecture:	건축	

•	distinct:	뚜렷이	다른	

•	sculpture:	조각	

•	capacity: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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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resentation:	나타냄,	표현	

•	unreliable:	믿을	수	없는

•	misleading:	오해의	소지가	있는	

•	evoke:	불러일으키다	

•	corrupt:	타락시키다

40. 정답 ④

〘소재〙 자녀에게 휴대전화 사주기

〘해석〙  

자녀에게	휴대전화를	사주는	것에	대해	부모가	제시

하는	가장	자주	드는	이유	중	하나는	특히	자녀가	혼

자	밖에	나갈	때	그들이	자녀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알

고	있듯이,	많은	부모는	항상	휴대전화를	통해	아이

들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것에	안도한다.	물론,	그들

의	자녀가	전화를	받을	때	그들에게	항상	정직하고	

정확하게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

께	하고	있는지를	밝힐	것이라는	순진한	부모의	추

정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	매우	자주,	자녀는	부

모에게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를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

는	부모에게	권한을	부여해주기보다는,	아이들이	자

신들의	사회	활동에	관한	거짓	인상을	주는	데	사용

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친구에	대해서나	그들이	

어디에서	사회	생활을	보내고	있는지에	관해	많이	알

지	못할	수	있다.

→	부모는	자녀의	안전을	위해	그들에게	휴대전화를	

흔히	사주지만,	아이들은	자신들의	사회	활동에	대해	

정직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은	오용될	수도	있다.	

〘해설〙  

부모가	자녀에게	휴대전화를	사주는	것은	그들의	안

전을	지키기	위함이지만,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이	정

확하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를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사회	활동에	관한	거짓	인상을	

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요약문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자연스

러운	것은	④	‘안전–오용될’이다.	

①	건강–통제될	

②	학습–오용될	

③	학습–버려질	

⑤	안전–통제될	

〘구문〙  

■	One	of	 the	most	often	cited	reasons	[given	by	
parents	 for	 getting	 a	 mobile	 phone	 for	 their	
children]	 is	 [that	 they	 believe	 {it	 helps	 them	

to	 protect	 their	 child’s	 safety	 especially	when	
venturing	outside	alone}].

	첫	번째	[	 ]는	the	most	often	cited	reasons를	수

식하는	분사구이다.	두	번째	[	 ]는	is의	주격	보어	역

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그	안의	{	 }는	believe의	목

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	There	 may	 be	 a	 naive	 parental	 presumption	
here,	of	course,	[that	their	child	will	always	{be	
honest	with	 them	when	 answering	 the	phone}	
and	 {disclose	exactly	what	 they	are	doing	and	
with	whom}].

	[	 ]는	a	naive	parental	presumption의	구체적	내

용을	설명하는	동격절이고,	그	안의	두	개의	{	 }는	

and로	연결되어	will	always에	이어진다.	

〘어휘 및 어구〙

cite:	(이유나	예로)	들다	

venture: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하듯)	가다

reassured:	안심하는	

contact:	연락하다	

naive:	순진한	

presumption:	추정(되는	것)	

disclose:	밝히다,	드러내다	

empower:	권한을	부여하다	

impression:	인상

[41∼42] 정답 41. ④ 42. ⑤

〘소재〙 칭찬의 역효과

〘해석〙  

선수들에게	그들의	재능과	능력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면	자신감이	높아져	그들의	동기부여와	성적이	

향상될	것이라는	것이	코치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

는	믿음이다.	그리고	성공의	시기	동안	적어도	단기

적으로는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

만	힘든	시기에	선수들의	동기부여,	자신감,	경기력

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실,	그들의	재능과	능력

에	대한	칭찬을	많이	받는	선수들은	역경에	대처하는	

데	분명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들의	즐거움과	동기

부여는	도전과	좌절에	직면하여	곤두박질친다.	이것

은	왜	그럴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은	직관에	어긋

나게	들린다.	하지만	그것에	관해	생각해보라.	이런	

종류의	칭찬은	운동선수들에게	그들이	자신들의	재능

과	능력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만약	그

들이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긴다면,	그들이	발버둥을	

치거나	역경에	직면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들

은	자신들이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들에게	재능

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만약	운동선

수들이	성공에	대한	칭찬이	자신들에게	재능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또한	

실패는	그들에게	재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좋은	경기력과	나쁜	경

기력	후에,	노력과	발전을	강조하는	피드백을	제공하

라.	그런	피드백은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발휘한	후

에	계속	열심히	하고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도록	동기

를	부여하고,	나쁜	경기력을	발휘한	후에는	그들이	효

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놓이게	해	준

다.	그것은	개선과	성공이	바로	코앞에	있으며,	실수,	

경기력	정체기,	슬럼프는	발전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라는	것을	전달한다.	이런	종류의	피드백은	선수들이	

자신들의	스포츠	경기력을	자신들의	자아	가치와	분

리하는	것을	더	어렵게(→	더	쉽게)	만든다.	노력과	진

행	중인	발전의	측면에서	성공을	보는	것은	스포츠	세

계에서	유익하다.

〘해설〙  

41.	선수들의	재능과	능력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하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칭찬을	많이	들은	선

수들은	역경에	대처하는	데	불리하고	도전과	좌절에	

직면하여	즐거움과	동기부여가	곤두박질치므로,	칭찬

보다는	노력과	발전을	강조하는	피드백을	제공하라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④	‘선수들에게	칭찬이	아닌,	노력과	발전의	피드

백을	주라’이다.	

①	스포츠에서	성공의	진정한	의미	

②	선수들에게	서로	협력하고	돕는	것을	가르쳐라	

③	발전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서의	경기력	슬럼프	

⑤	코치들은	선수들이	직면한	역경에	관해	충분히	이

야기하지	않는다	

42.	선수들에게	노력과	발전의	관점에서	피드백을	제

공하면	실수,	경기력	정체기,	슬럼프를	발전의	자연스

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이	실패한	것을	

자아	가치와	연관	짓지	않고	노력을	통해	발전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맥락이므로,	(e)의	

harder를	easier와	같은	단어로	바꾸어야	한다.	

•	칭찬의	역효과에	관한	내용의	글로,	칭찬이라

는	피드백이	선수들과	그들의	스포츠	경기력에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	첫	번째	단락은	운동선수들이	칭찬이라는	피드

백을	들으면	성공할	때는	좋지만	실패할	때는	

자신들에게	재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다는	내용인	반면에,	두	번째	단락은	노력과	발

전을	강조하는	피드백은	운동선수들이	계속해

서	노력을	하게끔	만든다는	내용으로,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바탕으로	(e)가	문맥상	적절한지

를	판단해야	한다.	

•	문맥상	적절한	어휘인지를	판단하는	어휘	추론	

문항은	문장	내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앞

뒤	문장의	맥락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구문〙  

■	It	 is	a	widespread	belief	among	coaches	 [that	
{giving	athletes	a	great	deal	of	praise	about	their	
talent	and	ability}	will	raise	their	self-confidence,	
thus	{improving	their	motivation	and	performance}].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는	내용상의	주어이

다.	[	 ]	안의	첫	번째	{	 }는	that절	안의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고,	두	번째	{	 }는	앞	절의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	It	communicates	[that	improvement	and	success	
are	right	around	the	corner],	and	[that	mistakes,	
performance	plateaus,	and	slumps	are	a	natural	
part	of	development].

	 두	 개의	 [	 ]는	 명사절로	 and로	 연결되어	

communicates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	This	 type	 of	 feedback	 makes	 it	 easier	 [for	
athletes	to	separate	their	sport	performance	from	

their	self-worth].	
	 it은	형식상의	목적어이고	 [	 ]는	내용상의	주어

이다.	 for	athletes는	 to부정사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낸다.	

〘어휘 및 어구〙

•	in	the	short	run:	단기적으로	

•	disadvantage:	불리,	불이익

•	adversity:	역경	

•	in	the	face	of:	~에	직면하여	

•	setback:	좌절

•	counterintuitive:	직관에	어긋나는	

•	emphasize:	강조하다	

•	right	around	the	corner:	바로	코앞에	있는	

•	separate	~	from	...:	~와	…을	구별하다	

•	in	terms	of:	~의	면에서	

•	beneficial:	유익한	

[43∼45] 정답 43. ⑤ 44. ④ 45. ④

〘소재〙 한 남편이 시장에서 만난 미친 젊은이

〘해석〙  

(A)	한	남편이	휴무로	집에서	어느	오후	시간을	즐기

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바쁘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

가	달걀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보,	시장에	

가서	날	위해	달걀을	좀	사다	주겠어요?”라고	그녀가	

물었다.	“물론이죠,	여보.”	그가	즐겁게	대답했다.	남

편은	예전에	시장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

서	그의	아내는	그에게	약간의	돈,	바구니,	시장	한가

운데에	있는	달걀	좌판으로	가는	방향을	알려	주었다.	

(D)	그가	시장에	들어섰을	때,	한	젊은이가	바로	그에

게로	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안녕,	낙타	얼굴!”	“뭐

라고요!”	놀란	남편이	대답했다.	“누굴	‘낙타	얼굴’이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젊은이를	부추기

기만	할	뿐이었는데,	그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남편에

게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이봐,	‘박쥐	입김’!	오늘	아

침에	면도	후의	로션으로	개똥을	사용하셨나?	길	잃

은	천	마리	개의	벼룩이	당신	겨드랑이에	우글거리기

를!”	최악의	것은,	남편이	시장	한	가운데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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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③

〘소재〙 과도한 물 섭취의 위험성

M: Hello, everyone. My name is James 
Denver, professor at Hammington Medical 
School. Today, I’d like to talk about water 
consumption. Conventional guidelines say 
that drinking a lot of water is good for 
health, but that’s not always the case. Water 
intoxication, also known as water poisoning, 
occurs when a person drinks too much water. 
An excessive amount of water in the blood 
can lead to nausea and vomiting. In rare 
cases, it can even cause swelling in the brain 
and become fatal. A simple strategy to reduce 
these risks would be to weigh yourself before 
and after exercising in order to gauge your 
overall	 fluid	 intake,	 and	 ensure	 you	 don’t	
drink too much water. Let me explain in more 
detail.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Hammington	의과	대

학의	교수인	James	Denver입니다.	오늘	저는	물	

섭취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종래의	지침

에	따르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water	poisoning’이라

고도	알려진	물	중독은	사람이	물을	너무	많이	마

실	때	발생합니다.	혈액	속에	과도한	양의	물은	

메스꺼움과	구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드문	경

우이긴	하지만	그것은	심지어	뇌가	부어오르게	해

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간단한	전략은	전반적인	수분	섭취량을	측정하기	

위해	운동	전후에	체중을	측정하여	물을	너무	많

이	마시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

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설〙

남자는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것은	물	중독	증상

을	일으켜	메스꺼움과	구토,	드물게는	치명적인	뇌의	

부종까지	일으킬	수	있으므로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어휘 및 어구〙

•	conventional:	종례의,	관습적인

•	intoxication:	중독

•	poisoning:	중독

•	excessive:	과도한

•	nausea:	메스꺼움

•	vomiting:	구토

•	swelling:	부기,	부어오른	곳

제 2 회

 정답

1 ③ 2 ① 3 ③ 4 ⑤ 5 ④

6 ⑤ 7 ⑤ 8 ⑤ 9 ③ 10 ②

11 ③ 12 ② 13 ⑤ 14 ③ 15 ③

16 ② 17 ③ 18 ① 19 ① 20 ④

21 ⑤ 22 ③ 23 ⑤ 24 ② 25 ④

26 ⑤ 27 ⑤ 28 ⑤ 29 ② 30 ④

31 ② 32 ② 33 ⑤ 34 ④ 35 ③

36 ③ 37 ⑤ 38 ⑤ 39 ④ 40 ⑤

41 ④ 42 ④ 43 ⑤ 44 ④ 45 ④

  해설

있는	데서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있었고,	그는	전혀	

잘못한	게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돌아서서	가능한	한	빨리	시장	밖으로	걸어	나왔다.	

(C)	 “아주	일찍	왔네요,	여보.”	그가	돌아오자	아내

가	말했다.	“달걀은	샀어요?”	“아니요!”	그녀의	남편

은	씩씩거렸다.	“그리고	나를	시장의	저	미개한	젊은

이에게	다시는	보내지	말아요!”	그러나	그의	아내는	

잠시	그를	위로한	다음	그	젊은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의	남편은	젊은이의	모습을	말

했다.	“아,	그	사람!”	그의	아내가	말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요.	어렸을	때	그는	넘어지면서	머

리를	부딪혔어요.	가엾게도,	그는	학교에	갈	수도	없

었고,	그는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좋은	여자와	결혼

해서	가정을	꾸릴	수도	없을	거예요.	그	불행한	젊은

이는	미쳤어요.	그는	모든	사람에게	욕설을	퍼부어요.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B)	그녀의	남편은	그	말을	들은	후,	자신의	분노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그는	그	젊은이에게	동정을	느

꼈다.	그의	아내는	말했다.	“여보,	난	아직도	그	달걀

이	필요해요.	…	괜찮겠어요?”	“물론이죠,	여보.”	남

편이	말했고	그는	시장으로	돌아갔다.	젊은이는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이봐!	누가	오는지	보라고!	

늙은	낙타	얼굴이	자기의	박쥐	입김을	가지고	돌아왔

네!”	이번에	남편은	짜증이	나지	않았다.	많은	모욕을	

퍼부으면서	그를	따라오는	젊은이와	함께	그는	곧장	

달걀	좌판으로	갔다.	“그	사람	신경	쓰지	말아요.”	달

걀을	파는	여자가	말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해요.	어릴	때	사고를	당했거든요.”	“네,	알고	있

어요.”	그는	달걀	값을	지불하면서	말했다.	이번에	그

는	결코	화가	나지	않았다.	

〘해설〙  

43.	남편이	아내의	요청대로	달걀을	사러	시장에	갔

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A)	다음에는	시장에	들어선	

남편이	어느	젊은이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연거푸	듣

고	너무	화가	나서	가능한	한	빨리	시장에서	걸어	나

왔다는	내용의	(D)가	와야	한다.	그다음에는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그	젊은이의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자,	

아내가	그	젊은이가	어릴	때	사고를	당해	미치게	되

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C)가	오고,	마지막으

로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다시	달걀을	사러	가서	그	젊

은이를	다시	만났어도	이번에는	화가	나지	않았다는	

내용의	(B)가	오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하다.	

44.	밑줄	친	(a),	(b),	(c),	(e)는	모두	남편을	가리키

지만,	(d)는	남편이	시장에서	만난	미친	젊은이를	가

리킨다.	

45.	(C)에서	남편이	시장에서	만난	젊은이의	모습을	말

하자,	아내가	그	젊은이의	내력을	남편에게	이야기해주

었으므로,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구문〙

■	But	his	wife	 [comforted	him	 for	a	while]	and	
then	 [softly	 asked	him	 {what	 that	young	man	
looked	like}].

	두	개의	[	 ]는	and	then으로	연결되어	문장의	술

어	역할을	한다.	두	번째	[	 ]	안의	{	 }는	명사절로	

asked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한다.	

■	He	 got	 so	 upset	 that	 he	 turned	 around	 and	
walked	out	of	the	market	as	fast	as	he	could.

	「so	~	that	...」은	‘너무	~해서	…하다’의	의미이다.	

〘어휘 및 어구〙

•	indignation:	분노	

•	melt	away:	사라지다	

•	compassion:	동정,	연민	

•	insult:	모욕(적인	말)	

•	uncivilized:	미개한	

•	unfortunate:	불행한	

•	abuse:	욕(설),	학대;	욕설을	하다	

•	take	~	personally:	~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다	

•	aggressively:	공격적으로	

•	flea:	벼룩

•	fatal:	치명적인

•	gauge:	측정하다

•	fluid	intake:	수분	섭취

2. 정답 ①

〘소재〙 자녀의 수준에 맞는 책 권해주기

W: Mr. Morgan, what are you reading?
M: Hi, Ms. Watts. This is my son’s report card.
W: Oh, yeah. The semester just ended, didn’t it?
M: Yeah. My son got good grades, but his teacher 

suggested he read more books.
W: Does your son not like reading?
M: Well, he used to like it a lot, but nowadays not 

so much.
W: Hmm, do you know why?
M: I’m not sure. When we go to the library, he 

usually	chooses	books	and	reads	only	the	first	
few pages.

W: Well, I think recommending books for him to 
read would be good.

M: Why can’t I let him choose?
W: Because kids his age sometimes can’t choose 

books	 that	 fit	 their	 level,	 which	 can	 be	
discouraging to them. So parents should help 
them out.

M: That makes sense. I’ll give it a try. Thanks, 
Ms. Watts.

여:	Morgan	씨,	무엇을	읽고	계세요?

남:	안녕하세요,	Watts	씨.	이것은	제	아들의	성적표예요.

여:	아,	네.	학기가	막	끝났죠,	그렇죠?

남:	네.	제	아들이	성적은	잘	받았는데	선생님께서	그	

애가	책을	더	읽어야	한다고	제안해	주셨어요.

여:	아드님이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나요?

남:	음,	많이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별로	좋아하지	않

네요.

여:	음,	왜	그런지	아세요?

남: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도서관에	가면,	그	애는	

보통	책을	골라	처음	몇	페이지만	읽어요.

여:	음,	제	생각에는	아드님이	읽을	책을	추천해	주시

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남:	왜	그	애가	고르게	하면	안	되나요?

여:	그	애	나이	때	아이들은	때때로	자신의	수준에	맞

는	책을	고르지	못하는데,	그것이	그들을	낙담시

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들

을	도와주셔야	해요.

남:	일리	있군요.	시도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Watts	씨.

〘해설〙

아들이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아	걱정인	남자에게	여

자는	아이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을	잘	고르지	못

해	쉽게	낙담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수준에	맞

는	책을	추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

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어휘 및 어구〙

•	report	card:	성적표

•	semester:	학기

•	used	to:	~이었다,	~하곤	했다

•	recommend:	추천하다

•	discouraging:	낙담시키는

•	give	it	a	try:	시도하다,	한번	해	보다

3. 정답 ③

〘소재〙 단거리 달리기 선수의 광고 촬영

M: Hello, Ms. Green. I’m John Miller.
W: Hi, Mr. Miller. Nice to meet you.
M: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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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Likewise. When my agent told me about the 
ad, I was really excited.

M: Glad to hear that. I’m guessing you know that 
the ad is for a sports car.

W: Yeah, but actually, I’ve never been in an ad 
before.

M: No problem. Since speed is what I want to 
emphasize in this ad, as the nation’s fastest 
sprinter, you’re a perfect model for the car.

W: I see. Am I the only one in the ad? 
M: No. The movie actor Jeremy Krull will also 

be in it. He was in my last commercial.
W: Ah, the one for a vacuum cleaner? I’ve seen 

that. So you directed that commercial?
M: Yes. Jeremy Krull will be here in about 10 

minutes. We’ll start shooting then.
W: Okay.

남:	안녕하세요,	Green	씨.	John	Miller입니다.

여:	안녕하세요,	Miller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	함께	 작업하게	 되기를	 정말	 고대하고	 있었습	

니다.

여:	저도	그렇습니다.	제	에이전트가	광고에	관해	말

했을	때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남:	그	말을	들으니	다행이네요.	스포츠카를	위한	광

고라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	네,	하지만	사실	제가	광고에	나왔던	적이	전혀	없

어서요.

남:	괜찮습니다.	이	광고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이	스피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단

거리	달리기	선수로서	당신은	그	차를	위한	완벽

한	모델이에요.

여:	알겠습니다.	광고에	저만	나오나요?	

남:	아닙니다.	영화배우인	 Jeremy	Krull	씨도	나오

실	거예요.	그분은	저의	지난	광고에	나오셨습	

니다.

여:	아,	진공청소기	광고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

면	그	광고를	감독하셨던	거예요?

남:	네.	Jeremy	Krull	씨는	약	10분	후에	여기로	오실	

겁니다.	그때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	알겠습니다.

〘해설〙

나라에서	가장	빠른	단거리	달리기	선수로	이번	스포

츠카	광고에	모델로	출연하게	된	여자에게	남자는	자

신이	진공청소기	광고	제작	감독이었다고	하면서	이

번	광고에	함께	출연하게	된	다른	모델이	잠시	후에	

오면	촬영을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

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③이다.

〘어휘 및 어구〙

•	agent:	에이전트,	대리인

•	ad:	광고

•	emphasize:	강조하다

•	sprinter:	단거리	달리기	선수

•	commercial:	(TV·라디오의)	광고

•	direct:	감독하다

4. 정답 ⑤

〘소재〙 눈 내리는 날 아빠 품에서 잠든 아기 사진

W: Dad, do you remember this picture?
M: Let me see. Oh, yes I do. Your mother took 

it	 when	 you	were	 a	 baby.	 It	 was	 your	 first	
snow. You can see it through the window.

W: I was so small in your arms.
M: I know. You were tiny.
W: How old was I?
M: Umm, I’d say about a couple weeks old. I 

remember you fell asleep right away when I  

 started singing a lullaby on the couch.
W: Did I? Haha. The living room has changed a 

bit.
M: Yeah. You can see that’s when we still had the 

fireplace.
W: Did you use it a lot?
M: Once in a while. When we did, Popo used to 

love lying on the carpet in front of it, just like 
in the picture.

W: Popo was just a puppy at that time.
M: Yeah, just like you.
W: That’s right.

여:	아빠,	이	사진	기억나세요?

남:	보자.	아,	기억나.	네가	아기였을	때	엄마가	찍은	

거구나.	너의	첫눈이었어.	창문을	통해	눈이	보일	

거야.

여:	아빠	팔에	안긴	제가	정말	작네요.

남:	맞아.	넌	아주	작았지.

여:	제가	몇	살이었죠?

남:	음,	몇	주쯤	된	것	같아.	내가	소파에서	자장가를	

불러주기	시작하자	네가	바로	잠이	들었던	게	기

억이	난다.

여:	제가	그랬어요?	하하.	거실이	조금	바뀌었네요.

남:	응.	우리에게	아직	벽난로가	있었을	때라는	걸	네

가	알	수	있을	거야.

여:	그것을	많이	쓰셨나요?

남:	가끔	썼지.	그럴	때면	사진에서처럼	Popo가	그	

앞에	있는	카펫에	누워있는	걸	좋아했었지.

여:	그	당시에	Popo는	그냥	강아지였네요.

남:	응,	바로	너처럼.

여:	맞아요.

〘해설〙

남자가	강아지인	Popo가	벽난로	앞에	있는	카펫에	누

워있다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벽난로	앞에	서	있으므

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

이다.

〘어휘 및 어구〙

•	through:	~을	통해

•	tiny:	아주	작은

•	lullaby:	자장가

•	fireplace:	벽난로

•	lie:	누워	있다

5. 정답 ④

〘소재〙 동물 보호소 봉사활동 동참 제안

[Cell phone rings.]
M: Hey, Elain.
W: Hi, Dave. What are you doing tomorrow?
M: Tomorrow? I’m planning on making a dog 

house for my dog.
W: Oh, you know how to do that?
M: My dad does. He’s good at woodworking. 

I’m just going to help him out.
W: I see. Actually, every Saturday, I volunteer 

at the animal shelter, so I was wondering if 
you’d like to join me and help clean the cages.

M: I wish I could, but I can’t. I’m helping my dad 
in the morning, and I have orchestra practice 
in the afternoon.  

W: That’s okay. By the way, do you know Kevin’s 
phone number? I called the phone number I 
have to see if he wanted to volunteer, but the 
number doesn’t exist.

M: Ah, he recently changed his phone number. 
I’ll text it to you.

W: Thank you so much, Dave.

[휴대전화가	울린다.]

남:	안녕,	Elain.
여:	안녕,	Dave.	내일	뭐	하니?

남:	내일?	내	반려견을	위해	개집을	만들어	줄	계획이야.

여:	아,	그것	만드는	법을	아니?

남:	아빠가	아셔.	목공	기술에	능하시거든.	나는	그냥	

아빠를	도와드릴	거야.

여:	그렇구나.	사실	토요일마다	나는	동물	보호소에

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네가	함께	우리	청소를	도

와줄	수	있나	해서.

남: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할	수가	없네.	오전에는	아

빠를	도와드려야	하고	오후에는	오케스트라	연습

이	있어.

여:	괜찮아.	그런데	Kevin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니?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지	알아보려고	내가	가지고	있

는	번호로	전화를	했었는데	존재하지	않는	번호네.

남:	아,	그가	최근에	전화번호를	바꿨어.	그것을	너에

게	문자로	보내줄게.

여:	정말	고마워,	Dave.
〘해설〙

토요일마다	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여자가	

친구인	Kevin에게	전화를	걸어	봉사활동을	하고	싶

은지	알아보려고	했으나	없는	번호라고	하여	남자에

게	Kevin의	전화번호를	아는지	묻자	남자가	Kevin의	

바뀐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했으므로,	남

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어휘 및 어구〙

•	woodworking:	목공(술)

•	animal	shelter:	동물	보호소

•	exist:	존재하다

•	text:	문자를	보내다

6. 정답 ⑤

〘소재〙 방수 붕대와 모기 퇴치제 구매

M: Good morning. May I help you?
W:	Yes.	 I	need	some	bandages	 for	my	finger.	 I	

cut it while cooking this morning.
M: Can I see? [Pause] Well, I think these ones 

would work. They’re $8 a box.
W: It doesn’t look like they’re waterproof 

though. I need waterproof ones.
M: Oh, then these ones are what you’re looking 

for. They’re $10 a box.
W: Great. I’ll take two boxes.
M: Okay. Anything else?
W: I also need some mosquito repellent.
M: They’re in the next aisle over. [Pause] We 

have two types. One is $12 a bottle and the 
other one is $15 a bottle.

W: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m?
M: This $15 one is made with only natural 

ingredients, so it’s less irritating to the skin. 
That’s why it’s more expensive. 

W: Okay. I’ll take two bottles of that one. Natural 
ingredients will be better for my kids. Here’s 
my credit card.

M: Thank you. Wait a minute, please.

남: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여:	네.	제	손가락에	붙일	붕대가	좀	필요해요.	오늘	

아침에	요리하다가	베였어요.

남:	볼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음,	이것이면	될	거	같

습니다.	한	상자에	8달러입니다.

여:	그런데	그것이	방수가	되는	것	같지	않네요.	방수

가	되는	것이	필요해요.

남:	아,	그러면	이것이	손님께서	찾으시는	것이겠네

요.	한	상자에	10달러입니다.

여:	좋네요.	두	상자를	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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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네.	다른	것은요?

여:	모기	퇴치제도	좀	필요합니다.

남:	그것들은	저기	다음	통로에	있습니다.	[잠시	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병에	12달러이고	

다른	것은	한	병에	15달러입니다.

여:	그것들	사이에	차이점이	무엇이죠?

남:	15달러인	이것은	천연	성분으로만	만들어져서	피

부에	덜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비싼	겁

니다.	

여: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두	병	사겠습니다.	천연	성

분이	저희	아이들에게	더	좋을	거예요.	제	신용카

드	여기	있습니다.

남: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해설〙

여자는	한	상자에	10달러인	방수	붕대	두	상자와	한	

병에	15달러인	천연	성분으로만	된	모기	퇴치제	두	병

을	샀으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⑤	‘50달러’이다.

•	두	가지	물건(붕대와	모기	퇴치제)을	구매하는	

상황인	데다가	물건마다	가격이	다른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	난도가	높은	문항이다.

•	두	가지	물건	모두	하나가	아닌	두	개를	구매하

기	때문에	빠르게	곱셈을	하지	않으면	정답을	

고르기가	어렵다.

•	대화를	들으면서	정답을	구하는	데	필요한	물

건	가격과	구매	수량을	정확하게	메모하는	전

략이	필요하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어휘 및 어구〙

•	bandage:	붕대

•	waterproof:	방수의

•	mosquito	repellent:	모기	퇴치제,	모기약

•	aisle:	통로

•	ingredient:	성분,	재료

•	irritating:	자극하는

7. 정답 ⑤

〘소재〙 애완동물 동반이 금지된 숙소 예약 취소

W: Honey, I heard on the news that hurricane 
season just started. Do you think we’ll be 
able to go on our trip next week?

M: Don’t worry. According to the weather 
forecast,	 the	weather	 is	 supposed	 to	be	fine	
then.

W: All right. I was worried because we’re staying 
close to the beach.

M: Our accommodation is actually right next to 
the beach.

W: Awesome. Do you have a picture of where 
we’re staying?

M: Oh, I forgot to send you the link to it. [Pause] 
Here.

W: Thanks. [Pause] Oh, wait!
M: What’s wrong?
W: Look here. According to their policy, they 

don’t allow pets.  
M: What? Oh no. I didn’t see that. Since we 

need to take our puppy, we have to cancel our 
reservation and look for another place.

W: Yeah. At least there’s no cancellation fee.
M: Yeah. I’ll call and cancel now.

여:	여보,	허리케인	시즌이	막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

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남:	걱정하지	말아요.	일기	예보에	따르면	그땐	날씨

가	좋을	거예요.

여:	알겠어요.	우리가	해변	가까이에	머물	거여서	걱

정했었어요.

남:	우리	숙소는	사실	해변	바로	옆이에요.

여:	좋네요.	우리가	머무는	곳의	사진이	있어요?

남:	아,	거기	링크를	당신에게	보내주는	것을	깜빡했

네요.	[잠시	후]	여기요.

여:	고마워요.	[잠시	후]	아,	잠시만요!

남:	뭐가	잘못됐나요?

여:	여기를	봐요.	그곳	규정에	따르면	애완동물이	허

용되지	않아요.

남:	뭐라고요?	아	이런.	그걸	못	봤네요.	우리는	강아

지를	데려가야	하니까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곳

을	찾아봐야겠네요.

여:	네.	적어도	취소	수수료는	없네요.

남:	네.	내가	전화해서	지금	취소할게요.

〘해설〙

다음	주	여행을	위해	남자가	예약한	숙소에	애완동물

을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여자가	발견하자	남자가	그	

규정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취소하고	다른	곳을	찾

아보겠다고	했으므로,	두	사람이	예약한	숙소를	취소

하려는	이유는	⑤이다.

〘어휘 및 어구〙

•	forecast:	예보

•	accommodation:	숙소

•	policy:	규정,	방침

•	allow:	허용하다

•	cancellation	fee:	취소	수수료

8. 정답 ⑤

〘소재〙 코딩 수업 신청

M: Mom, I’d like to take the coding class you 
told me about the other day.

W: Didn’t you say you couldn’t take it? It’s the 
same time on Saturdays as your basketball 
practice.

M: Our team moved the practice time to later on 
in the day, so now I’m free in the morning.

W: Nice. But the class’s maximum number of 
students is 30, so you should see if there are 
still openings.

M: My friend Steve and I just found out that 
there are.

W: Great. Is he also planning on taking the class? 
M: Yes. He wants to take it because the instructor 

is Mr. Martin, his favorite teacher.
W:	Cool.	 Then	 since	 the	 first	 class	 is	 this	

Saturday, you should get the textbook right 
away.

M: I know. I’ll sign up for the class now and go 
to the bookstore with Steve this afternoon.

W: Then take this money with you.
M: Thanks, Mom.

남:	엄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코딩	수업을	제가	듣

고	싶어요.

여:	네가	들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니?	토요일에	네	

농구	연습과	같은	시간이잖아.

남:	저희	팀이	연습	시간을	그날	뒤로	옮겨서	이제는	

오전에	한가해요.

여:	잘됐구나.	하지만	그	수업의	최대	학생	수가	30명
이어서	아직	자리가	있는지	네가	확인해야	해.

남:	친구	Steve와	제가	막	자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	잘됐네.	그	애도	수업을	들을	계획이니?

남:	네.	그는	강사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인	

Martin	선생님이어서	듣고	싶어	해요.

여:	좋네.	그러면	첫	수업이	이번	주	토요일이니	당장	

교재를	사야겠구나.

남: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수업을	신청하고	오늘	오

후에	Steve와	서점에	가려고요.

여:	그러면	이	돈을	가져가렴.

남:	고마워요,	엄마.

〘해설〙

대화에서	남자가	신청하려는	코딩	수업에	관해	수업	

요일,	최대	수강	인원,	강사,	교재는	언급되었지만,	⑤	

‘수업료’는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 및 어구〙

•	the	other	day:	지난번,	일전에

•	opening:	빈자리

•	instructor:	강사

•	textbook:	교재,	교과서

•	sign	up	for:	~을	신청하다

9. 정답 ③

〘소재〙 Allheim 박물관 재개관

W: Hello. I’m Susan Lee, director of the Allheim 
Museum. The Allheim is the country’s oldest 
museum, opening in 1907. Due to renovation, 
the museum has been closed for 6 months, so 
I’m glad to announce that the renovations 
are	 finished	 and	 the	 museum	 is	 reopening	
this Saturday. I’m sorry to tell you that the 
entrance fee will be 10% higher to cover 
the renovation costs, but we’re sure you’ll 
feel the changes are worth it. To celebrate 
the reopening, a special Picasso exhibition 
will be held next month. And we’re going 
to	start	offering	virtual	museum	tours	on	our	
website. There are 12 virtual rooms to see, so 
just select the room you wish to see and click 
the VR icon. Check the museum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Thank you!

여:	안녕하세요.	 저는	 Allheim	 박물관의	 관장인	

Susan	Lee입니다.	Allheim은	우리나라에서	가

장	오래된	박물관으로	1907년에	개관했습니다.	

수리로	인해	박물관은	6개월간	문을	닫았었는데	

수리가	끝나서	이번	주	토요일에	박물관이	다시	문

을	열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수

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입장료가	10퍼센트	인상

될	것임을	알려	드리게	되어	유감이지만	변화된	것

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재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피카소	특별	

전시회가	다음	달에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

사이트에서	박물관	가상	투어를	제공하기	시작할	것

입니다.	보실	수	있는	12개의	가상	방들이	있으므로	

보고	싶은	방을	선택해서	VR	아이콘을	클릭만	하

시면	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박물관	웹사

이트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해설〙

Allheim	박물관의	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입장료

가	10퍼센트	인상될	것이라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

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이다.

〘어휘 및 어구〙

•	renovation:	수리

•	entrance	fee:	입장료

•	cover:	충당하다

•	celebrate:	축하하다

•	exhibition:	전시회

•	virtual:	가상의

10. 정답 ②

〘소재〙 아들을 위한 RC 자동차 고르기

M: Hello. Can I help you?
W: Yes, I’m looking for an RC car for my 9-year-

old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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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Okay. Our models are over here. Is there a 
particular one you’re looking for?

W: Not really, but I think this one’s too big for 
my son.

M: Right. It’s for teenagers. Models smaller than 
1/10 scale are good for kids your son’s age.

W: Okay. And I’d like to keep it under $100.
M: All right. Do you need a model that can be 

used	off-road,	like	on	dirt	roads?
W: No. My son will just play with it in our 

apartment complex.
M: Okay. Then it’s down to these two on-road 

models. Your son would like either of them.
W: Hmm. I’ll get this one. My son will like the 

red design.
M: Okay, great. Would you like me to gift-wrap 

it for you? It’s free.
W: Sure, thanks.
M: No problem.

남: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여:	네,	9살인	제	아들을	위한	RC	자동차를	찾고	있

습니다.

남:	네.	여기에	우리	모델들이	있습니다.	찾고	계신	

특정한	것이	있으신가요?

여:	꼭	그렇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	이건	제	아들에게	

너무	커요.

남:	맞습니다.	그것은	십	대들을	위한	것입니다.	1/10	
비율보다	더	작은	모델이	아드님	나이의	아이들에

게	좋습니다.

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100달러	미만으

로	하고	싶습니다.

남:	알겠습니다.	흙길	같은	오프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신가요?

여:	아뇨.	제	아들은	그냥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걸	가

지고	놀	거예요.

남:	네.	그러면	이	두	온로드	모델이	남네요.	아드님

은	어느	것이든	좋아할	거예요.

여:	음.	이것으로	할게요.	제	아들은	빨간	디자인을	

좋아할	거예요.

남:	네,	좋습니다.	선물	포장을	제가	해드릴까요?	무

료입니다.

여:	물론이에요,	감사합니다.

남:	천만에요.

〘해설〙

여자는	아들에게	사	줄	RC	자동차로	1/10	비율보다

는	작고,	가격이	100달러	미만이면서	오프로드	모델

이	아닌	것	중에서	빨간색	자동차를	사겠다고	했으므

로,	여자가	선택한	RC	자동차는	②이다.

〘어휘 및 어구〙

•	particular:	특별한,	특정한

•	scale:	비율,	규모

•	dirt:	흙,	먼지

•	apartment	complex:	아파트	단지

•	gift-wrap:	선물용으로	포장하다

11. 정답 ③

〘소재〙 잘 자라지 않는 채소

M: Honey, look at our vegetables. I don’t know 
why they’re not growing well.

W: Me, neither. We must be doing something 
wrong.

M: Hmm, do you know anyone with a green 
thumb who can help us?

W: I’ll ask my coworker who has a nice vegetable 
garden.

남:	여보,	우리	채소들을	좀	보세요.	그것들이	왜	잘	

자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	나도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남:	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식물을	잘	키우는	재주

가	있는	사람을	알아요?

여:	멋진	채소	정원을	가진	내	동료에게	물어볼게요.

〘해설〙

두	사람의	채소가	잘	자라지	않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물을	잘	키우는	재주가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지	남

자가	여자에게	물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멋진	채소	정원을	가진	내	동

료에게	물어볼게요.’이다.

①	우리	정원에	채소를	심은	것은	훌륭한	생각이었

어요.

②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친환경적이	되는	

한	방법이에요.

④	우리는	어떤	종류의	채소를	기를지	정해야만	해요.

⑤	내	친구가	와서	우리가	채소	따는	것을	도와줄	거

예요.

〘어휘 및 어구〙

•	green	thumb:	식물을	잘	키우는	재주

•	chemical	fertilizer:	화학	비료

•	go	green:	친환경적이	되다

•	coworker:	동료

12. 정답 ②

〘소재〙 환경을 위해 텀블러 사용하기

W:	Martin,	would	 you	 like	 to	 share	 this	 coffee	
with me?

M: Sure. Hold on. I’ll use my own cup instead of 
a disposable cup.

W: Oh, you have your own tumbler.
M: Yeah, I’m doing my part for the environment.

여:	Martin,	나랑	이	커피	나눠	마실래?

남:	물론이지.	잠깐만.	일회용	컵	대신	내	컵을	사용

할게.

여:	아,	네	텀블러가	있구나.

남:	응,	나는	환경을	위해	내	역할을	하고	있어.

〘해설〙

커피를	나눠	마시는	데	일회용	컵	대신	자신의	컵을	

사용하겠다는	남자에게	여자가	텀블러를	가지고	있구

나라고	말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응,	나는	환경을	위해	내	역할을	하

고	있어.’이다.

①	음,	내	텀블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③	미안해.	일회용	컵이	더	이상	없어.

④	아니야.	난	이미	오늘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마셨어.

⑤	맞아.	커피는	내가	잠들기	어렵게	만들어.

〘어휘 및 어구〙

•	share:	나누다

•	disposable:	일회용의

•	environment:	환경

13. 정답 ⑤

〘소재〙 국내 여행의 장점

M: Hi, Ms. Walker.
W: Hey, Mr. Owen.
M: Have you made any special plans for the 

vacation?
W: Not yet. I want to take the kids abroad, but I 

haven’t decided yet. What about you?
M: I’m just going to stay in the country and 

travel. Traveling abroad is really expensive 
right now. 

W: So you’re just traveling domestically?
M: Yes. I’ve mostly been out east, so this vacation 

 I’m going out west to see the coast out there.
W: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M: Yeah. Some people think traveling 

domestically	isn’t	good,	but	I	find	it’s	really	
fun.

W: Right. It’s also good if you have young 
children because you don’t have to take long 
flights.	Flying	isn’t	easy	with	kids.

M: For sure. And traveling in the country helps 
boost the local economy because you spend 
money here, not in other countries.

W: All right. I’m going to think of traveling 
domestically this vacation, too.

남:	안녕하세요,	Walker	씨.

여:	안녕하세요,	Owen	씨.

남:	휴가	동안	특별한	계획	세우셨어요?

여:	아직	아니요.	아이들을	해외로	데려가고	싶지만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떠세요?

남:	전	그냥	국내에	머물면서	여행하려고	합니다.	해

외여행이	지금은	정말	비싸서요.

여:	그러면	그냥	국내에서	여행하시려고요?

남:	네.	주로	동쪽으로	갔었는데	이번	휴가에는	거기	

해변을	보기	위해	서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	좋은	생각인	거	같네요.

남:	네.	어떤	사람들은	국내	여행이	별로라고	생각하

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이	정말	재밌습니다.

여:	맞습니다.	비행을	오랫동안	할	필요가	없어서	어

린	아이들이	있으면	또한	그것이	좋습니다.	아이

들에게는	비행이	쉽지	않지요.

남:	물론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여행을	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곳에서	돈을	쓰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	맞습니다.	저도	이번	휴가에	국내	여행을	하는	것

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설〙

남자가	이번	휴가에는	서쪽으로	국내	여행을	가겠다

고	하자	여자는	국내	여행도	재밌다는	점에	동의하면

서	아이들과	힘들게	비행기를	탈	필요도	없다고	말하

고	남자도	이에	동의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국

내	여행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여자

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맞습니다.	저도	이

번	휴가에	국내	여행을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

습니다.’이다.

①	물론입니다.	여행	산업은	우리	경제의	큰	부분이	

될	것입니다.

②	들어보세요.	저는	비행기표를	정말	좋은	가격에	판

매하는	사이트를	알고	있습니다.

③	그래서	제가	유명한	곳보다는	덜	인기	있는	관광지

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④	내년에는	해외	여행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대본	앞부분에서는	여자가	해외여행을	생각	중

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여

행이	좋다는	남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과정을	파

악하기가	쉽지	않은	문항이다.

•	남자의	마지막	말에서	지역	경제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경제(economy)가	포함된	①번을	잘못	

고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	우선	선택지를	해석해	보면서	대화의	주제를	예

측해	본	뒤,	대화자들의	입장이	대화가	진행되

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어휘 및 어구〙

•	abroad:	해외로

•	domestically:	국내에서

•	coast: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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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ght:	비행

•	boost:	활성화하다,	부양시키다

14. 정답 ③

〘소재〙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배우기

M: Stacy, could you help me out?
W: Sure, Lewis. What’s up?
M: I’m making a video for my science 

homework, but I’m having trouble with this 
editing program.

W: Well, I can probably help you. What are you 
trying to do?

M: I’m trying to add subtitles to my video, but I 
don’t know how.

W: Ah, it’s easy. Let me show you. [Mouse 
clicking sound] Look! 

M: Oh, I see. Thanks. I should probably learn 
more about video editing.

W: Yeah, it’s especially useful nowadays since 
video is really common.

M: Can you recommend any video editing 
books?

W: Actually, I didn’t learn through books. I 
watched a lot of videos on the Internet.

M:	Do	you	think	that	way	is	more	effective?
W:	Definitely.	You	can	actually	see	how	they	do	

it.
M: Oh, it sounds like a much better way to learn 

about editing.

남:	Stacy,	날	도와줄	수	있니?

여:	물론이지,	Lewis.	무슨	일이니?

남:	과학	숙제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	편집	프로

그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	그러면	아마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무엇

을	하려고	하는	거니?

남:	내	영상에	자막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

겠어.

여:	아,	그건	쉬워.	내가	보여줄게.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	봐!	

남:	아,	그렇구나.	고마워.	내가	아마	영상	편집에	관

해	더	배워야만	할	거	같아.

여:	응,	영상이	정말	흔해서	그건	특히	요즘	유용해.

남:	영상	편집	책을	추천해	줄	수	있니?

여:	사실	나는	책을	통해서	배우지는	않았어.	나는	인

터넷에서	영상을	많이	봤어.

남:	그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니?

여:	물론이야.	네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실

제로	볼	수	있잖아.

남:	아,	그것이	편집에	관해	배울	수	있는	훨씬	더	좋

은	방법인	거	같구나.

〘해설〙

영상에	자막을	추가하는	것을	도와준	여자에게	남자

가	영상	편집을	배울	수	있는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

자	여자는	인터넷	영상으로	배우는	것이	실제로	어떻

게	하는지를	볼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아,	

그것이	편집에	관해	배울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방법

인	거	같구나.’이다.

①	맞아.	내가	숙제를	더	일찍	제출했어야	했어.

②	음,	이	영상에	자막을	추가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여.

④	아니야,	내	컴퓨터에는	편집	프로그램이	설치되

지	않았어.

⑤	알겠어.	우선	책을	읽고	그러고	나서	온라인으로	

영상들을	찾아볼게.

〘어휘 및 어구〙

•	editing:	편집

•	subtitles:	자막

•	useful:	유용한

•	effective:	효과적인,	효율적인

•	inappropriate:	부적절한

•	install:	설치하다

15. 정답 ③

〘소재〙 커진 거북이를 위한 어항

W: Travis and Suzy are close friends. One day, 
Suzy gets two small pet turtles. Travis used 
to have turtles, so he knows a lot about them. 
When he hears that Suzy got some, he gives 
her some advice, such as how often she 
should feed them and change their water. 
Suzy follows Travis’s advice, and her turtles 
do very well. However, after a few months, 
they stop eating regularly and moving 
around normally. This worries Suzy, so she 
calls Travis about it. He visits her house and 
notices that the turtles have become too big 
for	the	fishbowl	she’s	keeping	them	in,	which	
stresses them.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Travis most likely say to Suzy?

여:	Travis와	 Suzy는	 친한	 친구입니다.	 어느	 날	

Suzy에게	작은	애완	거북이	두	마리가	생깁니다.	

Travis는	예전에	거북이를	키웠기	때문에	그것들

에	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Suzy에게	거북이

가	몇	마리	생겼다는	것을	듣고	그는	얼마나	자주	

먹이를	줘야	하고	물을	갈아줘야	하는지와	같은	

몇	가지	조언을	그녀에게	합니다.	Suzy는	Travis
의	조언을	따르고,	그녀의	거북이들은	아주	잘	지

냅니다.	하지만	몇	달	후에	그것들은	규칙적으

로	먹지를	않고	정상적으로	움직이지를	않습니

다.	Suzy는	걱정이	돼서	그것에	관해	Tavis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는	그녀의	집을	방문하고	그녀

가	거북이들을	보관하고	있는	어항에	비해	그	거

북이들이	너무	커져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

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Travis는	Suzy에
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해설〙

거북이를	 기르는	 것에	 대해	 조언을	 했던	 Travis는	

Suzy의	거북이가	규칙적으로	먹지	않고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거북이들이	들어	있는	어항에	

비해	거북이들이	너무	커져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는	것을	알게	된	상황이다.	따라서	Travis가	Suzy에
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너는	너의	거북이

들을	위해	더	큰	어항을	구해	줄	필요가	있어.’이다.

①	거북이와	같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스트레스

를	없애는	데	도움이	돼.

②	거북이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먹이를	주는	것을	시

도해	봐.

④	네가	어항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⑤	내	생각에는	네가	어항에	물을	더	추가해야	해.

•	이	유형의	경우	담화의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이	

정답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

지만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인	제시보다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전체	담화를	바탕으로	그것

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문장을	찾아야	해

서	난도가	높다.

•	정답의	근거가	제시되는	문장에	스트레스가	언

급되었기	때문에	①번을	정답으로	잘못	고를	

수	있다.

•	우선	선택지를	보고	담화의	주제를	예측해	본	

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을	추론한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어휘 및 어구〙

•	feed:	먹이를	주다

•	regularly:	규칙적으로

•	fishbowl:	어항

•	relieve:	없애	주다

[16∼17] 정답 16. ② 17. ③

〘소재〙 직업과 관련된 개 이름

M: Hello, dog lovers! What’s your dog’s name? 
Why did you give your dog that name? People 
name their dog for so many funny reasons. 
Some people even name their dog after a type 
of job. For example, a judge is someone who 
decides legal cases. So some people who 
want to feel their dog is intelligent and honest 
like a judge name their dog judge. Another 
common dog name is fisher. This is a good 
choice for people whose dog is their main 
fishing	 partner.	Also,	 a	 shepherd	 herds	 and	
cares for sheep. It’s a well-known dog breed, 
but it’s also a dog name. So some people who 
expect their companion to be loyal to them 
name their dog shepherd. The last one is 
scout. A scout is someone who goes out to 
gather information, so scout is a good dog 
name for people who go on adventures with 
their dog. Aren’t these job-related names 
interesting? Can you think of any others?

남:	안녕하세요,	개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	

이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개에게	그	이름을	

왜	붙이셨나요?	사람들은	많은	재미있는	이유로	

자신의	개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어떤	사람들

은	심지어	직업의	종류에	따라	개	이름을	지어주

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판사는	법적	소송을	판결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개가	판사처럼	

똑똑하고	정직하다고	느끼고	싶어	하는	어떤	사

람들은	자신의	개를	‘judge’라고	이름을	지어줍니

다.	또	다른	흔한	개	이름은	‘fisher’입니다.	이것

은	자신의	개가	자신들의	주된	낚시	파트너인	사

람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양치기는	양을	

몰고	돌봅니다.	그것은	잘	알려진	개	품종이지만	

또한	개	이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동반

자가	자신들에게	충성하기를	기대하는	어떤	사람

들은	자신의	개에	‘shepherd’라고	이름을	지어줍

니다.	마지막은	정찰병입니다.	정찰병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나가는	사람이어서	‘scout’는	자신

의	개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개	

이름입니다.	이	직업과	관련된	이름들이	흥미롭

지	않나요?	다른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해설〙

16.	남자는	개에게	붙이는	이름들	중	직업과	관련된	

이름이	있다고	하면서	네	가지	예시를	들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직업

과	관련된	개를	위한	이름’이다.

①	좋은	도우미견의	특징

③	개의	도움이	필요한	직업

④	더	이상	인기가	없는	직업

⑤	개와	관련된	지식이	도움이	되는	분야

17.	개	이름을	지을	때	관련된	직업으로	판사,	어부,	

양치기,	정찰병은	언급되었지만,	③	‘경비원’은	언급

되지	않았다.

〘어휘 및 어구〙

•	legal	case:	법적	소송

•	intelligent:	똑똑한

•	herd:	(짐승을)	몰다

•	breed:	품종

•	companion: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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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yal:	충성스러운

•	occupation:	직업

•	assistance:	도움

•	profession:	(지적)	직업

18. 정답 ①

〘소재〙 입학 전형

〘해석〙  

고등학교	학업	상담관께

저희가	직면한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재

충전할	방법을	찾고	계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올

해의	(입시)	결정	일정과	다가오는	입학	주기에	대해	

간략한	최신	뉴스를	알려드리려	이	편지를	씁니다.	

Bloomston	대학은	동부	시간으로	4월	5일	화요일	오

후	7시에	본교의	입시	결정	사항을	발표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전	해들보다	늦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는	있

지만	이러한	변경이	입시	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

합니다.	대학	선택을	분석하고	처리하도록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올해의	후보자	답신	마

감일도	또한	5월	3일	화요일까지로	연장될	것입니다.	

귀하의	협력과	견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Bloomston	대학	입학처장	

Helen	Cooper	드림

〘해설〙  

올해의	입시	결정	사항(지원자	선발	결과)을	발표하는	

일정과	후보자	(등록)	답신	마감일의	연장을	알리고	

있으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구문〙  

■	While	we	 recognize	 [that	 this	 is	 later	 than	 in	
previous	years],	we	hope	[that	this	shift	serves	
for	the	admission	process].

	두	개의	[	 ]는	각각	recognize와	hop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어휘 및 어구〙  

•	recharge:	재충전하다	

•	update:	최신	뉴스

•	previous:	이전의

•	in	the	interest	of:	~을	(도모하기)	위하여

•	perspective:	견해,	전망,	균형감

19. 정답 ①

〘소재〙 아버지의 체포

〘해석〙  

Josh는	자신의	물건을	챙기고	축구	코치에게	작별	인

사를	했다.	엄마가	그를	데리러	오는	길이었을	것이었

다.	그러나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다.	Josh의	모든	

친구가	떠났고,	엄마는	아직	거기	오지	않았다.	Josh
는	그녀에게	몇	번	전화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날씨는	엄청나게	더웠지만,	그는	집에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그가	정말	원치	않는	일이었

다.	그의	집은	1마일	거리에	있었다.	Josh는	끓어오르

는	감정을	분출하기	위해	길을	따라	돌을	찼다.	Josh
는	마지막	모퉁이를	돌았고	자신의	집이	보이기	시작

할	무렵	갑자기	멈췄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

작했다.	그의	집	진입로에	두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

었다.	경찰차였다.	Josh의	뇌는	악몽과	같은	장면으

로	넘쳐흘렀다.	엄마가	출입구에	서서	흐느끼고	있었

다.	두	명의	경찰관이	한	남자를	경찰차로	데려가고	

있었다.	그	남자는	아빠였다.	마치	피부	밑에서	조그

만	자명종	시계들이	진동하는	것	같이,	Josh의	몸	전

체가	떨리기	시작했다.

〘해설〙  

데리러	오기로	한	어머니가	오지	않아서	집까지	걸어

오면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분출하기	위해	돌을	차는	

모습에서	Josh가	‘짜증이	난’	상태임을	알	수	있고,	집

에	와서	아버지가	체포되는	것을	보고	심장이	세차게	

뛰고	몸	전체가	떨렸다는	묘사에서	Josh가	‘충격을	받

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Josh의	심경	변화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①	‘짜증이	난	→	충격을	받은’이다.	

②	호기심을	느끼는	→	감사하는

③	좌절한	→	안도하는

④	질투심을	느끼는	→	동정하는

⑤	긴장한	→	실망한

〘어휘 및 어구〙  

•	let	~	off:	~을	분출하다[터뜨리다]

•	emotion:	감정

•	stop	short:	갑자기	멈추다

•	pound:	(심장	등이)	세차게	뛰다[고동치다]

•	sob:	흐느끼다

〘구문〙  

■	It	was	crazy	hot,	but	he	had no choice but to 
walk	home,	something	he	really	didn’t	want	to	
do.

	「have	no	choice	but	to	+	동사원형」의	구조가	사

용되어	‘~할	수밖에	없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20. 정답 ④

〘소재〙 진로 문제에 대한 조언

〘해석〙  

사람들은	가끔	자신의	남은	인생	동안	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아내야	한다고	믿는다.	‘나의	남은	인생	동안’

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많은	압박을	더하는데,	그것은	

긴	시간이다!	당연히	사람들은	갑갑한	느낌이	드는데	

문제가	그냥	너무나	커져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남

은	인생	동안	어떤	한	가지	진로에	갇혀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라.	그	문제를	더	작은	방식의	틀로	짜고,	

여러분이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을	알아내라.	그것은	더	

작고	더	감당할	수	있는	과업이다.	스스로에	대해	아

는	것,	다양한	진로,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회사에	대

한	지식에	근거하여,	‘오늘’	무엇이	이치에	맞는	것	같

은가?	아마도	여러분은	어떤	경력을	여러분이	영원히	

사랑할지	정확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그	문

제를	더	작은	방식으로	정의하면,	여러분은	더	빠르게	

훨씬	더	많은	진전을	보일	수	있다.	

〘해설〙  

진로	결정은	남은	인생	동안	하기를	바라는	것을	알아

내는	큰	과업이	아니라	당장	하기를	바라는	일,	오늘	

할	일을	중심으로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알아내는	보

다	작은	과업으로	정의하고	접근하라고	조언하고	있

으므로,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구문〙  

■	People	sometimes	believe	 [they	need	 to	figure	
out	{what	they	want	to	do	for	the	rest	of	their	
lives}].	

	[	 ]는	believ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접

속사가	생략되어	있다.	{	 }는	figure	out의	목적어	역

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어휘 및 어구〙  

•	feel	 stuck: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갑갑하

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갑갑하게	느끼다

•	path:	길,	경로

•	manageable:	감당[관리]할	수	있는

•	make	a	progress:	진전을	보이다

21. 정답 ⑤

〘소재〙 경험의 의식

〘해석〙  

경험을	망치지	않고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지만	연습이	좀	필요하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이	경험이	일어나는	동

안	그것을	‘빠르게	슬그머니	흘끗	보면’	여러분은	그	

경험을	크게	저하시키거나	방해하지	않고도	자주	그

것을	매우	잘	관찰할	수	있다.	그것은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을	잘	보려	하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	

여러분이	그들을	몇	번	잠깐	보면,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

다.	그러나	아주	오랫동안	보면,	여러분은	그들의	주

의를	끌고	그들은	여러분이	쳐다본다는	것을	알아차

릴	것이다.	다행히	여러분은	‘마음속의	흘끗	봄’을	몇	

번	짧게	하면	한	경험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정신적인	

훈련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분석에	의

해	휩쓸려	갈	것이다.	여러분이	이러한	정신적인	흘끗	

보기를	습관화할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해	그저	생각하

지	않고	그저	그것을	계속하면,	그것들은	상황을	훨씬	

덜	방해할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일련의	

생각,	일련의	경험을	정말	방해하는	것은	내적인	정신

적	대화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답하기	시작하면,	경험은	불행

한	운명을	맞게	된다.	

〘해설〙  

마치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고	관

찰하듯,	경험을	하는	중간에	잠깐씩	자신의	경험에	대

해	의식하면,	경험을	망치지	않고도	경험에	대해	파

악할	수	있다는	맥락이므로,	밑줄	친	부분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그것(경험)을	하

고	있을	때	경험에	대해	간단히	생각해	보는	습관을	

들이다’이다.	

①	여러분이	외부의	관찰자인	것처럼	자신을	관찰하다

②	다른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재미있는	광경을	쳐

다볼	때	그들을	포착하다

③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조차	세부사항에	면밀한	주

의를	기울이다

④	(친구들을)	방해하지	않고	여러분의	경험에	관해	

친구들에게	물어보다

•	경험을	망치지	않고도	자신이	하고	있는	경험

을	객관적으로	관찰한다는,	다소	낯선	소재를	

다룬	글이다.	그러나	의식하려	하면	경험의	질

이	떨어진다는	배경지식을	활용하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	It	is	kind	of	like	trying	to	get	a	good	look	at	
a	stranger	in	a	public	place.를	통해	낯선	사

람을	공공장소에서	관찰하는	경험을	들어	‘자신

의	경험을	빠르게	슬그머니	흘끗	보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you	can	learn	a	lot	about	an	experience	with	
a	few	short	“mental	glances”를	핵심	단서로	

잡은	다음,	what	really	 interrupts	 their	 train	
of	thought,	or	train	of	experience,	is	interior	
mental	dialog에서	대조되는	내용을	통해	확인

하면,	밑줄	친	부분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를	찾

을	수	있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구문〙  

■	Most	people	find	 [{what	 really	 interrupts	 their	
train	 of	 thought,	 or	 train	 of	 experience},	 is	
interior	mental	dialog].

	[	 ]는	fin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명사

절을	유도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다.	{	 }는	명사

절의	주어이다.	

〘어휘 및 어구〙  

•	spoil:	망치다

•	degrade:	저하시키다

•	interrupt:	방해하다

•	significantly:	크게,	상당히

•	kind	of:	어느	정도

•	stare:	쳐다보다,	지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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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ipline:	훈련

•	analysis:	분석

•	habitual:	습관적인

•	interior:	내적인,	내면의

•	dialog:	대화

•	doom:	불행한	운명[결말]을	맞게	하다

22. 정답 ③

〘소재〙 고객 전화 응대 서비스

〘해석〙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요구	사항은	증가할	것인데	

그것은	많은	소비자가	회사와	가지는	최초의	접촉이	

기계와의	접촉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사람과	통

화하게	될	무렵에는	그들	중	많은	수가	이미	기분이	

상해	있다.	이것은	특히	수십	개의	순환하는	메뉴	선

택을	제시하는	음성	메시지	녹음	장치	체계에서	발생

하는데,	그것	중	어느	하나도	진짜	사람과	이야기하

는	것을	수반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결국	서비스	안

내	직원에게	연결되었을	때,	“세상에,	사람한테	실제

로	연결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군요!”라고	말하는	

것을	서비스	안내	직원들이	듣는	것은	드문	일이	아

니다.	그것은	서비스	경험으로의	그리	긍정적인	시

작은	아니다.	사실,	컨설팅	회사들은	이제	직원과	소

비자들의	접촉을	제한하는	많은	수의	인터넷	회사들

이	자신들이	경쟁해온	전통적인	사업체들로부터	배워

야	한다고	제안하기	시작하고	있다.	Tactical	Retail	
Solutions의	Issac	Lagnado는	“계속해서	점점	더	많

은	e-기업들(인터넷	회사들)이	사람들을	고용하고	훈

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결론	내린다.	

〘해설〙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화할	때	기분	상하

게	하는	긴	음성	메시지	녹음	장치를	거친	후	사람과	

연결되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인간	

상담원이	직접	응대하는	전통적인	서비스	방식의	중

요성이	다시	인식되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요지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구문〙  

■	In	 fact,	 consulting	 firms	 are	 now	 beginning	
to	 suggest	 [that	 Internet	 companies,	 {many	of	
which	 limit	customer	contact	with	 their	staff},	
must	 learn	 from	 the	 traditional	 businesses	
{against	which	they	have	been	competing}].

	[	 ]는	sugges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첫	번째	{	 }는	Internet	companies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고,	두	번째	{	 }는	the	traditional	businesses
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	contact:	접촉

•	voice-mail:	(전화기의)	음성	메시지	녹음	장치

•	dozens	of:	수십	개의

•	looped:	순환하는,	고리	모양의	

•	service	representative:	서비스	안내	직원

•	firm:	회사

•	progressively:	(꾸준히)	계속해서

23. 정답 ⑤

〘소재〙 주차 요금 부과

〘해석〙  

주차	요금이	비교적	싸다는	사실은	특정한	장소에

서	 혼잡을	 관리하기	 위해	 그것들(주차	 요금)이	 혼

잡	요금	대신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러면	주차	요금은	 (예를	들어	주차하기	위한	시간

과	노력	같은)	주차	비용보다	올라갈	것이고,	도심

에	 주차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이동	 수요가	 감소

할	 것이므로	 혼잡은	 감소할	 것이다.	 그러한	 접근

법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는	얼마나	많은	통과	차량

이	있을지,	 즉	 얼마나	많은	운전자가	주차하지	않

고	혼잡한	구역의	도로를	사용하는지와	얼마나	많은		

‘더	싼	자리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유도되는지에	달

려	있다.	통과	차량의	수가	제한적이고	추가적으로	돌

아다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차	요금은	혼

잡	요금을	잘	모방해서	비슷한	효율성의	이득을	성취

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주차	요금은	또한	효율성

의	손실을	유발할	것이고	주차하는	사람들에	대해	매

우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부과하지	않는	공평함에	대한	우려는	이러한	접

근법의	매력을	감소시킨다.	

〘해설〙  

주차	요금이	주차	비용과	비교하여	싼	상황이라면	혼

잡	요금	대신	주차	요금	부과를	활용할	수	있는데	여

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과도한	주차	요금은	효율성의	상실과	공평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주제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⑤	‘혼잡을	줄이는	데에서	주차	요금

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①	이동	비용을	평가하기	위한	주차	요금의	활용

②	주차	요금	부과에	대한	대중	동의의	중요성

③	도시	지역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

한	접근법

④	주차	공간을	선택하는	데서	운전자가	하는	경제

적인	고려

〘구문〙  

■	[How	 effective	 such	 an	 approach	 is]	 depends	
on	 [how	 much	 through-traffic	 there	 would	
be],	 i.e.	 [how	many	 drivers	would	 use	 roads	
in	congested	zones	but	not	park	there],	and	on	
[how	much	 “cruising-for-cheaper-spots”	would	
be	induced].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이다.	두	번째와	네	번

째는	on의	목적절이다.	세	번째	[	 ]는	두	번째	[	 ]

의	의미를	부연	설명하고	있다.	

〘어휘 및 어구〙  

•	relatively:	비교적

•	effort:	노력

•	effective:	효과적인

•	approach:	접근법

•	through-traffic:	통과	차량

•	congested:	혼잡한

•	zone:	구역

•	cruise:	돌아다니다

•	induce:	유도하다

•	mimic:	모방하다

•	attain:	성취하다

•	excessive:	과도한

•	generate:	유발하다

•	equity:	공평함

24. 정답 ②

〘소재〙 대학교에서의 학업

〘해석〙  

일부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로부터	대학교로의	이행

이	비교적	순탄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자

신의	접근법을	다시	점검하고	절제와	학습	기술을	업

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학교가	고등학교

와	다른	환경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고등학교는	교직원과	관리자가	학생들의	하루	일과	

전체를	소소한	것까지	일일이	챙기는	엄격한	기관인	

경향이	있다.	학생	행동은	면밀하게	(추적)	관찰되고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수많은	규칙과	

규제들로	통제된다.	반면	대학교에는	이러한	구조적

인	환경이	없다.	예를	들어	과제가	배정될	수도	있지

만	걷거나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수업의	출석은	거

의	감시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수업을	빠질	수	있게	허용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학생들은	대학이라는	장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

지	못하는데	그들이	그토록	많은	자유를	가지는	데	수

반되는	책임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서이다.	

〘해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행동이	관찰되고	규칙과	규제

들로	통제되지만,	대학교에서는	이것이	모두	자율에	

맡겨지므로	절제와	학습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필요

가	있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대학교로의	이행:	더	많은	자기	규제가	필

요함’이다.	

①	규율과	질서:	창의적인	정신의	걸림돌

③	대학	생활의	기초가	되는	규칙:	보이지는	않지만	

엄격하다

④	대학의	학업:	여러분	혼자	하는	고독한	노력이	아

니다

⑤	대학교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지	말기:	다양한	

길의	시도

•	대학교로	진학하면	학업에	어떤	자세로	접근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다룬	글이다.	

•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규율과	질서라는	면에서	

비교하여,	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와	달리	구조

적	환경이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이	점을	유념

할	것을	강조한다.

•	첫	 번째	문장의	 a	 need	 to	 reexamine	 their	
approach	to	academic	work	and	to	upgrade	
their	 self-discipline	and	 study	 skills의	내용

으로	글에서	제시한	것을	표현한	선택지를	찾

으면	된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구문〙  

■	Ironically,	some	students	are	unable	to	function	
effectively	in	the	university	arena	because	they	
find	it	difficult	[to	adjust	to	the	responsibilities	
{that	come	with	having	so	much	freedom}].

	 it은	 find의	형식상의	목적어이고	 [	 ]는	내용상

의	목적어이다.	{	 }는	the	responsibilities를	수식하

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	transition:	이행,	이동,	과도기

•	relatively:	비교적

•	reexamine:	다시	점검하다

•	self-discipline:	절제

•	institution:	기관

•	faculty:	교직원

•	administrator:	관리자

•	micromanage:	소소한	것까지	일일이	챙기다

•	numerous:	수많은

•	regulation:	규제

•	discipline:	규율

•	assign:	배정하다

•	immediate:	직접적인

•	arena:	(~의)	장

•	adjust	to:	~에	적응하다

25. 정답 ④

〘소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

〘해석〙  

위의	그래프는	2020년	10월의	한	주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적극적	사용자를	나이와	성별에	따라	보여

준다.	전반적으로,	적극적	사용자의	수는	1억	명이	넘

었는데	여성이	적극적	사용자의	50퍼센트가	넘는	비

율에	해당했다.	25세에서	34세의	사람들이	가장	큰	

사용자	집단이었는데	두	성	모두	15퍼센트가	넘는	사

람들이	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가장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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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집단은	65세	이상이었고	4.1퍼센트만	그	서비

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18세에서	24세,	25세에

서	34세,	그리고	35세에서	44세까지의	집단에서,	5
명	중	1명보다	많은	수가	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사

용했다.	성별	사이의	가장	높은	백분율	차는	35세에

서	44세까지의	사람들에서	발생했는데,	여성이	남성

보다	2.9퍼센트포인트	더	높았다.	

〘해설〙  

35세에서	44세까지의	집단의	적극적	사용자	비율은	

17.7%이고	이것은	5명	중	1명보다	적으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구문〙  

■	[The	 highest	 percentage	 difference	 between	
genders]	occurred	within	people	aged	35	to	44,	
[where	women	exceeded	men	by	2.9	percentage	
points].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이다.	두	번째	[	 ]는	

people	aged	35	to	44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	gender:	성별

•	represent:	(~에)	해당[상당]하다

26. 정답 ⑤

〘소재〙 Maya Angelou의 생애

〘해석〙  

Maya	Angelou는	1928년	Missouri	주의	St.	Louis
에서	태어났다.	1959년,	Martin	Luther	King	Jr.	박
사의	 요청에	 따라	 Angelou는	 Southern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의	 북부	 책임자가	 되었다.	

1964년부터	1966년까지	그녀는	Ghana의	Accra	시
의	 African Review의	특집	기사	편집장이었다.	그

녀는	7권의	자전적	책으로	가장	잘	알려졌는데,	그

중	한	권이	National	Book	Award의	후보로	지명되

었다.	Angelou는	또한	작품이	널리	읽힌	시인이었

고	그녀의	시는	흑인의	아름다움,	여성의	힘,	그리고	

인간의	영혼에	대한	묘사로	자주	찬사를	받아왔다.	

Hollywood	최초의	흑인	여성	감독으로,	Angelou는	

연극,	영화,	TV의	제작을	위해	대본을	쓰고,	제작

하고,	감독하고,	주연을	맡았다.	1971년,	그녀는	영

화	Georgia, Georgia의	대본과	악보를	썼다.	그녀

는	Winston-Salem의	Wake	Forest	University에서

의	Reynolds	Professor	종신	지명을	1982년에	수락

했다.	2000년,	그녀는	National	Medal	of	Arts를	수

상했고,	2010년에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
을	수상했다.	Angelou는	 2014년에	 8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해설〙  

Wake	Forest	University에서의	교수직	종신	지명을	

수락했다는	진술이	있으므로	⑤는	글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는다.	

〘구문〙  

■	[The	first	black	woman	director	in	Hollywood],	
Angelou	wrote,	produced,	directed,	and	starred	
in	productions	for	stage,	film,	and	television.

	[	 ]는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으로	의미상의	주

어는	Angelou이다.

〘어휘 및 어구〙  

•	coordinator:	(진행)	책임자

•	feature:	특집	기사

•	autobiographical:	자전적인

•	nominate:	후보로	지명하다

•	praise:	찬사를	주다,	칭송하다	

•	depiction:	묘사

•	musical	score:	악보

•	appointment:	지명

27. 정답 ⑤

〘소재〙 3D 프린터 사용

〘해석〙  

Oakwood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3D 프린터

메이커스페이스에는	사용하실	수	있는	3D	프린터가	

두	대	있습니다.	

일반 정보

•	3D	프린터	사용은	무료이며,	유일한	비용은	재료

비입니다.	

•	기계를	로딩하고	프린터가	적절히	설정되도록	확인

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직원에게	요청하세요.	

•	메이커스페이스의	프린터들은	단색	출력만	허용합

니다.

•	방문자는	하루에	한	번에	4시간	작업	시간만	허용

됩니다.

•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제한	시간을	넘기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출력되도록	허용합니다.	

•	예약은	6주	전부터	가능합니다.

비용

•	PLA	섬유:	그램당	10센트

•	PLA	광섬유:	그램당	25센트

•	물체는	출력이	끝난	다음	무게가	측정됩니다.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	전에	예약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해설〙  

프로젝트가	제한	시간을	넘기면,	완성될	때까지	계속	

출력되도록	허용한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

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구문〙  

■	If	your	project	 runs	over	your	 time	 limit,	we	
allow	it	[to	continue	to	print	until	completion].

	allow의	목적격	보어는	to	부정사구인	[	 ]이다.	

〘어휘 및 어구〙  

•	material:	재료

•	assist:	돕다

•	properly:	적절히

•	session:	작업	시간,	(수업	등의)	회

•	completion:	완료,	완성

•	filament:	섬유

•	ahead	of:	~	전에

28. 정답 ⑤

〘소재〙 자전거 가이드 투어

〘해석〙  

Eastern City Central Park의 자전거 가이드 투어

여러분의	 가이드와	 동료	 여행객들과	 함께	 Central	
Park를	자전거를	타고	가로지르는	것을	즐기세요!

개요

•	출발과	도착	지점:	1번	출입구

•	지속	시간:	대략	2시간	(5번	멈춤)

요금

•	성인	30달러	/	어린이	20달러

요금 포함 사항

•	2시간의	자전거	가이드	투어

•	임대:		성인용	자전거,	아동용	자전거,	아동용	트레

일러,	아동용	안장	

자전거	헬멧	(요청	시)	

자전거	자물쇠	(요청	시)

추가 정보

•	18세	미만의	아동은	성인	1명을	동반해야	합니다.

•	휠체어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	나쁜	날씨로	인해	취소되면	전액	환불받게	됩니다.	

•	이	여행의	참가자는	최대	15명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biketoureasterncity.
org를	방문해	주세요.	

〘해설〙  

날씨로	인해	취소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언급

이	있으므로	⑤는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구문〙  

■	Children	under	18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수동태이므로	 「조동사	+	be	+	과거분사」인	 must	
be	accompanied가	사용되었다.	

〘어휘 및 어구〙  

•	overview:	개요,	개관

•	departure:	출발

•	duration:	지속	시간

•	approximately:	대략

•	include:	포함하다

•	accompany:	동반하다

29. 정답 ②

〘소재〙 갈등에의 대처

〘해석〙  

우리가	기분이	나쁘거나	다른	이유로	감정이	유발되

어	있으면,	우리는	수상한	동기가	다른	사람	탓이라고	

더욱	쉽게	여긴다.	사람들은	또한	그들을	폭발시키는	

경향이	있는	특정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버튼을	누르는	방식	중	하나로	행

동하면,	그것은	감정을	동요시키는	부정적인	속성을	

자극할	수	있고	관계에서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우리가	함께	갈등의	이력을	가진	사람들

을	대할	때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

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나쁜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로	화를	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마침내,	가혹한	말,	인신공격,	그리고	협박

의	사용과	같은	상대방	쪽의	나쁜	행동은	그것들로부

터	유래하는	부정적인	속성과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

다.	이러한	행동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위협적이며	관

계에서의	갈등의	요인이	되는	투쟁·도피	반응을	빠

르게	불러일으킨다.	

〘해설〙  

②	관계절의	수식을	받는	people이	관계절에서	문맥

상	의미	있게	연결되려면	we	have	had	a	history	of	
conflict	with	people의	형태가	되어야	하므로	whom
은	with	whom으로	고쳐야	한다.	

①	 set	 off의	동작	주체는	 certain	 things이고	대상

은	people이어서	주체와	대상이	다르므로	재귀대명

사	themselves가	아닌	them을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③	are	likely	to에	attribute와	함께	이어져	to부정사

구를	이루고	있으므로	동사원형인	get을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④	negative	 attributions	 and	 the	 emotions를	수식

하는	관계절을	유도하며,	뒤에	이어지는	관계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므로	관계대명사	that을	쓰는	것은	적

절하다.	

⑤	능동의	의미이므로	현재분사인	 threatening을	쓰

는	것은	적절하다.	

〘구문〙  

■	Finally,	 [bad	 behaviors	 on	 the	 part	 of	 other	
people],	 such	 as	 the	 use	 of	 harsh	 language,	
personal	attacks,	and	intimidation,	can lead	to	
negative	attributions	and	the	emotions	that	stem	

from	them.	

	[	 ]는	문장의	주어이고,	can	lead는	이와	연결되

는	술부를	구성한다.	

〘어휘 및 어구〙  

•	arouse:	(감정�주의�관심을)	유발하다

•	attribute	~	to	...:	~이	…에게	있다고	여기다,	~을	

…의	탓으로	여기다[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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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	off:	~을	폭발시키다,	~을	터뜨리다

•	attribution:	속성

•	stir:	동요시키다

•	harsh:	가혹한

•	intimidation:	협박

•	stem	from:	~에서	유래하다,	~에서	나오다

•	evoke:	불러일으키다

•	fight-or-flight	response:	투쟁·도피	반응

•	contribute	to:	~의	요인이	되다,	~에	이바지하다

30. 정답 ④

〘소재〙 축구와 결정론적 시각

〘해석〙  

만일	결정론적인	심상이	맞는다면	축구	경기를	포함

하는	세상	전체는	마치	거대하고	복잡하고	비실용적

인	대형	장치일	것	같은데,	그것은	서로	연결된	아주	

많은	수의	부품들이	특정하고	고정된	방식으로	다른	

부품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다.	일단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한	가지	가능한	결과

만	있는	것이고,	무작위성도	없고,	열린	대안도	전혀	

없다.	이것은	별로	축구	같지	않은데,	(축구에서)	선

수들은	모든	순간에	자신에게	열려	있는	많은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있고	결과가	진정	기정	사실인	경우

는	거의	없다.	(많은	스포츠	해설가들이	표현한	대로,		

“이것이	우리가	게임을	종이	위에서	하지	않고	경기

장에서	하는	이유이다.”)	자연법은,	이런	종류의	세계

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일들의	배열을	매우	느슨하게

(→융통성	없이)	연결하는데,	과거가	세계가	존재했던	

방식이라면	현재가	있을	방식은	유일하게	한	가지뿐

이고,	미래도	한	가지만	가능할	뿐이다.	세상이	이처

럼	결정론적으로	되려면	자연법이	그것에	대해	침묵

을	지키고	있을	‘어떠한’	사건도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사건이	발생하는	방식은	정확하게	과거의	사건이	발

생한	방식에	달려	있다.	

〘해설〙  

축구의	세계와는	달리	결정론적인	심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과거에	의해	현재가	결정되고,	미래도	오

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진

술되어	있으므로	④의	loosely(느슨하게)는	적절치	않

고	rigidly(융통성	없이)와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한다.	

•	축구와	결정론적인	심상을	서로	비교하여	철

학적인	차원에서	축구에	접근한	글로,	추상적

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	given	that	the	past	is	the	way	it	was,	there	is	
only	one	way	for	the	present	to	be,	and	only	
one	possible	future	too으로	미루어	보아,	자

연법은	축구와는	상반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연법에	대해	언급한	문장의	④가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단어임을	알	수	있다.	

•	특히	④는	축구와	반대되는	자연법을	다룬	문장	

안에	있어서	축구에	관한	문장으로	착각하여	문

맥의	어색함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으므

로	주의해야	한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구문〙  

■	For	a	world	to	be	deterministic	like	this,	there	
cannot	be	any	events	[that	natural	laws	remain	
silent	 about];	 [the	 way	 {that	 every	 event	
occurs}]	depends	on	the	way	[that	past	events	
occurred],	exactly.

	첫	번째	[	 ]는	any event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

다.	두	번째	[	 ]는	세미콜론	뒤에	오는	절의	주어이

다.	{	 }는	바로	앞의	the	way를	수식하는	관계절이

고,	세	번째	[	 ]는	바로	앞의	the	way를	수식하는	관

계절로,	두	개의	that은	관계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어휘 및 어구〙  

•	a	whole	bunch	of:	아주	많은

•	set	in	motion:	~을	움직이게	하다

•	randomness:	무작위성,	임의성

•	alternative:	대안

•	foregone	conclusion:	기정	사실	

•	colour	commentator:	스포츠	해설가(해설	팀의	일

원으로	일하는	스포츠	유명	인사)

•	pitch:	경기장

•	arrangement:	배열

31. 정답 ②

〘소재〙 감사하는 마음

〘해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투자했다고	느낄	때	

감사하는데,	그것은	미래에	우리가	기꺼이	그	은혜를	

갚도록	한다.	사회학자인	Georg	Simmel이	감사를	인

류의	도덕적	기억에	비유했을	때	이것을	가장	잘	포착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가	신

세를	졌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한다.	여러분이	사람들

이	여러분에게	한	‘투자’에	대해	돈이나	시간이나	혹

은	노력으로	그들에게	보답하든	안	하든,	감사는	여러

분이	그	순간의	여러분	자신의	이득을	미연에	방지하

거나	방향을	돌려	장기적으로	득이	되는	관계를	구축

하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득한다.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라.	감사를	표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해주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한	

다른	사람에게	자주	무례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무

례가	누적되면,	관계는	소멸한다.	그런	이유로	사람

들이	정말로	감사함을	느끼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가

장하라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라는	사회적인	규범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

의	진정한	힘은	단지	그것의	표현에서	오는	것이	아니

라	그것의	행동	형성에서	온다.	

〘해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투자했다고	느낄	때	감

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신세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고	

노력하며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무례로	받아들

여진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②	‘도덕적	기억’이다.	

①	보상	체계	

③	사회적인	진화	

④	이타적인	본능

⑤	공감력	

〘구문〙  

■	That’s	 why	 [even	 if	 people	 don’t	 truly	 feel	
grateful],	there	is	a	social	norm	[to	fake	it]:	
to	say	“thank	you”	and	appear	appreciative.	

	첫	번째	[	 ]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다.	두	번째	[	 ]는	a	social	norm를	수식하는	 to부
정사구이다.	

〘어휘 및 어구〙  

•	grateful:	감사하는

•	return	the	favor:	은혜를	갚다

•	sociologist:	사회학자

•	capture:	포착하다

•	liken:	비유하다,	견주다

•	forestall:	미연에	방지하다

•	divert:	방향을	돌리다

•	beneficial:	득이	되는

•	go	out	of	one’s	way:	비상한	노력을	하다

•	norm:	규범

•	fake:	가장하다

•	appreciative:	감사하는

32. 정답 ②

〘소재〙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접근법

〘해석〙  

정책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네트워크’라는	아이디어

를	사용한	최초의	연구	중	하나는	Scharpf와	동료들에	

의한	정부	부서간	관계에	관한	‘Politikverflechtung’
의	연구였다.	예를	들어,	Scharpf는	하나의	주체에	

의해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환경	문제가	어떻

게	다루어지는지를	연구했다.	그는	정부의	다양한	층

들	간의	의존	관계라는	특징이	있지만	또한	중앙에서

의	통제가	없는	특징도	있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Politikverflechtung(정치적	얽힘)’이라는	단어를	사

용했다.	예를	들어	강을	따라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

제는	한	지점에서	유발되지만,	그	오염에	영향을	주는	

수단이	없는	다른	지방	자치	단체와	지역에	영향을	미

친다.	특히	독일의	연방	정치	구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조정	수준(의	기관)이	없다.	그들은	또한	의존

적인	구조가	되는	네트워크	구조,	게임의	규칙,	그리

고	규범적인	기대가	어떻게	그	문제의	해결을	용이하

게	하거나	방해하는지를	보여준다.	

〘해설〙  

하나의	지방	자치	단체,	혹은	하나의	지역에서	다룰	

수	없고	여러	지방	자치	단체	및	지역	사이의	협력과	

조정이	요구되는	정책	과정이	필요한	사례로	환경	문

제를	다루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하나의	주체에	의해서만으

로는	해결될	수	없는’이다.	

①	이익	집단	사이에	긴장을	유발하는	

③	공공의	투자	없이는	악화되는

④	해결책에	대한	시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⑤	역사적인	접근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	정부의	 정책	 실현	 과정을	 다룬	 글로,		

‘Politikverflechtung’이라는	독일어	용어가	글

의	난도를	높이고	있다.	

•	괄호	안에서	‘Politikverflechtung’의	의미를	‘정

치적	얽힘’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정치적	

얽힘을	어떻게	정부가	해결하는가가	글의	요지

임을	파악해야	한다.

•	환경	오염	문제와	같이	여러	지방	자치	단체가	

서로	얽혀	있는	문제는	네트워크라는	아이디어

를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되고	있다.	빈

칸이	있는	문장은	환경	문제의	특징을	기술하

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나타낸	선택지를	찾

을	수	있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구문〙  

■	They	 also	 show	 [how	 the	 structure	 of	 the	
networks,	 {being	 a	dependency	 structure},	 the	
rules	of	the	game,	and	normative	expectations,	
facilitate	or	obstruct	the	solution	of	the	problem].

	[	 ]는	sho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the	structure	of	the	networks,	being	a	dependency	
structure,	 the	 rules	 of	 the	 game,	 and	 normative	
expectations가	 명사절의	 주어이고	 facilitate와	

obstruct가	이와	연결되는	술어동사이다.	{	 }는	분사

구문으로,	the	structure	of	the	networks를	보충	설

명하고	있다.		

〘어휘 및 어구〙  

•	analyse:	분석하다

•	intergovernmental:	정부	(부서)	간의

•	address:	다루다,	해결하다

•	dependency	relation:	의존	관계

•	region:	지역

•	federative:	연방의

•	coordination:	조정

•	normative:	규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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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ilitate:	용이하게	하다

•	obstruct:	방해하다

33. 정답 ⑤

〘소재〙 도덕성과 이성

〘해석〙  

일단	우리가	도덕성을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문제로	

여긴다면,	중요한	사항이	생겨난다.	무엇을	할	것인

가를	추론할	때,	우리는	일관적이거나	일관적이지	않

을	수	있다.	일관적이지	않은	한	가지	방식은	어떤	경

우에는	한	사실을	이유로	받아들이지만,	두	경우를	구

별하는	것을	정당화할	차이점이	두	경우	간에	전혀	존

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우에는	비슷한	사

실을	이유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것

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자신의	인종이나	사회	집단의	

이익을	다른	인종과	사회	집단의	이와	비슷한	이익보

다	우선시할	때	발생한다.	인종주의는	그렇게	하는	것

을	정당화할	인종	간의	일반적인	차이가	전혀	존재하

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종에	속한	구

성원의	이익을	자신이	속한	인종	구성원의	이익보다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도덕

성의	위반인데,	그	이유는	우선	그것이	이성의	위반	

이기	때문이다.	인류를	도덕적으로	선호받는	사람들

과	선호받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는	다른	신조에	대

해서도	유사한	말을	할	수	있다.	요지는	이성은	공명

정대함을	요구한다는	것인데,	즉	우리는	모든	사람

의	이익을	똑같이	증진하도록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	

이다.	

〘해설〙  

도덕성을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문제로	본다면,	인종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자신의	인

종의	이익을	다른	인종의	이익에	우선하는	것은	도덕

성의	위반이기에	앞서	이성의	위반이므로	빈칸에	들

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⑤	‘우선	그것이	이성의	위반

이기’이다.	

①	이성은	인류에게	보편적인	것이기

②	편견은	감정에	뿌리를	둔	것이기

③	그것은	가끔	일어나는	어떠한	일탈도	부인하기

④	일관성은	도덕성과	동일하지	않기

•	도덕성과	이성의	관계에	관해	다룬	글이다.	도

덕성과	이성이	서로	일치하는	측면이	있는지,	

혹은	대립하는	측면이	있는지를	글을	읽으며	파

악해야	한다.	

•	인종주의의	사례를	들어,	인종주의가	두	경우

를	구별하는	것을	정당화할	차이점이	두	경우	

간에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우에는	비슷한	사실을	이유로	받아들이는	것

을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성과	도덕성은	서로	일치하는	측면이	있으

므로,	인종주의가	도덕성을	위반한다면	그것은	

이성을	위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와	일치하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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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	Racism	 means	 counting	 the	 interests	 of	 the	
members	of	other	races	as	 less	 important	 than	
the	 interests	 of	 the	 members	 of	 one’s	 own	
race,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no	general	
difference	between	the	races	<that	would	justify	
doing	so>}].	

	[	 ]는	despite로	유도되는	전치사구이다.	{	 }는	the	
fact와	의미상	동격인	명사절이다.	 <	 >는	 general	
difference	 between	 the	 races를	 수식하는	 관계절	

이다.	

〘어휘 및 어구〙  

•	reason:	이유,	이성

•	emerge:	발생하다,	나타나다

•	consistent:	일관적인

•	inconsistent:	일관적이지	않은

•	refuse:	거부하다

•	justify:	정당화하다

•	distinguish:	구별하다

•	unjustifiably:	부당하게,	이치에	맞지	않게

•	comparable:	비슷한,	비교할	만한

•	despite:	~에도	불구하고

•	offense:	위반

•	doctrine:	신조,	주의,	교리

•	divide:	나누다

•	upshot:	요지,	요점

•	impartiality:	공명정대함

34. 정답 ④

〘소재〙 인간적 척도에 의한 통합

〘해석〙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관해	아는	것은	그것의	더	좋

은	면이	더	큰	환경보다는	더	작은	환경에서	나타나

기가	더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다음	그

러한	환경이	어떤	인간적	척도의	특징을	통합한다고	

가정하면,	사회적인	조화의	가능성은	훨씬	더	증가한

다.	한	공동체가	생물권에서	인간의	자연스럽고도	서

로	맞물린	장소에	대한	배려를	그것의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정도로,	그것은	사람들이	아마	그들의	동료인	

생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다른	부

분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권

장할	것이다.	그것이	각	개체들이	어떤	통제감을	느	

낄	만한	규모로	조직과	체제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은	사람들이	크고도	비인격화되어	있으며	폭력적

인	것을	대면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종류의	심리적이

고도	사회적인	혼란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공동체에	

의해	통제되고,	자급자족할	수	있고,	참여	경제를	그

것이	개발할	수	있는	정도로,	그것은	많은	범죄의	원

인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일

반적인	경제적인	만족감뿐	아니라	완전하고도	가장	

보람	있는	종류의	고용을	마땅히	제공하기	때문이다.

〘해설〙  

크고	비인격화되어	있고	폭력적인	것으로	가득한	공

간이	아니라	더욱	인간적	척도로	환경이	통합되면	불

필요한	폭력	행사가	줄어들	것이고,	사람들의	심리적

이고	사회적인	혼란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내용이므

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더	큰	환

경보다는	더	작은	환경에서	나타나기가	더	쉽다’이다.	

①	그것의	사회적	환경의	나쁜	면과	비례해서	커진다

②	개인적인	환경보다는	오히려	집단적인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간다

③	그것이	직면했던	진화적인	압력의	결과로	발전했다

⑤	불편한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오는	스트레

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공간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글

로,	인간적	척도가	공간	설계에	반영되면	보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인간이	행동할	것이라는	글

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	the	 kinds	 of	 psychological	 and	 social	
dislocations	 that	 arise	 when	 people	 face	
large,	depersonalized,	and	violent	ones의	문

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인간적	척도의	도입이	제

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적	척도는	비인간

적이고,	크고,	폭력적인	규모보다	더	작고	통제	

가능한	규모를	의미함을	파악할	수	있고,	이	내

용을	담은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글	전체를	읽고	추론해야	하는	

문항에서는	필자의	의도를	고려하여야	답을	찾

을	수	있음에	주의한다.

〘구문〙  

■	And	 to	 the	 degree	 [that	 it	 can	 develop	 a	
community-controlled,	 self-sufficient,	 and	
participatory	 economy],	 it	 is	 likely	 to	 remove	
many	 of	 the	 causes	 of	 crime,	 because	 that	
should	 provide	 everyone	 with	 not only	 the	
general	 economic	 satisfactions	 but	 the	 fullest	
and	most	rewarding	kinds	of	employment.

	 [	 ]는	 the	degre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not	
only	A	but	(also)	B」의	구조가	사용되어	‘A뿐	아니

라	B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어휘 및 어구〙  

•	incorporate	~	(into	...):	~을	(…에)	통합하다

•	feature:	특징

•	likelihood:	가능성

•	interlocking:	서로	맞물린

•	biosphere:	생물권

•	violence:	폭력

•	fellow:	동료

•	presumably:	아마,	짐작건대

•	diminish:	감소시키다

•	dislocation:	혼란

•	arise:	발생하다

•	depersonalized:	비인격화된

•	violent:	폭력적인

•	self-sufficient:	자급자족할	수	있는

•	participatory:	참여적인

•	rewarding:	보람	있는

35. 정답 ③

〘소재〙 항공관제에서 단일 언어의 사용

〘해석〙  

항공관제에서	단일	언어를	선호하는	주장의	논거는	

명백하다.	모든	비행사가	모든	대화를	이해한다면	더	

안전하다.	양방향	무선통신을	가진	비행사들은	적절

하게	주파수를	맞추고	계속	수신감시하도록(주의하여	

청취하도록)	요구받는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보내지

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위에	있는	다른	비행

사들에게	보내지고	그들로부터	보내지는	메시지도	듣

는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항공관제탑에	계속	조회

할	필요	없이	다른	비행사들로부터	날씨와	운항	상황

에	관해	알	수	있다.	(항공관제사(ATCO)들은	비행사

들과	같은	영어	능숙도의	요구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지만,	수반되는	언어	과업과	기능이	다르다.)	게다

가,	만일	그들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대화에서	실수를	

듣는다면,	그들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만

일	한	가지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면,	의사소통	실패의	

위험이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해설〙  

항공관제에서	단일	언어가	선호되는	이유를	여러	가

지	나열하고	있는	글이므로,	비행사와	항공관제사에

게	요구되는	영어	능숙도와	언어	과업과	기능에	관한	

내용인	③은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다.	

〘구문〙  

■	[Pilots	{who	have	a	two-way	radio}]	are	required	
to	 keep	 a	 listening	watch	 at	 all	 times	 on	 the	
appropriate	frequency.	

	[	 ]는	문장의	주어이다.	{	 }는	Pilots를	수식하

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	argument:	주장의	논거,	주장

•	obvious: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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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priate:	적절한

•	frequency:	주파수,	빈도

•	address:	보내다

•	refer	to:	~에	조회하다

•	subject	to:	~의	의무를	가진

•	proficiency:	능숙도

•	requirement:	요구

•	competency:	기능,	능력

•	breakdown:	실패

•	inevitably:	필연적으로

36. 정답 ③

〘소재〙 단거리 달리기와 축구의 차이

〘해석〙  

단거리	달리기라는	스포츠를	축구와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축구	코치들이	매우	훌륭한	선수들을	키우고	

아마도	그	과정에서	몇	명의	프로	선수들도	키우는	것

에	대해	왜	낙관적이어야	하는지뿐만	아니라)	축구	코

치들이	사고방식의	재능을	축구	안에서	성취의	조정

자로	보아야	하는	이유의	핵심에	도달하게	해	준다.	

(B)	단거리	달리기와	같은	스포츠들은	닫힌	기술이며	

대부분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물론	이	부문은	견실한	

달리는	기술이	필요하지만,	유전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많은	속근섬유를	필요로	하며	그것이	거의	전

부이다.	(C)	축구는	더	복잡한	상황을	제공한다.	어

떤	축구	선수는	멋진	발을	가지고	있고	빠르게	생각하

는	방법을	배운다면	더	적은	신체	능력을	가지고도	팀

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	(Xavi	Hernandes와	Lionel	
Messi를	생각해	보라.)	(A)	이와	유사하게,	한	축구	

선수는	브라질의	공격을	선도하는	선수가	가진	공을	

다루는	기술이	없지만,	센터백으로	경기하는	것과	동

일한	의미의	키와	근력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

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의	팀원들	사이에서	잽싼	재빠른	동작은	그의	

강점은	아닐	수	있지만,	위험한	위치에서	지속해서	헤

딩에	성공하는	것은	그의	강점일	수	있다.	

〘해설〙  

주어진	글은	단거리	달리기와는	달리	축구는	사고방

식의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성취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B)에서	기술과	유전	면에서	단거리	달리

기의	특징을	설명하고	난	다음	(C)에서	단거리	달리

기와	비교하여	축구의	더	복잡한	상황을	제시하고,	축

구에서는	단거리	달리기보다는	신체적	특징이	덜	결

정적이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난	다음,	(A)에서	한편	

축구에서	유전적인	장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도	제

시하여	주어진	글의	 ‘조정자’와	 ‘사고방식의	재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흐름으로	이어져야	글이	자연

스럽게	연결된다.	

•	단거리	달리기와의	비교를	통해	축구의	특징

을	설명하는	글이다.	관객	입장에서가	아니라,	

선수의	입장에서	축구를	설명하고	있음에	주의

해야	한다.

•	첫	번째	문장의	mindset	talent	as	a	mediator	
of	achievement	within	 football이	글의	핵심

어이며,	뒤에	오는	내용은	이것을	풀어	설명하

는	구조이다.	

•	(C)의	a	more	complex	landscape	뒤에	제시된	

축구의	복잡한	상황이	어떤	면에서	단거리	달리

기보다	더	복잡한	것인지를	파악하면	(C)	다음

에	(A)가	이어질	것을	알	수	있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구문〙  

■	Similarly,	a	soccer	player	can	earn	a	living	from	

playing	his	favourite	sport	[if	he	lacks	the	ball	
skills	of	a	Brazilian	playmaker	but	enjoys	 the	

gift	of	height	and	muscular	strength	{that	means	
the	same	with	playing	as	a	centre	back}].

	 [	 ]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로	 if는	

even	if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lacks와	enjoys
는	he를	주어로	하는	술어동사이다.	{	 }는	 the	gift	
of	height	 and	muscular	 strength를	수식하는	관계

절이다.	

〘어휘 및 어구〙  

•	mindset:	사고방식,	태도

•	mediator:	조정자

•	optimistic:	낙관적인

•	playmaker:	(팀	경기에서	자기	팀의)	공격을	선도

하는	선수

•	enjoy: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	muscular:	근육의

•	swift:	잽싼

•	one-two:	재빠른	동작

•	consistently:	지속해서

•	header:	헤딩

•	simplistic:	지나치게	단순한

•	discipline:	부문

•	physicality:	신체적	특징

37. 정답 ⑤

〘소재〙 경제 이론과 농부의 대응

〘해석〙  

경제	이론은	농부들이	가격	변화에	대응하여	자신들

의	투입을	조정하고	상대적인	제품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한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것으로	추

정한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

는	상당한	이유들이	있다.	(C)	전후	유럽과	북미에서	

더	많은	산출량을	가져온	새로운	기술을	농부들이	비

교적	낮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제한된	수요

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한	산출량은	가격이	낮아지거

나	정체되도록	했다.	(B)	농부들은	반응했지만,	투입

량을	줄이거나	산출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줄이는	더	새로운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그렇게	했다.	

다른	이유로	인해	하락하는	가격이	항상	공급량의	감

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몇몇	농부는	자신들의	총

소득을	늘리기	위해	공급량을	늘릴	수	있으며,	따라

서	가격의	하락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	(A)	모든	농

부가	대안적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따라서	영국	서부	많은	곳의	소농들은	대규모의	

곡물	생산자가	되기	위한	지역이나	적절한	환경이	없

어서	계속	우유를	생산한다.	유럽	농업지역에서	문제

가	되는	곳	대부분은	토질이	좋지	않고	작은	농장들

이	있는	곳들에	있는데,	그곳에서는	대안적인	사업을	

찾기가	어렵다.	

〘해설〙  
주어진	글은	경제	이론과	현실이	부합하지	않을	상

당한	이유가	있다고	제시한다.	(C)에서	그	사례로	전

후	유럽과	북미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산출량

이	증가한	상황을	제시하고	(B)에서	그	상황에서	농

부들의	반응이	오히려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흘러

갔다는	내용을	제시한	다음,	(A)에서	대안적인	사업

으로	농부들이	전환할	수	없는	상황을	제시하여	주어

진	글에서	제시한	산출량의	조절과	대안적인	사업으

로의	전환,	두	가지	모두에서	경제	이론에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결론으로	글이	맺어져야	완결적인	흐

름이	될	수	있다.

〘구문〙  

■	In	 post-war	Europe	 and	North	America	 [new	

technologies	{that	gave	higher	yields}]	became	
available	to	farmers	at	comparatively	low	cost.

	[	 ]는	문장의	주어이고	became은	이와	연결된	술

어동사이다.	{	 }는	new	technologies를	수식하는	관

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	adjust:	조정하다

•	in	response	to:	~에	대응하여

•	enterprise:	사업

•	switch	into:	~으로	변경하다

•	alternative:	대안적인

•	suitable:	적절한

•	cereal:	곡물

•	region:	지역

•	compound:	더	심각하게	만들다

•	yield:	산출(량)

38. 정답 ⑤

〘소재〙 Leif Eriksson의 정착지 발굴

〘해석〙  

19세기	후반	 고고학의	 여명기에,	 미국의	 연구자들

은	Leif	Eriksson의	옛	동부	해안	정착지의	소재를	

찾는	데	놀랍도록	열성적이었다.	베이킹파우더를	발

명하여	재산을	축적한	Boston	사람인	Eben	Norton	
Horsford는	 Leif가	 Massachusetts	 주와	 Rhode	
Island	주에	정착했다는	생각을	밀어붙이는	데	재산을	

사용했다.	그는	집착하여,	Leif의	실물	크기	동상을	의

뢰했고	Boston	시가	주요	간선도로	Commonwealth	
Avenue에	있는	그것의	현재	위치를	승인하도록	했

다.	그	동상의	설치	후	퍼레이드와	미국	전역에	다른	

많은	Leif의	동상의	설치가	이어졌다.	다소	편리하게

도,	나중에	Horsford는	Leif가	있었다는	고고학적인	

증거를	Harvard	대학	근처에서	발견했고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바이킹	항해의	주요	권위자로	일반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유적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도

록	두	명의	아이슬란드	역사가들을	초청했다.	그러나	

그	두	명의	아이슬란드	과학자들은	절대	그	문제에	대

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	수십	년	

동안	바이킹이	Massachusetts	주를	방문했다고	주장

된	것은	사이비	과학에	근거한	것이라고	입증하는	뉴

스	기사가	가끔	등장했고,	가끔은	그것이	사기라는	뉴

스도	등장했다.	

〘해설〙  

주어진	문장은	두	명의	아이슬란드	과학자들이	공개

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⑤	앞에서	Leif
의	정착지	유적을	확인하기	위해	두	명의	아이슬란드	

역사가가	초대되었다는	내용이	제시되고	⑤	뒤에서	

훗날	그	유적이	사기였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내용이	

제시되므로	주어진	문장이	⑤에	들어가야	글이	자연

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구문〙  

■	Bostonian	 Eben	 Norton	 Horsford,	 [who	 built	
his	fortune	on	the	invention	of	baking	powder],	
spent	his	wealth	pushing	the	idea	[that	Leif	had	
settled	Massachusetts	and	Rhode	Island].

	첫	번째	[	 ]는	Bostonian	Eben	Norton	Horsford
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the	
idea와	의미상	동격인	절이다.	

〘어휘 및 어구〙  

•	at	the	dawn	of:	~의	여명기에

•	archaeology:	고고학

•	enthusiastic:	열성적인

•	whereabouts:	소재,	행방

•	fortune:	재산

•	obsession:	집착

•	commission:	의뢰하다

•	statue:	(조각)상

•	approve:	승인하다

•	thoroughfare:	주요[간선]	도로

•	somewhat:	다소,	얼마간

•	conveniently:	편리하게도

•	archaeological:	고고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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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of:	증거

•	confirm:	확인하다

•	authenticity:	진품임

•	remains:	유적

•	authority:	권위자

•	emerge:	나타나다

•	alleged:	주장된

•	fraud:	사기

39. 정답 ④

〘소재〙 어린이의 언어 발달

〘해석〙  

가족들은	자주	자녀의	언어	문제를	알지만,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	있다.	많은	성인은	

또한	어린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장애가	결국	

없어질	것으로	잘못	믿어서	전혀	조치를	하지	않는

다.	정말로	몇몇	어린이들은	개선될	발달상의	적절

한	발음	실수를	한다.	예를	들어,	많은	세	살짜리는	

‘wabbit’(rabbit)에서처럼	‘r’을	‘w’로	잘못	발음하거나	

‘thong’(song)에서처럼	‘s’를	‘th’로	잘못	발음하고	4세
나	5세가	되면	그들은	이러한	글자의	소리를	정확하

게	발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언어나	언어	패턴을	보여주는	어린이

들은	철저한	평가를	위해	언어	치료사에게	보내야	한

다.	어린이의	언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력	손상

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청력	검사는	이러한	평가

에	포함되어야	한다.	말하기와	듣기	클리닉은	자주	단

과대학과	종합대학,	의료원,	어린이	발달	센터,	그리

고	공공	보건	부서와	연계되어	있다.	공인된	말하기와	

듣기	전문가들의	명단은	대부분의	지역	전화번호부에

서	찾을	수	있고	또는	지역의	교육구나	‘미국	언어	청

각	협회‘를	확인하면	찾을	수	있다.	

〘해설〙  

주어진	문장은	어떤	평가를	할	때	청력	검사가	포함되

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④	앞의	문장에서	어린이가	발

달상	적절하지	않은	언어나	언어	패턴을	보여줄	때	언

어	치료사에	보내져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고	④	뒤

에서	이런	청력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	기관들이	제

시되므로	④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글이	자연스

럽게	연결된다.	

•	어린이의	언어	발달	장애와	청각	장애의	발견에	

관해	다룬	글이다.	

•	‘wabbit’이나	‘thong’과	같이	쉬운	단어를	잘못	

발음하는	사례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숙하면서	

교정되는	발음	실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영어

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에게는	이것이	쉽게	이

해되지	않을	수	있다.	

•	주어진	문장의	this	evaluation이	가리키는	것

을	찾는	것이	문항의	핵심으로,	청력	장애	여부

를	알	수	있는	언어	능력의	철저한	평가를	가리

키는	것임을	파악하면	주어진	문장의	위치를	정

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구문〙  

■	Nevertheless,	[children	{who	demonstrate	speech	
or	speech	patterns	<that	are	not	developmentally	
appropriate>}]	 should	 be	 referred	 to	 a	 speech	
therapist	for	a	thorough	evaluation.

	문장의	주어는	[	 ]이다.	{	 }는	children을	수식하

는	관계절이다.	<	 >는	speech	or	speech	pattern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	evaluation:	평가

•	rule	out:	~을	배제하다

•	erroneously:	잘못되게

•	outgrow:	나이가	들면서	~이	없어지다,	나이가	들

면서	~을	그만두다

•	impairment:	장애

•	developmentally:	발달상의

•	appropriate:	적절한

•	pronounce:	발음하다

•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	refer	~	to	...:	(도움·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을	

…에게	보내다

•	certified:	공인된

•	specialist:	전문가

•	telephone	directory:	전화번호부

40. 정답 ⑤

〘소재〙 환경으로부터 얻는 정보

〘해석〙  

정위(定位)는	우리가	동시적인	지각을	일상에서	무의

식적으로	이용하는	것의	한	가지	구성	요소일	뿐이다.	

독일의	어떤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거리나	공원이나	

기차역에	접근하거나	혹은	그것을	가로질러	이동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직접적인	신체적	안전과	관련된	정

보와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환경이	얼마나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으로	밝혀질지에	대한	일반적인	

감각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민감하다.	우리는	한	장

소의	배치를	통해	우리가	그곳에	머무를지	혹은	계속	

움직여야	할지,	우리가	만일	그곳에	계속	머무른다면	

우리의	기분이	얼마나	느긋할지,	그리고	심지어	이미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기분이	편안

할지와	같은	것들에	관해	미리	읽게	된다.	우리는	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동시적

인	지각을	통해	너무나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서	마치	

항상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두	개의	서로	다른	메시지

를	받고	있는	것	같다.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이나	행

동에	사로잡혀,	우리의	환경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

아차리지	못하며	한	가지	메시지,	즉	이곳에는	직접적

인	위험이	없고,	모든	것이	늘	있던	장소에	있다는	메

시지만	받고	있는	것	같다.	

→	동시적인	지각을	통해,	우리는	환경의	많은	정보

를	받아들이고	처리하지만,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해설〙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동시에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여	

이를	처리하는데,	이것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A)에	들어갈	말로	‘환경

의’가	가장	적절하고,	이런	정보들	가운데	우리가	의

식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환경이	안전한지	여

부뿐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B)에	들어갈	

말로	‘안전한지’가	가장	적절하다.	

①	감정적인–차분한지	

②	감정적인–취약한지	

③	시간의–인기	있는지	

④	환경의–정확한지

•	우리가	한	장소에	접근하거나	그것을	가로질러	

이동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

해	설명하는	글이다.	

•	우리는	한	장소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여

러	가지	감각을	동시에	받아들이는데,	이	정

보가	너무나	많다고	설명하고(we’re	taking	in	
so	much	 information	 through	 simultaneous	
perception),	이런	정보	중에서	어떤	것을	선

택할	것인가의	기준으로	글의	앞	부분에서	언

급한	신체적인	안전된	정보와	환경의	호의적임

을	연결하여,	안전에	대한	메시지만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는	설명으로(No	immediate	danger	
here)	이어진다.	그러므로	'환경'에서	정보를	얻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고	‘안전한지’에	대해	집중한다는	선택지를	골

라	요약문을	작성해야	한다.

〘구문〙  

■	[Though	we	may	 not	 notice	 it],	we’re	 taking	
in	 so	much	 information	 through	 simultaneous	
perception	 [that	 it’s	 almost	 {as	 if	 we	 were	
receiving	 two	 different	 messages	 from	 our	
surroundings	at	all	times}].

	첫	번째	[	 ]는	양보의	부사절이다.	두	번째	[	 ]는	

「so	~	that	...」의	구조를	이루어	‘너무	~하여	…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	 }는	as	if로	유도되어	‘마치	~한	

것처럼’의	의미를	나타낸다.	

〘어휘 및 어구〙  

•	orientation:	정위(定位:	생물체가	몸의	위치나	자

세를	능동적으로	정함.	또는	그	위치나	자세)

•	component:	구성	요소

•	subconscious:	무의식적인

•	simultaneous:	동시적인,	동시에	일어나는

•	perception:	지각,	인식

•	alert:	민감한

•	have	to	do	with:	~와	관련되어	있다

•	welcoming:	따뜻이[반갑게]	맞이하는

•	surroundings:	환경

•	layout:	배치

•	linger:	(오래)	머무르다

•	preoccupied:	사로잡힌

[41∼42] 정답 41. ④ 42. ④

〘소재〙 자기도취적인 자아

〘해석〙  

복종이라는	개념은	삶을	분투,	투쟁,	혹은	최소한	경

쟁적인	상황으로	보는	현대의	개인에게는	일반적이

지	않다.	많은	사람에게,	삶은	일종의	성취,	일종의	

성공을	겨냥하는	것이다.	사람의	정체성은	자주	그	

사람의	존재보다는	그	사람의	활동에	결부된다.	이것

은	이미지가	실체보다	더	중요한	자기도취적인	문화

에서	특징적이다.	사실상,	많은	사람에게	그것은	실

체를	대체한다.	자기도취적인	문화에서	성공은	자부

심을	부여하는	것	같지만	단지	그것이	사람의	자아를	

부풀리기	때문에	그러하다.	실패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것이	자아의	기를	꺾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패배당하는	것과	동

일시되지만	사실상	그것은	자기도취적인	자아의	패

배일	뿐이다.	

자기도취적인	자아의	복종	없이	사람은	사랑에	복종

할	수	없다.	그러한	복종	없이	기쁨은	불가능하다.	복

종은	자아의	포기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것은	자아가	자아의	역할을	(자신의)	본모습에	복종하

는	것,	즉	신체의	주인이	아니라	의식의	기관으로	인

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수십억	년의	진화의	역

사로부터	비롯하는	지혜를,	의식적인	정신이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지혜를	신체가	가

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랑의	

신비는	과학적인	지식의	도달	범위	안에(→너머에)	있

는	것이다.	과학은	몸	전체에	혈액을	보내주는	펌프로

서의	심장과	감정인	사랑의	기관으로서의	심장	사이

를	결코	연결	짓지	못할	수도	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역설처럼	보이는	것을	이해해	왔다.	Pascal의	

“심장은	이성이	절대	알지	못하는	그	자신만의	이유가	

있다”라는	말은	사실이다.	

〘해설〙  

41.	자기도취적인	문화에서	자아를	우선시하는	경향

이	있지만,	자아를	(자신의)	본모습에	복종시켜	신체

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행복과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④	‘자기도취적인	자아가	온전한	(자신의)	본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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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복종하도록	하라’이다.	

①	왜	과학과	자아가	서로	갈등하는가

②	우리의	자아는	어떻게	우리가	비합리적인	일을	하

도록	명령하는가

③	성공의	비용:	진정한	자신의	상실

⑤	기쁨과	사랑:	늘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2.	 (d)가	있는	문장	앞에서	우리의	의식적인	정신

이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지혜

를	신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으

므로	사랑의	신비는	과학적인	지식의	도달	범위	너머

에	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within은	적절하지	않고	

beyond와	같은	단어로	바꿔	써야	한다.	

•	문단	 1에서	복종이라는	개념은	자기도취적인	

자아의	패배를	의미할	뿐이고	실질적인	패배가	

아니라는	내용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문단	2에

서	자기도취적인	자아의	복종	없이는	사랑에	복

종할	수	없고,	결국	행복에도	도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d)의	뒤에서	제시한	것처럼	과학은	펌프로서

의	심장과	사랑의	기관으로서의	심장의	연결을	

짓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단서로	하여,	사

랑의	신비가	과학적인	지식의	도달	범위	밖에	

존재한다는	맥락임을	파악할	수	있고,	문맥상	

within이	어색함을	알	수	있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구문〙  

■	We	 must	 recognize	 [that	 the	 body	 has	 a	
wisdom	{stemming	from	several	billion	years	of	
evolutionary	history}	{which	the	conscious	mind	
can	imagine	but	never	grasp}].

	[	 ]는	recogniz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다.	첫	번째	{	 }는	a	wisdom을	수식하는	분사구이

며	두	번째	{	 }는	a	wisdom	stemming	from	several	
billion	years	of	evolutionary	history를	수식하는	관

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	surrender:	복종;	복종하다

•	struggle:	분투,	노력

•	competitive:	경쟁적인

•	aim	at:	~을	겨냥하다

•	identity:	정체성

•	self-esteem:	자부심

•	inflate:	부풀리다

•	opposite:	정반대의

•	deflate:	기를	꺾다[죽이다]

•	equate	~	with	...:	~을	…와	동일시하다

•	abandonment:	포기

•	sacrifice:	희생

•	consciousness:	의식

•	stem	from:	~에서	비롯하다

•	grasp:	완전히	이해하다,	파악하다

•	paradox:	역설

•	statement:	말,	진술

[43∼45] 정답 43. ⑤ 44. ④ 45. ④

〘소재〙 일에 열정을 다한 Paul

〘해석〙  

(A)	중세에,	시골에	기근이	들어	젊은이들은	먹고살

기	위해	도시로	갔다.	그들	중	John,	Peter,	Paul,	이	

세	명의	젊은이는	같은	마을	출신이고	그들	모두	한	

위대한	미술가의	작업실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그	미

술가는	대륙	전체에서	유명했고,	심지어	교황도	그에

게	거대한	대성당의	벽화를	그리도록	부탁했다.	그는	

집에서	쉬고	있었고	그가	의뢰받았던	몇몇	그림들을	

다	완성하면	그	일에	착수할	생각이었다.

(D)	그	미술가는	그	세	젊은이를	즉시	일에	배치했는

데,	근무시간은	길었다.	그는	동양의	먼	나라로부터	

오는	여행자들로부터	작은	돌을	샀고,	그	젊은이들은	

그것을	망치로	으깨어	고운	가루를	만들고,	그런	다음	

그	가루를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액체에	적시고,	그런	

다음	천	위에서	그	액체를	빼내	증발시키도록	요구받

았다.	그는	또한	그들에게	식물의	견본을	주고	엄청난	

양을	모아	오라고	멀리	있는	작은	산으로	보냈다.	그

들은	그런	다음	그	식물을	으깨고	그	즙을	끓여서	농

축액을	만들어야	했다.	

(C)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	미술가가	자신의	작업에서	

사용했던	풍부한	색상을	가진	안료가	나왔다.	 John
은	그	작업,	냄새,	근무시간을	싫어했고	그가	다른	대

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로지	머무를	뿐이었다.	

Peter는	그가	하는	것을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이	했던	힘든	노동보다	낫다고	생각

했고,	그래서	그는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했다.	Paul
은	평범해	보이는	원료로부터	마치	마법처럼	나타나

는	화려한	색들에	호기심을	느꼈고	실험을	하기	시작

했다.	그는	그	미술가가	하는	말에	주목하고,	그가	작

업하는	것을	관찰하고,	질문했다.	

(B)	그러한	질문을	통해,	Paul은	그	미술가가	특정한	

색조의	빨간색을	찾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부지런

한	제자는	그러한	색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

각되는	식물을	보았다.	그	선생은	대단히	기뻐했다.	

의뢰받은	일이	끝나자,	그	미술가는	자신의	편제를	마

무리	지었다.	John은	해고되었다.	Peter는	적은	임금

을	받았다.	Paul에	대해,	그	미술가는	자신과	동행하

고	자신의	도제가	되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았다.	Paul
은	기뻐하면서	수락했고,	이윽고	그	자신도	자신의	힘

으로	유명한	미술가가	되었다.	

〘해설〙  

43.	주어진	글	(A)에서는	기근이	들어	젊은이	세	명이	

한	미술가의	작업실에	일자리를	구했다는	내용이	제

시된다.	(D)에서	그	미술가가	젊은이들에게	어떤	일

을	하라고	명령했는지	제시된다.	(C)에서	그	일에	대

한	젊은이	세	명의	반응이	제시되고	Paul이	일에	호기

심을	가지고	배우는	자세로	임했다는	것이	제시된다.	

(B)에서는	Paul이	빨간색의	원료를	찾는	데	성공했다

는	것과,	의뢰받은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미술가의	

도제로	그와	동행했고	자신도	유명한	미술가가	되었

다는	내용으로	글이	맺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44.	(d)는	Paul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미술가를	

가리킨다.	

45.	Peter는	일이	힘들다고	느꼈지만,	전에	하던	힘든	

노동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했

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④는	글에	관한	내용

으로	적절하지	않다.	

〘구문〙  

■	Peter	did	not	particularly	like	[what	he	did],	but	
he	 thought	 [it	was	 better	 than	 the	 hard	 labor	
{that	he	had	done}],	so	he	diligently	did	[what	
he	was	supposed	to	do].

	첫	번째	[	 ]는	 lik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

절이다.	두	번째	[	 ]는	thought의	목적어	역할을	하

는	명사절이고	{	 }는	the	hard	labor를	수식하는	관

계절이다.	세	번째	[	 ]는	di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어휘 및 어구〙  

•	famine:	기근

•	Pope:	로마	교황

•	cathedral:	대성당

•	intend:	~할	생각이다[의도이다]

•	commission:	의뢰하다;	의뢰받은	일

•	shade:	색조

•	pupil:	제자

•	yield:	만들다,	생기게	하다

•	hue:	색상

•	mightily:	대단히

•	wind	up:	~을	마무리	짓다

•	establishment:	(관청·군대	등의)	편제

•	dismiss:	해고하다

•	in	time:	이윽고

•	noted:	유명한

•	in	one’s	own	right:	혼자	힘으로

•	pigment:	안료

•	intrigue:	호기심을	자극하다

•	brilliant:	화려한

•	crush:	으깨다

•	fine:	(입자가)	고운

•	soak:	적시다

•	foul-smelling:	고약한	냄새가	나는

•	drain:	(액체·물을)	빼내다

•	evaporate:	증발시키다

•	concentrate:	농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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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답 ③

〘소재〙 고전 음악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방안

W: Brian, what did you do over the weekend?
M: I took my daughter Anne to a piano concert.
W: Oh, cool. What type of music?
M: Classical. Beethoven. I was a little 

disappointed, though, because my daughter 
said the music was boring.

W: Maybe it’s because she doesn’t know much 
about Beethoven. Actually, knowing about 
composers can increase interest in classical 
music.

M: You mean, if she had known about Beethoven 
she would’ve liked the music?

W: Yeah. Even with pop music, people like it 
more if they know about the musicians. So 
maybe you can teach her about composers.

M: Okay. I’m sure there are books at the library 
with interesting stories about composers. I’ll 
check out one of those books for her.

W: Yeah,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M: I hope my daughter will like classical music 

after reading the book.
W: I think if she learns about the personality and 

motivation of composers, she’ll understand 
their music better and gain an interest in it.

M: I’ll keep that in mind. Thanks for your advice.

여:	Brian,	주말에	뭐	했어요?

남:	제	딸	Anne을	피아노	연주회에	데려갔어요.

여:	오,	멋져요.	어떤	종류의	음악이었어요?

남:	고전	음악이요.	베토벤이요.	그런데	제	딸이	음악

이	지루하다고	해서	조금	실망했어요.

여:	아마	그녀가	베토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일	거

예요.	사실	작곡가에	대해	알면	고전	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어요.

남:	그녀가	베토벤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그	음악을	

좋아했을	거라는	말인가요?

여:	그래요.	 대중음악에서조차,	 사람들이	 음악가에	

대해	알면	그것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	당신

이	그녀에게	작곡가들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예요.

남:	알겠어요.	도서관에	분명히	작곡가들에	대한	재

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녀를	위해	그	책	중	하나를	대출하겠어요.

여:	그래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남:	제	딸이	그	책을	읽고	고전	음악을	좋아하기를	바

라요.

여:	그녀가	작곡가의	개성과	동기를	알게	되면,	작곡

가의	음악을	더	잘	이해하고	그것에	흥미를	갖게	

될	거예요.

남:	명심할게요.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설〙

딸이	고전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실망했다는	

남자의	말을	듣고,	여자는	작곡가에	대해	알게	되면	

고전	음악에	대한	흥미와	이해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

하고	있으므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어휘 및 어구〙

•	composer:	작곡가	

•	personality:	개성,	성격	

•	keep	~	in	mind:	~을	명심하다,	~을	염두에	두다

3. 정답 ③

〘소재〙 번역가와의 인터뷰

W: Hello, Mr. Smith. I’m Sarah Parker from 
Literature & the World. 

M: Hello, Sarah. Nice to meet you.
W: It’s really nice to meet you, too. Thank you 

for accepting this interview.
M: It’s my pleasure. 
W: First,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you 

on winning the award for translating The 
Evening Garden by Galina Dashkova, one of 
Russia’s most celebrated writers.

M: Thank you. It was an honor to work on such 
an amazing book. 

W:	So	how	did	you	become	so	fluent	in	Russian?
M: When I was young, I lived in Russia with my 

parents. We moved back to America right 
before I entered high school.

W: Ah, I see. Aside from language ability, what 
is an important skill that a translator needs to 
have?

M: Hmm. Good question. I would say that they 
need to have fun doing it and always remind 
themselves that they’re helping others be able 
to enjoy great books. 

W: Oh, the photographer’s ready. Is it okay that 
she takes pictures while we talk?

M: Sure, no problem.

여:	안녕하세요,	 Smith	 씨.	저는	Literature	 &	 the	
World의	Sarah	Parker입니다.

남:	안녕하세요,	Sarah.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	저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	천만에요.

여:	우선,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명인	

Galina	Dashkova의	The Evening Garden을	번

역한	공로로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남:	고맙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책을	작업하게	되어	

영광이었어요.

여: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러시아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남: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러시아에서	살았

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에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왔죠.

여:	아,	그렇군요.	언어	능력	외에,	번역가가	가져야	

할	중요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남:	흠.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그들이	그것을	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이	훌

륭한	책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늘	상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	아,	사진사가	준비됐네요.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그녀가	사진을	찍어도	괜찮을까요?

남:	물론이죠,	좋습니다.

〘해설〙

여자는	Literature	&	 the	World에서	근무하며	남자

를	인터뷰하고	있으므로	잡지	기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자가	남자에게	러시아	작가의	작품을	번역한	

공로로	상을	받은	것을	축하하고,	번역가가	가져야	

할	중요한	능력에	대해	질문을	하고	남자가	이에	대

해	답변하고	있으므로	남자는	번역가임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③이다.

〘어휘 및 어구〙

•	award:	상	

•	translate:	번역하다	

•	celebrated:	유명한	

•	honor:	영광,	명예	

•	fluent:	유창한	

•	aside	from:	~	외에도,	~을	제외하고	

•	remind:	상기시키다

1. 정답 ③

〘소재〙 온라인 수업을 위한 복장 예절

M:	Hello,	class.	Before	starting	today’s	first	class	
of the semester, I would like to talk about 
class etiquette. Taking class online from the 
comfort of your home can make you feel 
like dressing up isn’t important. Of course 
you don’t have to dress formally, but you 
shouldn’t dress too informally: at least look 
presentable, like you do at school. While you 
aren’t required to wear your school uniform 
during this online class, you’re expected to 
dress in a way that is modest and clean, and 
that avoids any unnecessary distractions. 
Unless you’re sick, you need to keep your 
camera on and participate, so please dress 
appropriately. Sleepwear and anything that 
could be perceived as immodest should be 
avoided. Do you have any questions?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학기	첫	수업을	시작

하기	전에,	수업	예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

은	여러분이	옷을	갖춰	입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장으로	차려입

을	필요는	없지만,	너무	평상복	차림이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학교에서	그런	것처럼	보기	흉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이	이	온라인	수업	동안	교복

을	입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정하고	깨끗하

며,	불필요한	산만함을	피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

어야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카메라를	계속	켜고	

참여해야	하니,	적절한	옷차림을	하기	바랍니다.	

잠옷류와	단정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

은	어떤	것이라도	피해야	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해설〙

수업	예절에	대해	말하겠다고	하면서	집에서	온라인

으로	수업을	들을	때	갖춰	입어야	하는	복장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어휘 및 어구〙

•	comfort:	편안함	

•	dress	up:	옷을	갖춰	입다	

•	dress	formally:	정장으로	차려입다	

•	presentable:	보기	흉하지	않은,	남에게	내놓을	만한	

•	modest:	단정한,	겸손한	

•	distraction:	산만함	

•	perceive:	인식하다,	지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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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답 ⑤

〘소재〙 작은 섬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하기

M: Lydia, what are you looking at?
W: It’s a picture of my brother and me on an 

island near my grandparents’ house. It’s from 
summer vacation. Take a look.

M: The island’s so small! Why does it have a 
table on it?

W: Because it’s actually a restaurant. The 
restaurant has only one table, under a large 
palm tree.

M: Wow, that’s so cool!
W: Yeah. We had dinner. The guy wearing 

sunglasses is my brother. 
M: Yup, I’ve met him before.
W: Oh, yeah. You met him at my birthday party. 
M: It looks like you ate at the perfect time  

because the sun was slightly above the 
horizon. What a beautiful sunset!

W: Yes, it was. After dinner, I lay in the hammock 
between these two trees and looked up at the 
stars.

M: That sounds so nice. How did you guys get to 
the island?

W: By canoe. We took this canoe leaning against 
the rock here. The restaurant provided the 
canoe.

M: Cool! I really want to go there.

남:	Lydia,	뭘	보고	있니?

여:	내	동생과	내가	조부모님	댁	근처의	섬에	있는	사

진이야.	여름	방학	때	찍은	거야.	한번	봐.

남:	섬이	아주	작구나!	왜	거기에	테이블이	있어?

여:	그것은	사실	식당이기	때문이야.	그	식당에는	큰	

야자수	밑에	테이블이	딱	하나	있어.	

남:	와,	정말	멋져!

여:	그래.	우리는	저녁을	먹었어.	선글라스를	끼고	있

는	애가	내	남동생이야.

남:	응,	나는	전에	그를	만난	적이	있어.

여:	아,	그래.	너는	내	생일	파티에서	그를	만났지.

남:	태양이	수평선	약간	위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완벽한	시간에	식사를	했던	것	같아.	석양이	정말	

아름다워!

여:	응,	그랬어.	저녁	식사	후,	나는	이	두	나무	사이

에	있는	해먹에	누워	별을	올려다보았어.

남:	정말	좋았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	섬에	갔니?

여:	카누로	갔어.	우리는	여기	바위에	기대어	있는	이	

카누를	탔어.	식당에서	그	카누를	제공했어.

남:	멋져!	나는	정말	그곳에	가보고	싶어.

〘해설〙

대화에서	여자가	바위에	기대어	있는	카누를	탔다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카누가	모래	위에	있으므로,	대화

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어휘 및 어구〙

•	palm	tree:	야자수	

•	slightly:	약간	

•	horizon:	수평선,	지평선	

•	lean	against:	~에	기대다

5. 정답 ④

〘소재〙 마당 세일 준비하기

M: Sophie, have you ever had a yard sale?
W: Yeah. My family would have one every year 

when we lived in Boston.  Why do you want 
to know?

M: Because my family is going to have one for 
the	first	time.	We	have	so	much	stuff	that	we	
never use. 

W: Good idea. It’s a great way to clean out your 
house and make some money. It can be a little 
stressful though.

M: Yeah, it’s not as easy as I thought. We’ve 
just	finished	going	 through	all	our	stuff	and	
figuring	out	what	to	sell.	It	took	ages.	

W: That’s the hardest part. So when are you 
going to have your yard sale?

M: We’re thinking of next Saturday morning. So 
I’m	going	to	make	a	leaflet	for	it	tomorrow.

W: Okay. But have you checked with the city to 
see if you need permission?

M: No. Do we need permission?
W: It depends on the city. You should check it out 

on the city website. I can do it for you if you 
want.

M: That’d be great. Thanks for your help. 
W: You’re welcome. 

남:	Sophie,	마당	세일을	해	본	적	있니?

여:	그래.	우리가	Boston에서	살았을	때	우리	가족은	

매년	한	번씩	했어.	왜	알고	싶은	거니?

남: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한	번	하려고	하기	때문이

야.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

여:	좋은	생각이야.	그것은	집을	청소하고	돈을	좀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야.	하지만	약간은	스트레스

를	받을	수	있어.

남:	그래,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아.	우리는	

이제	막	물건을	다	살펴보고	무엇을	팔지	결정하

는	일을	끝냈어.	그게	오래	걸렸어.

여: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야.	그럼	언제	마당	세일

을	할	거니?

남:	우리는	다음	토요일	아침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

래서	나는	내일	그것을	위한	전단지를	만들	거야.

여:	알았어.	하지만	허가가	필요한지	알아보러	시에	

확인해봤니?

남:	아니.	허가를	받아야	해?

여:	도시에	따라	달라.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봐야	

해.	네가	원하면	내가	해	줄	수	있어.	

남:	그거	좋겠다.	도와줘서	고마워.	

여:	천만에.

〘해설〙

마당	세일을	계획	중인	남자에게	여자가	시의	허가를	

받았는지	묻자	남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되묻

고,	여자는	시에	따라	다르고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해	봐야	하는데	자신이	그것을	해	줄	수	있다고	말하

고	있으므로,	여자가	남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④이다.

〘어휘 및 어구〙

•	yard	sale:	마당	세일(개인	주택의	마당에서	사용

하던	물건을	파는	것)	cf.	garage	sale	차고	세일	

•	go	through:	~을	살펴보다	

•	figure	out:	알아내다	

•	permission:	허가	

6. 정답 ①

〘소재〙 부모님 결혼 30주년 기념일 선물 구매

W: Hello. How may I help you?
M: Hi. I’m looking for a gift for my parents’ 30th 

wedding anniversary. Do you have any sales 
going on right now?

W:	Yes.	All	jewelry	is	20%	off.
M: Great! I don’t know much about jewelry. 

Could you recommend something for an 
older married couple? 

W: Sure. These rings are made precisely for 
anniversary gifts for older people. They’re 
$100 a pair before the discount.

M: Perfect. I’ll take a pair. Oh, my mother would 
love	this	hair	tie.	Is	it	20%	off	too?	

W: No, because it’s not jewelry. But it is on sale 
for	10%	off.	It’s	$10	before	the	discount.

M: All right. I’ll take the hair tie, too. And I have 
this	$5	off	coupon.	Can	I	use	it?

W: Let me see. Yes, you can since you’re 
spending over $50.

M: Great. Here’s the coupon and my credit card.
W: Thanks. I’m sure your parents will love the 

gifts.

여: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	결혼	30주년	기념일을	

위한	선물을	찾고	있어요.	바로	지금	할인	판매하

고	있는	거	있어요?

여:	네.	모든	보석류는	20%	할인됩니다.

남:	좋아요!	저는	보석에	대해	잘	몰라요.	나이	든	부

부를	위한	것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여:	물론이죠.	이	반지는	정확하게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기념일	선물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할인	

전	한	쌍에	100달러입니다.

남:	완벽해요.	한	쌍	주세요.	오,	어머니가	이	머리	끈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그것도	20%	할인되나요?

여:	아뇨,	그것은	보석이	아니어서요.	하지만	그것은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됩니다.	할인	전에는	10
달러입니다.

남:	좋아요.	그	머리	끈도	살게요.	그리고	저는	이	5달
러	할인	쿠폰을	가지고	있어요.	사용할	수	있나요?

여:	제가	볼게요.	네,	50달러	넘게	쓰시니까	가능합니다.

남:	좋아요.	여기	쿠폰과	제	신용카드입니다.

여:	감사합니다.	 틀림없이	부모님께서	그	선물들을	

좋아하실	겁니다.

〘해설〙

20%	 할인되는	 100달러짜리	반지	한	 쌍(80달러)과	

10%	할인되는	10달러짜리	머리	끈	하나(9달러)를	샀

고,	5달러	할인	쿠폰을	사용하였으므로,	남자가	지불

할	금액은	①	‘84달러’이다.	

〘어휘 및 어구〙

•	anniversary:	기념일	

•	jewelry:	보석류	

•	recommend:	추천하다

7. 정답 ③

〘소재〙 말하기 대회 심사위원 부탁

W: Hello, Richard. Do you have a minute?
M: Oh, hi, Paula. Sure. What’s up?
W: I’d like to ask you something about the 

speech contest that is coming up in a couple 
of weeks.

M: Oh, that’s coming up, isn’t it? I’ve been so 
busy grading students’ essays that I forgot 
about it. How’s the preparation going?

W: It’s going well. Actually, I wanted to ask if 
you could be a judge for it like last year.

M: When is it exactly?
W: It’s Friday, April 8th. It’s in the afternoon, and 

I know you don’t have class at that time.
M: That’s true, but I won’t be able to be a judge. 

I won’t be at school that day.
W: Is that the day of the teacher education 

conference you’re going to?
M: No, that’s the following week. I’m moving to 

a new house that day.
W: Oh, I see. I hope you have a smooth move.
M: Thanks. I’m sorry I can’t help you with the 

speech contest. 
W: No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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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안녕하세요,	Richard.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남:	오,	안녕하세요,	Paula.	물론이죠.	무슨	일이에요?

여:	몇	주	뒤	있을	말하기	대회와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남:	아,	그게	곧	다가오죠,	그렇죠?	제가	학생들의	에

세이를	채점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것에	관해	깜

빡했어요.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여:	잘되고	있어요.	실은,	선생님께서	작년처럼	심사

위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남:	그게	정확히	언제죠?

여:	4월	8일	금요일이에요.	오후에	있는데,	저는	선생

님이	그	시간에는	수업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남:	그건	사실이지만,	저는	심사위원을	할	수	없을	거

예요.	저는	그날	학교에	없을	거예요.

여:	그날이	선생님께서	참석하실	교사	연수회가	있는	

날인가요?

남:	아뇨,	그건	그다음	주예요.	저는	그날	새집으로	

이사할	거예요.

여:	아,	그렇군요.	순조로운	이사가	되길	바라요.	

남:	고마워요.	말하기	대회를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해요.

여:	괜찮아요.

〘해설〙

남자는	말하기	대회가	있는	날	새집으로	이사를	해야	

해서	심사위원을	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말하

기	대회	심사위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③이다.

〘어휘 및 어구〙

•	grade:	채점하다	

•	judge:	심사위원	

•	education	conference:	(교사의)	연수회

8. 정답 ⑤

〘소재〙 Timborne 모델 타운

M: What are you doing, Amy?
W:	 I’m	planning	a	field	trip	for	my	students.
M: Where are you going?
W:	We’re	going	to	visit	Timborne	Model	Town.	

It’s	 located	 near	 Timborne	 National	 Park.	
Have	you	ever	been	there?	

M:	 No.	What	is	it?	A	miniature	town?	
W:	Yeah.	It’s	one-tenth	the	size	of	Timborne.
M:	 It	sounds	cool.	When	did	it	open?
W:	 In	1951.	It’s	over	70	years	old.	
M:	Wow,	 it’s	 really	 old.	 Is	 there	 an	 admission	

fee?
W:	Yes.	It’s	$10	per	adult,	and	$7	per	student.	
M:	 Not	bad.	What	can	you	do	there?
W:	They	have	a	lot	of	good	activities	for	students.	

They’re	listed	on	their	website.
M:	 I’ll	check	it	out.	It	sounds	like	a	place	I	could	

take	my	students.

남:	뭐	하고	있어요,	Amy?
여:	제	학생들을	위해	현장	학습을	계획하고	있어요.

남:	어디로	갈	거예요?

여:	Timborne	 Model	 Town을	 방문할	 거예요.	

Timborne	국립공원	근처에	있어요.	거기	가보셨

어요?

남:	아니요.	그게	뭐예요?	축소된	마을이에요?

여:	그래요.	Timborne의	10분의	1	크기예요.

남:	멋진	것	같아요.	그것은	언제	개장했나요?

여:	1951년이요.	그것은	70년이	넘었어요.

남:	와,	정말	오래됐네요.	입장료가	있나요?

여:	네.	성인	한	명당	10달러,	학생	한	명당	7달러예요.

남:	나쁘지	않네요.	거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여:	학생들을	위한	좋은	활동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들은	거기	웹사이트에	열거되어	있어요.

남: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곳은	제가	학생들을	데려

갈	수	있는	곳	같아요.

〘해설〙

위치(Timborne	 국립공원	 근처),	 크기(Timborne의	

10분의	1),	개장	연도(1951년),	입장료(성인	10달러,	

학생	7달러)에	대해서는	언급되었지만,	단체	할인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Timborne	Model	Town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은	⑤이다.

〘어휘 및 어구〙

•	be	located:	위치하다	

•	miniature:	축소된,	아주	작은	

•	list:	열거하다,	목록에	올리다

9. 정답 ⑤

〘소재〙 Peston 경찰서 우편 엽서 대회

W:	Would	you	like	to	join	a	fun	competition	to	
test	 your	 art	 and	 design	 skills?	 Then	 enter	
the	 Peston	 Police	 Department	 Postcard	
Competition.	 To	 enter,	 create	 a	 postcard	
design	using	any	method	you’d	like,	such	as	
painting,	 drawing,	 photography,	 or	 graphic	
design	software.	Save	your	design	as	an	image	
file	 and	 submit	 it	 via	 email.	Anyone	 18	 or	
younger	can	enter.	Entries	will	be	categorized	
into	three	age	groups:	10	or	younger,	11–14	
and	15–18.	There	will	be	a	winner	for	each	
age	group.	Winning	designs	will	 be	printed	
on	postcards	that	will	be	used	and	distributed	
by	 the	 Peston	 Police	 Department.	 Winners	
will	 also	get	a	chance	 to	meet	a	police	dog	
and	try	using	police	equipment.	The	deadline	
to	enter	is	Wednesday,	November	30th	at	10 
p.m.	Please	visit	the	Peston	Police	Department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여:	여러분의	미술과	디자인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	

재미있는	대회에	참가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Peston	경찰서	우편	엽서	대회에	참가하십시오.	

참가하시려면,	회화,	데생,	사진	또는	그래픽	디

자인	소프트웨어와	같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하여	엽서	디자인을	만드십

시오.	여러분의	디자인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

고	그것을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십시오.	18세	이

하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출품작은	10
세	이하,	11~14세,	15~18세의	세	개의	나이	부

문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각	나이	부문별로	우승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승	디자인은	Peston	경찰

서에서	사용하고	배포할	우편	엽서에	인쇄될	것

입니다.	우승자는	경찰견을	만나고	경찰	장비를	

사용해	볼	기회도	얻게	될	것입니다.	참가	마감은	

11월	30일	수요일	오후	10시입니다.	더	많은	정

보를	원하시면	Peston	경찰서	웹사이트를	방문하

십시오.

〘해설〙

참가	마감은	11월	30일	수요일	오후	10시라고	했으므로,	

Peston	Police	Department	Postcard	Competition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어휘 및 어구〙

•	enter:	참가하다	

•	submit:	제출하다	

•	entry:	출품작,	입장	

•	categorize:	분류하다	

•	distribute:	배포하다	

•	equipment:	장비

10. 정답 ③

〘소재〙 Stanley 대학 어린이 여름 프로그램

M:	Honey,	what	are	you	looking	at?	

W:	These	 are	 some	 of	 the	 summer	 programs	
Stanley	College	is	offering	for	children.	I	was	
thinking	of	signing	Harry	up	for	one	of	them.

M:	Good	 idea.	 He’d	 especially	 love	 Summer	
Jazz.

W:	 I	 know,	 but	 unfortunately,	 look	 at	 the	 age	
requirement	for	it.	Harry’s	only	8.

M:	 I	didn’t	see	that.	Oh,	hang	on.	Our	camping	
reservations	 are	 for	 the	 last	 week	 of	 June,	
right?

W:	Yeah.	They’re	June	25th	to	the	30th.	So	that	
eliminates	this	program.

M:	 Right.	 It’s	down	 to	 these	 three.	What	about	
this	one?

W:	 It	 sounds	 interesting,	 but	 since	 Harry	 will	
have	soccer	camp	in	the	afternoon,	we	should	
choose	a	morning	program.

M:	Good	 point.	 So	 then	 between	 these	 two,	
which	one	do	you	think	is	better?

W:	 I’m	 sure	 Harry	 will	 like	 both.	 The	 only	
difference	is	price.

M:	 Yeah.	So	why	don’t	we	choose	 the	cheaper	
one?

W:	All	right.	Harry	will	be	excited	when	we	tell	
him	about	this.

남:	여보,	뭘	보고	있어요?

여:	Stanley	대학이	어린이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여름	프로그램	중	일부예요.	Harry를	그것	중	한	

군데에	등록할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	좋은	생각이에요.	그는	특히	Summer	Jazz를	좋

아할	거예요.

여:	나도	알지만,	안타깝게도,	나이	제한을	보세요.	

Harry는	겨우	여덟	살이에요.

남:	나는	그것을	못	봤어요.	아,	잠깐만요.	우리	캠핑	

예약이	6월	마지막	주에	있죠,	맞죠?

여:	그래요.	6월	25일부터	30일까지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탈락이네요.

남:	맞아요.	이	세	가지로	압축돼요.	이것은	어때요?

여:	재미있을	것	같지만,	Harry가	오후에	축구	캠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오전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해요.

남:	좋은	지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둘	중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여:	Harry가	둘	다	좋아할	것이라	확신해요.	유일한	

차이점은	가격이네요.

남:	그래요.	그러니	더	저렴한	것을	고르는	게	어때요?

여:	좋아요.	Harry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	말해	주면	

신이	날	거예요.

〘해설〙

두	사람은	8세	어린이가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서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기간을	제외한	오전	프로

그램	중	더	저렴한	것으로	골랐으므로,	두	사람이	선

택한	프로그램은	③이다.

〘어휘 및 어구〙

•	age	requirement:	연령	제한	

•	eliminate:	탈락시키다,	없애다,	제거하다

11. 정답 ②

〘소재〙 결석한 수업의 과제 챙기기

M:	Ms.	 Carlson,	 I’m	 sorry	 I	 missed	 class	 last	
week.

W:	No	problem.	I	know	you	were	in	a	taekwondo	
competition.	 I	 heard	 you	 won	 an	 award.	
Congratulations!

M:	 Thanks.	Is	there	an	assignment	I	missed	from	
the	last	class?

W: Yes.	 I’ll	give	you	a	copy	of	 the	assignment	
hand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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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Carlson	선생님,	지난주에	수업에	결석해서	죄송

합니다.

여:	괜찮아.	네가	태권도	대회에	나갔다는	거	알아.	

네가	상을	받았다고	들었어.	축하해!

남:	감사합니다.	지난	수업에서	제가	놓친	과제가	있

나요?

여:	응.	과제	유인물을	한	부	줄게.

〘해설〙

남자가	지난주	수업에	결석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	수업에서	놓친	과제가	있는지를	묻고	있으므로,	이

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응.	과

제	유인물을	한	부	줄게.’이다.	

①	기운	내!	너는	다음	대회에서는	잘할	거야.

③	물론이야.	하지만	너는	분명히	지난	수업에서	이

미	받았을	거야.

④	미안해.	네가	제출한	과제를	아직	읽지	못했어.

⑤	걱정하지	마.	너는	지난	수업	과제를	잘했어.

〘어휘 및 어구〙

•	miss:	결석하다,	놓치다	

•	assignment:	과제	

12. 정답 ⑤

〘소재〙 날씨가 좋은 날 제주도 여행

W: How was your trip to Jeju Island last 
weekend? You said you were going to spend 
time at the beach. 

M: The weather was so nice. And the water 
temperature was perfect to swim in. 

W: Sounds great. I’m guessing it was really 
crowded.

M: Yeah, the beach is always full of people when 
the weather is nice.

여:	지난	주말	제주도	여행은	어땠니?	너는	해변에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했잖아.	

남:	날씨가	아주	좋았어.	그리고	수온이	수영하기에	

완벽했어.

여:	좋았겠다.	그곳은	정말	붐볐을	것	같네.

남:	그래,	날씨가	좋을	때면	그	해변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차.	

〘해설〙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해변에서	시간을	보낸	남자가	

날씨가	좋았고	수온이	수영하기에	완벽했다고	하자,	

여자가	그곳이	정말	붐볐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으므

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그래,	날씨가	좋을	때면	그	해변은	항상	사람들로	가

득	차.’이다.	

①	그곳이	너무	붐벼서	나는	거기에서	머무를	수	없

었어.

②	사실	물에서	수영하기엔	조금	쌀쌀했어.

③	글쎄,	내가	거기에	가지	않아서	그곳이	붐볐는지	

모르겠어.

④	그래서	나는	해변에서	노는	대신에	캠핑하러	갔어.

〘어휘 및 어구〙

•	temperature:	온도	

•	chilly:	차가운

13. 정답 ⑤

〘소재〙 스마트폰의 팝업 광고

M: Honey, what are you doing on your 
smartphone?

W: I was reading the news, but now I’m looking 
at shoes because I clicked on a pop-up ad.

M: So the pop-up ad worked! 
W: Haha. Yeah, it did.
M: Sometimes it takes a lot of willpower not to 

 click on them.
W: I know, especially because the pop-up ads are 

usually related to things I’m interested in.
M: That’s because the ads are related to your 

Internet search history.
W: Oh, that makes sense because earlier today I 

was searching for shoes online.
M: It’s amazing how they can customize ads like 

that.
W: Yeah. Actually, I was thinking about buying a 

pair of shoes from the site that the pop-up ad 
took me to.

M: All right. But just don’t make it a habit to buy 
things like that.

W: I’ll be careful not to make sudden purchases 
through pop-up ads.

남:	여보,	스마트폰으로	뭐	하고	있어요?

여:	뉴스를	읽고	있었는데,	지금은	팝업	광고를	클릭

해서	신발을	보고	있어요.

남:	정말로	팝업	광고가	효과가	있었군요!

여:	하하.	네,	그랬죠.

남:	가끔은	그것을	클릭하지	않기	위해	엄청난	의지력

이	필요해요.

여:	맞아요,	특히	팝업	광고가	보통	내가	관심	있는	것

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	그건	그	광고가	인터넷	검색	기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	오,	일리가	있는	것이,	오늘	일찍	내가	인터넷으

로	신발을	찾고	있었거든요.

남:	그렇게	광고를	개인의	희망에	맞출	수	있다니	정

말	놀라워요.	

여:	그래요.	사실,	나는	그	팝업	광고가	나를	이끌고	

간	사이트에서	신발	한	켤레를	살까	생각	중이었

어요.

남: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물건을	사는	것을	습관화

하지는	말아요.

여:	팝업	광고를	통해	충동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게요.

〘해설〙

두	사람은	스마트폰의	팝업	광고에	관해	이야기를	나

누고	있는데,	여자가	신문을	보는	중에	신발	팝업	광

고가	떠서	그것을	보게	되었고	실제로	신발을	살까	생

각	중이라고	하자	남자가	그렇게(팝업	광고를	통해)	

물건을	사는	것을	습관화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므

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팝업	광고를	통해	충동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할게

요.’이다.

①	당신이	원하면,	팝업	광고	차단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요.

②	내가	인터넷을	할	때	팝업	광고가	많이	뜨지	않아요.

③	그	팝업	광고를	클릭하여	신발을	살	생각은	없었어요.

④	나는	쇼핑	목록을	만들어	쇼핑하러	갈	때	가지고	

갈게요.

•	인터넷상의	팝업	광고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남자의	마지막	말을	물건	사는	것을	습관화하

지	말라는	말로	잘못	이해하면	④를	답으로	고

를	가능성이	있다.	또한	팝업	광고를	클릭해서	

신발을	살	생각이었다는	여자의	마지막	말을	정

확하게	듣지	못하면	③을	답으로	고르기	쉽다.

•	팝업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간	사이트에서	신발

을	살	생각이었다는	여자에게	남자가	그렇게	물

건을	사는	것을	습관화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

므로,	이를	들은	여자가	할	말이	무엇일지를	추

론해	보아야	한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어휘 및 어구〙

•	pop-up	ad:	팝업	광고	

•	customize:	개인의	희망에	맞추다

14. 정답 ④

〘소재〙 주말 여행 일정 다시 잡기

W: Simon, you’re going to Paris this weekend, 
right? You must be excited. 

M: Well, I’m not sure I can actually go.
W: Really? Why?
M: As you know, my project is due next month, 

and I still have a lot to do.
W: But you still have some time to do it.
M: That’s true, but I have a lot of other things to 

do, too. 
W: That’s too bad. So you’re going to cancel 

your trip?
M: Actually, I called the travel agency to cancel 

it, but they said I can’t get a refund because 
it’s too close to the trip.

W: Can you reschedule it?
M: Yeah, but it also costs a lot because I have to 

cancel	my	flight	tickets	and	buy	new	ones.
W: Well, whatever you do, you’d better decide 

soon. 
M: You’re right. I’ll call them now and reschedule 

the trip.

여:	Simon,	이번	주말에	파리에	간다고	했죠,	맞죠?	

몹시	신이	나겠어요.

남:	글쎄요,	제가	정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	정말요?	왜요?

남:	아시다시피,	제	프로젝트가	다음	달까지	예정인

데,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여:	하지만	아직	할	시간은	있잖아요.

남:	맞아요,	하지만	저는	다른	할	일도	많아요.

여:	안됐군요.	그래서	여행을	취소하실	건가요?

남:	사실,	취소하려고	여행사에	전화했는데,	여행이	

너무	임박해서	환불이	안	된다고	했어요.

여:	일정을	다시	잡을	수는	있나요?

남:	그래요,	하지만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새	비행기	

표를	사야	해서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여:	음,	뭘	하든,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남:	당신	말이	맞아요.	지금	전화해서	여행	일정을	다

시	잡을게요.

〘해설〙

이번	주말에	파리로	여행을	갈	예정이었던	남자가	다

음	달까지	예정인	프로젝트	때문에	할	일이	많아서	여

행을	취소하려고	여행사에	전화했으나	너무	임박하여	

환불이	안	되고	일정을	다시	잡는	것도	비행기표를	취

소하고	새	비행기표를	사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든다

고	하자,	여자가	뭘	하든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④	‘당신	말이	맞아요.	지금	전화해서	여

행	일정을	다시	잡을게요.’이다.	

①	그러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파리에	가면	좋을	거

예요.

②	물론이죠.	저는	항상	안전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려요.	

③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여행	전에	모든	것을	마칠	거예요.	

⑤	알겠어요.	그러면	저는	비행기표를	환불받을	수	

있을	거예요.

•	긴	대화를	통해	남자가	처한	복잡한	상황을	정

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대화의	뒷부분에서	언급되는	 ‘환불받다(get	 a	
refund),	비행기표(flight	tickets)’	등의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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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⑤를	답으로	고를	가능성이	있다.

•	할	일이	많아서	이번	주말에	계획된	파리	여행

을	가기	어려운	남자가	취소는	환불이	안	되고	

일정	변경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자,	여자는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으므

로,	이를	종합하여	남자가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어휘 및 어구〙 

•	due:	예정된	

•	cancel:	취소하다	

•	travel	agency:	여행사	

•	refund:	환불	

•	reschedule:	일정을	다시	잡다	

15. 정답 ④

〘소재〙 학교 아침 식사 도전 행사 계획

M: Sandra is the president of her high school 
student council. Yesterday, she read a 
newspaper article saying that a lot of high 
school students skip breakfast, so they have 
trouble concentrating in class. At today’s 
student council meeting, Sandra suggests 
doing something to prevent students from 
skipping breakfast. Kevin, a student council 
member, comes up with the idea of hosting 
a school breakfast challenge. The breakfast 
challenge is an event where classes compete 
against each other to see which class has 
the highest breakfast participation among 
students. All the members like the idea, and 
they discuss what to do in detail. Sandra 
would like to suggest making a video to 
promote the event.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Sandra most likely say to the other 
student council members?

남:	Sandra는	고등학교	학생회	회장입니다.	어제,	그

녀는	많은	고등학생이	아침을	거르기	때문에	수업

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신문	기

사를	읽었습니다.	오늘	학생회	회의에서	Sandra
는	학생들이	아침을	거르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

인가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학생회	임원	Kevin은	

학교	아침	식사	도전을	개최하자는	아이디어를	생

각해	냅니다.	아침	식사	도전은	학급들이	서로	경

쟁하여	어느	학급이	학생들	중	아침	식사	참여율

이	가장	높은지를	알아보는	행사입니다.	임원들

은	모두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고	무엇을	해야	할

지	자세히	논의합니다.	Sandra는	그	행사를	홍보

하기	위해	동영상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싶어	합

니다.	이런	상황에서	Sandra가	다른	학생회	임원

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해설〙  

고등학교	학생회	회장인	Sandra는	학생회	회의에서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자

고	제안하고,	임원인	Kevin이	학교	아침	식사	도전	행

사를	개최하는	안을	내고	임원들이	모두	그	안을	좋아

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Sandra
는	그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동영상을	만들자고	제안

하고	싶어	하므로,	Sandra가	학생회	임원들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아침	식사	도전	홍보	영상

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이다.

①	그	도전	행사를	촬영해	온라인으로	스트리밍	해

야	합니다.

②	지역에	우리	학교를	홍보하기	위해	학교	동영상을	

만듭시다.

③	포스터를	만들어	모든	경쟁	학급에	걸어두면	어

떨까요?

⑤	아침	식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학교	도전을	개최

하는	게	어떨까요?

•	학교	아침	식사	도전이라는	다소	생소한	행사와	

이러한	행사	홍보를	위한	활동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그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을	놓치고	

동영상을	만들자고	제안한다는	내용만	듣게	되

면	②를	답으로	고를	가능성이	있다.

•	학생회	회장인	Sandra가	학생회에서	개최하기

로	한	아침	식사	도전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동

영상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싶어	하는	상황에

서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지를	추론해	보아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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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기사	

•	skip:	거르다,	건너뛰다,	빠뜨리다	

•	have	trouble	-ing: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	concentrate:	집중하다	

•	host:	개최하다	

•	participation:	참여	

•	promote:	홍보하다	

[16∼17] 정답 16. ① 17. ⑤

〘소재〙 미래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능력

W: Hello, listeners! I’m Jenny Thompson from 
Go Global. There is no doubt that a decade 
from now, managers will need new skills that 
aren’t required of current ones. Here’s a list of 
some of those skills. First of all, managers will 
need cross-cultural intelligence. Workplaces 
are becoming increasingly diverse, and 
companies of all sizes continue to expand to 
overseas locations. Therefore, managers will 
be expected to have a deep understanding of 
cultural	differences.	Managers	will	also	need	
virtual collaboration skills. It’s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to hold meetings 
online or in shared virtual spaces. This means 
managers must develop their communication 
skills to reduce misunderstandings that 
arise in virtual contexts. Furthermore, as 
technology continues to quickly evolve, 
managers will be required to be skilled and 
flexible	 enough	 to	 learn	 new	 technological	
tools and incorporate them into their work. 
Lastly, information overload is a very real 
thing, especially in our modern workplace. 
And this trend appears to only be growing, 
so successful managers in the next decade 
must	 be	 able	 to	 manage	 this	 overflow	 of	
data and extract the useful bits. It’s time for 
a commercial break. See you after the break. 

여: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Go Global의	

Jenny	Thompson입니다.	지금부터	10년	후에는	

관리자에게	현재의	관리자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	그러한	기술들의	목록이	있습니

다.	무엇보다도,	관리자들은	비교	문화적	지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직장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

으며,	모든	규모의	기업들이	해외	소재지로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자들은	문화

적	차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관리

자는	또한	가상	협업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온라

인	또는	공유	가상	공간에서	회의를	여는	일이	점

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자가	가상	상

황에서	발생하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의사소통	기

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기술이	계속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관리자는	새로

운	기술	도구를	학습하고	그것을	업무에	통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기술을	갖추고	유연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과부하는	특히	현대	

직장에서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

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을	뿐인	것	같으므로,	향후	

10년	안에	성공한	관리자는	이러한	넘치는	데이

터를	관리하고	유용한	부분들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후에	뵙겠습니다.

〘해설〙

16.	앞으로	10년	후에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기술을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리자가	미래에	성공하는	데	필요로	

하는	능력’이다.

②	의사소통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는	활동

③	정보기술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

④	오프라인과	온라인	의사소통의	차이점

⑤	직장에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

17.	비교	문화적	지능,	가상	협업	기술,	새로운	기술	

도구,	정보	과부하는	언급되었지만,	데이터	보안은	언

급되지	않았으므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⑤이다.	

〘어휘 및 어구〙

•	decade:	10년간	

•	be	required	of:	~에게	요구되다	

•	diverse:	다양한	

•	expand:	확장하다	

•	virtual:	가상의	

•	collaboration:	협업	

•	evolve:	발전하다,	진화하다	

•	flexible:	유연한	

•	incorporate:	통합하다	

•	overload:	과부하	

•	extract:	추출하다	

•	bit:	부분,	일부

18. 정답 ⑤

〘소재〙 업무 수행을 위한 요청

〘해석〙  

Collins	시장님께,

제	이름은	Mathew	Parker이며,	지난주에	지역	주민

센터	직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저는	인근	지역	주민

들의	고충을	찾아내는	것과	아울러	공중보건과	관련

된	문제들을	살피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귀하께

서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명예롭고	책임이	크신	분이

시므로,	제가	지역의	사회	복지	사무소와	시설들이	제

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하고	공중위생도	살필	수	있도

록	이곳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데	대한	귀하의	허

가를	구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시켜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저는	귀하의	지원을	요청하고

자	합니다.	위의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제	소개를	정

식으로	받아주실	것과	일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최

선의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제가	귀하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Mathew	Parker	드림

〘해설〙  

자신을	지난주에	새로	부임한	지역	주민센터	직원이

라고	소개한	후,	자신의	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	복

지	사무소와	시설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에	대

한	허락을	구하면서	업무	협조와	관심을	부탁하고	있

는	글이다.	따라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⑤이다.

〘구문〙  

■	I	have	been	assigned	the	responsibility	[to	{look	
into	the	matters	related	to	general	health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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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as	well	as	{seek	out	the	grievances	of	the	
people	of	the	locality}].

	[	 ]는	the	responsibility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하는	to부정사구이고,	두	개의	{		}가	병렬구조로	to
에	이어지고	있다.

■	Since	you	are	the	most	honorable	and	responsible	
citizen	 in	 the	 area,	 I	 seek	 permission	 to	 visit	
the	 local	 social	 offices	 and	 establishments	 at	
regular	intervals	[so that	I	can	ensure	{that	they	
work	properly}	 and	 also	 look	 after	 the	public	
hygiene].

	[	 ]는	「so	that	~	can	...」(~가	…할	수	있도록)

이	사용된	부사절이다.	{		}는	ensure의	목적어	역할

을	하는	명사절이다.

〘어휘 및 어구〙

•	be	appointed	as:	~에	임명되다

•	local	community	office:	지역	주민	센터,	동사무소

•	assign:	부여하다,	배정하다

•	seek	out:	찾아내다

•	grievance:	고충,	불만

•	locality:	인근	지역

•	social	office:	사회	복지	사무소

•	establishment:	시설

•	at	regular	intervals:	정기적으로

•	ensure:	확인하다,	확실하게	하다

•	public	hygiene:	공중위생

•	bring	about:	가져오다,	일으키다

•	duly:	정식으로,	정당하게

•	context:	내용,	맥락

•	deliver	one’s	best:	최선의	결과를	내놓다

•	for	the	benefit	of:	~의	이익을	위하여

19. 정답 ①

〘소재〙 사막에서 발견한 것

〘해석〙  

구릉지	사이를	지날	때	나는	땅	위의	희미한	모습을	

보았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나는	그것이	물	담는	가

죽	부대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고	손으로	그것을	움켜쥐고	들어올렸다.	그것은	들

기에	무겁고	두툼했다.	그것은	금보다	더	소중한	보물

이었다.	그	대상	중의	어느	베두인	사람,	아마도	나에

게	따라오지	말라고	경고했던	그	사람이	일순간	동정

심을	느껴서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길	위에	물을	남

겨두었던	것이다.	나는	마른	흙먼지	속에서	눈물의	수

분을	낭비했던	내	영혼의	약점을	저주하면서,	이	소박

한	자선	행위에	눈물을	흘렸다.	떨어지던	나의	눈물이	

그친	후,	나는	물	담는	가죽	부대의	끈을	머리와	어깨	

위에	걸고	동쪽으로	계속	걸었다.

〘해설〙  

물	담는	가죽	부대를	발견했을	때,	비명을	지르며	무

릎을	꿇고	움켜잡은	행위는	기뻐서	감격한	상태를	반

영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앞서	자신이	만났던	사막	대

상의	베두인	사람이	이를	남겨두고	갔다고	생각하여	

고마움에	눈물을	흘린	장면이	묘사되었다.	따라서	‘I’
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감격하고	고마워

하는’이다.

②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한

③	속상하고	좌절한

④	외롭고	두려운

⑤	동정적이고	죄책감을	느끼는

〘구문〙  

■	A	Bedouin	 of	 the	 caravan,	 [perhaps	 the	man	
who	had warned	me	 against	 following],	had 
felt a	moment	of	compassion	and	had left	 the	
water	behind	on	the	road	[for	me	to	discover].	

	첫	번째	[	 ]는	앞의	A	Bedouin	of	the	caravan
과	동격을	형성한다.	「had	+	과거분사」를	사용하여	글	

전체의	기본	시제인	과거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행

위임을	나타내었다.	두	번째	 [	 ]에서	 for	me는	 to	
discover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낸다.

■	I	wept	at	this	simple	act	of	charity,	[cursing	the	
weakness	of	my	spirit	{that	wasted	the	moisture	
of	my	tears	in	the	dry	dust}].	

	[	 ]는	주어의	부수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

문이며,	{	 }는	the	weakness	of	my	spirit을	수식하

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	shadow:	희미한	모습,	그림자

•	leather	water	skin:	물	담는	가죽	부대

•	fall	to	one’s	knees:	무릎을	꿇다

•	grasp	up:	~을	움켜쥐고	들어올리다

•	Bedouin:	베두인	사람,	유목민

•	caravan:	사막의	대상

•	compassion:	동정심

•	charity:	자선,	자애,	자비

•	curse:	저주하다

•	strap:	끈,	띠

20. 정답 ②

〘소재〙 정부가 해야 할 일

〘해석〙  

나는	정부의	목적이	시민들의	삶	모든	면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정부는	가령	재난이	지속되는	

동안이나	이	국가가	파괴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

람들에	맞서	그것을	방어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스스

로	수행할	능력이	없는	그러한	필수적인	일을	제공하

는	것을	돕기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	나는	우리	정

부의	역할과	규모가	그러한	필수적인	것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는데,	덜

도	말아야	하지만,	분명히	더도	말아야	한다!	요람에

서	무덤까지	국민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것을	약속

하고,	그리하여	그러한	요구를	두루	살피는	데	필요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정부의	규모와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해설〙  

정부의	역할과	규모를	재난	대처,	침략에	대한	방어	

등과	같은	국가	존립에	꼭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것에	

맞춰	제한해야	하고,	국민들의	각종	요구를	충족시키

기	위해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

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구문〙  

■	Government	 should	 be	 there	 only	 to	 help	
provide	those	necessities	[that	its	people	do	not	
have	the	ability	to	perform	for	themselves],	such	
as	 during	 a	 disaster,	 or	 defending	 this	 nation	
against	those	[who	hope	to	{see	it	destroyed}].	

	첫	번째	[	 ]는	앞의	those	necessiti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두	번째	[	 ]는	‘사람들’의	의미로	사용된	

앞의	those를	수식한다.	{	 }는	‘지각동사(see)	+	목적

어(it)	+	목적격	보어(destroyed)’의	구조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destroyed)
가	목적격	보어로	사용되었다.

■	It	 should	 not	 be	 the	 role	 of	 government	 [to	
promise	 to	 fulfill	 each	 and	 every	 need	 of	 its	
people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thereby	
increasing	the	size	and	expense	of	government	
to	 operate	 the	 programs	 <required	 to	 oversee	
those	needs>}].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인	

구조이다.	{	 }는	연속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분사구

문이며,	그	안의	<	 >는	the	programs를	수식하는	분

사구이다.

〘어휘 및 어구〙

•	necessity:	필수적인	일,	불가피한	일

•	disaster:	재난,	재해

•	fulfill:	충족시키다

•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요람에서	무덤까

지,	평생	동안

•	oversee:	두루	살피다,	감독하다

21. 정답 ⑤

〘소재〙 과학과 마법적 사고

〘해석〙  

과학은	우리에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았

지만,	매일	새로운	것을	가르쳐준다.	그것은	또한	왜	

마법적인	비과학적	사고가	그렇게	매혹적인지를	설명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우리들	중	다수는	경이로운	

느낌을	찾고	있다.	점점	더	정신없고	스트레스가	많

은	세상에서	우리	시대의	일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본

질로부터	우리의	기분을	고양시킬	무언가를	찾는	것

은	당연하다.	하지만,	삶에서	마법의	느낌을	원한다

면	우리는	과학	그	자체에	의해	제공되는	광대한	조망

보다	더	멀리	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대체	현실을	만

들어낼	필요가	없다.	실제로	존재하는	바로서의	우주

의	아름다움에는	충분한	경이로움이	있다.	지금	우리

가	가진	세상은	우리의	깊은	감상을	보증하기에	충분

한	마법이	있고,	우리가	마법의	실재를	믿으려는	유혹

을	피하고	현실의	마법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감상

할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해설〙  

현실의	삶에서	경이로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마법적인	

비과학적	사고가	아니라	과학임을	강조한	글이다.	밑

줄	친	an	alternate	reality(대체	현실)는	만들어낼	필

요가	없는	것이므로	글의	흐름상	⑤	‘비과학적	사고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를	지칭한다.

①	과학적	경이로	가득	찬	미래

②	현실과	환상	사이의	공간

③	마법적	생각이	없는	사회

④	과학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우주

•	과학의	한계와	비과학적	사고의	불가피성을	언

급했지만,	필자가	강조하는	바는	과학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현실	세계의	아름다움이다.

•	②의	 ‘a	 space	 between	 reality	 and	 fantasy’
는	현실과	환상	사이의	공간’이므로	비과학적	

사고가	 지배하는	 ‘대체	 현실’과는	 다른	 개념

이다.	③의	 free	 from	 ~은	 ‘~이	없는’의	의

미이므로	③은	 ‘대체	현실’과	반대	개념이다.

•	an	alternate	reality(대체	현실)는	필자가	만들

어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필자가	추구하는	세계와	반대되는	세계임을	파

악해야	한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구문〙  

■	In	 a	 world	 [that	 is	 increasingly	 hectic	 and	
stressful],	it	is	natural	[to	seek	something	{that	
will	lift	us	up	from	the	mundane	and	predictable	
nature	of	our	days}].	

	첫	번째	[	 ]는	a	world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it
은	형식상의	주어이며,	내용상의	주어는	두	번째	[	 ]

이다.	{	 }는	something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The	world	[we	have	now]	has	magic	enough	to	
warrant	our	deep	appreciation,	and	we	will	have	
much	more	 time	 to	appreciate	 it	[if	we	{avoid	
the	temptation	to	believe	in	the	reality	of	magic}	
and	{embrace	the	magic	of	reality}].	

	첫	번째	[	 ]는	The	world를	수식하는	관계절이

다.	두	번째	[	 ]는	조건의	부사절로서	두	개의	{	 }가	

술어부로	연결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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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어구〙

•	hectic:	정신없는,	매우	바쁜

•	lift	up:	기분을	고양시키다

•	mundane:	일상적인,	평범한

•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	panorama:	광대한	조망,	전경,	파노라마

•	warrant:	보증하다

•	appreciation:	감상,	이해

•	temptation:	유혹

•	embrace: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22. 정답 ④

〘소재〙 스포츠에서 경쟁이 가져오는 효과

〘해석〙  

대부분의	사업	환경에서는	경쟁업체를	폐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Ryanair	항공과	Virgin	항공

이	각각	경영권	인수가	가능한	상태가	되거나	파산으

로	내몰린다면,	British	항공과	Qantas	항공	둘	다	더	

나은	입장이	될	것이다.	경쟁업체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가용	고객이	많아짐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더	

높은	수익을	가져온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스포츠에

도	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리그에서	경쟁하

는	스포츠	단체들은	정반대의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

해,	그들은	경쟁자들의	건실함에	자신들의	성공을	의

존한다.	이는	대부분의	팬들이	승자를	미리	알	수	없

는	박빙의	경기에	더	매료되기	때문이다.	리그나	대회

를	지배하는	것은	팬들의	관심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

에	자멸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경기	결과의	예측	가능

성이	매우	높을	때,	그것은	많은	관중	수를	끌어들이

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티켓,	미디어,	스폰서	수입

을	감소시킬	것이다.

〘해설〙  

사업	환경에서는	경쟁업체가	폐업해야	이득을	얻지

만,	스포츠에서는	경쟁하는	상대방이	약하면	관객이	

줄어	상업적으로	실패할	수	있음을	설명한	글이다.	따

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구문〙  

■	Both	 British	 Airways	 and	 Qantas	 would be	
better	placed	[if	Ryanair	and	Virgin	respectively	
were either	 available	 for	 takeover,	 or	 were	
pushed	into	bankruptcy].	

	 주절과	 조건절에	 모두	 가정법	 과거형의	 동사

(would,	were)가	사용되어,	현실적으로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을	표현하고	있다.	[	 ]	안에는	또한	「either	A	

or	B」(A와	B	둘	중	하나)가	사용되었다.

■	This	is	because	most	fans	are	more	attracted	to	
a	close	contest	[where	the	winner	is	unknown	in	
advance].	

	[	 ]는	a	close	contest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	desirable:	바람직한

•	takeover:	경영권	인수,	기업	인수

•	bankruptcy:	파산

•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	organization:	단체,	조직,	기구

•	self-defeating:	자멸하는,	의도한	대로	안	되는

•	revenue:	수입,	수익

23. 정답 ⑤

〘소재〙 유아교육 담당자의 정서적 건강

〘해석〙  

효과적인	유아기	지원	및	전략은	교사의	탈진과	이직

률로	인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유아	

담당	교사들은	높은	수준의	개인적	보상을	경험하지

만,	그들은	또한	높은	수준의	직업과	관련된	스트레

스,	우울증,	그리고	감정적	탈진에	영향받기	쉽다.	행

복감에	주력하는	것은	인재의	유지,	그	직업으로의	끌

림,	그리고	교사의	효율성에	필수적이다.	유아교육자

의	행복은	또한	아동의	행복을	지원하는	데	중요하며,	

특히	행동	및	정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게	중

요하다.	감정이	조절된	교사들은,	아동과	교사	모두

의	자기	조절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피드백	회로를	만

들면서,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스스로	인식하고,	개

별	학생의	행동과	감정적	단서를	알아보고	그것에	반

응하며,	보다	세심하고	지원하는	상호작용에	참여하

는	경향이	있다.

〘해설〙  

유아교육에	있어서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들이	감정

적	탈진을	겪지	않고	행복한	상태에서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높임에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

다.	이러한	글의	내용을	포괄하는	주제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⑤	‘유아교육자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것의	

중요성’이다.

①	아동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방법

②	유아교육자가	되는	것의	심리적	부담

③	교사의	탈진과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전략

④	유아교육이	발달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	글	초반	내용	때문에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

사의	고충을	글의	중심	내용으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	②는	글	초반에	언급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심리적	부담과	관련된	말이지만	글	전

체를	포괄하는	주제는	아니다.	③의	 ‘teacher	
burnout	and	turnover’도	본문에	언급되었지만	

글의	중심	내용은	아니다.

•	글의	일부	내용을	나타내는	지엽적	표현과	글

의	내용을	넘어서는	막연한	표현이	아닌,	글의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을	주제로	선택해

야	한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구문〙  

■	[The	well-being	of	 early	 childhood	 educators]	
is	also	important	for	supporting	children’s	well-
being,	particularly	for	children	with	behavioral	
and	mental	health	challenges.	

	[	 ]가	문장의	주어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어의	핵

은	단수형	well-being이므로	단수동사	 is가	사용되

었다.

■	Emotionally	 regulated	 teachers	 tend	 to	 [{be	
self-aware	 of	 their	 emotional	 reactions},	
{recognize	 and	 respond	 to	 behavioral	 and	
emotional	 cues	 in	 individual	 students},	 and	
{engage	 in	 more	 sensitive	 and	 supportive	
interactions}],	while	creating	a	positive	feedback	
loop	[that	contributes	to	self-regulation	in	both	
children	and	teachers].

	첫	번째	[	 ]는	tend	to에	이어지는	세	개의	{	 }가	

열거된	부분이다.	두	번째	[	 ]는	a	positive	feedback	
loop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	compromised: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손상된

•	burnout:	탈진,	극도의	피로

•	turnover:	이직률

•	susceptible:	영향받기	쉬운,	민감한

•	imperative:	필수적인

•	retention:	(인재의)	유지,	잔류

•	regulate:	조절하다

•	self-regulation:	자기	관리

24. 정답 ①

〘소재〙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정보

〘해석〙  

사람들이	1920년	파리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신

장,	방문하지	않을	외국	도시의	다음	주	날씨,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된	20곡의	노랫말을	알게	된

다고	해서	그들이	삶을	다르게	살	것	같지는	않다.	그

러한	신장,	그	날씨,	또는	그	노랫말에	대해	알아낸

다	해도	아마	긍정적인	감정이	유발되지는	않을	것이

다.	그것은	지루할	뿐만	아니라	쓸모없을	것이다.	어

떤	정보는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	배우자의	사망	

연도를	알고	싶은가?	일련의	건강검진	결과는?	여러

분의	옷을	만든	사람들이	상당한	임금을	받았는지	여

부는?	만약	그	소식이	혹시	나쁘거나	슬플	수도	있다

면,	사람들은	바로	그	이유로	그것을	피하고	싶을	것

이다.	그리고	비록	그	소식이	비교적	좋을	것	같다	하

더라도,	사람들은	그러한	질문에	모험을	걸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커다란	의문	사항을	선호할	수

도	있고,	또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정보는	괴로움,	좌절,	슬픔,	분노	또는	절망을	

낳을	수	있다.

〘해설〙  

사람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지루하고	쓸

모없는	정보,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정보를	구체

적	사례를	제시하며	설명한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

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보의	어두운	면’이다.

②	자신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라

③	모든	정보는	중요하다

④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방법

⑤	정보가	항상	불충분한	이유

〘구문〙  

■	If	 people	 learn	 [the	 height	 of	 everyone	 born	
in	Paris	in	1920],	[the	weather	next	week	in	a	
foreign	city	{that	they	will	not	be	visiting}],	or	
[the	words	to	twenty	songs	in	a	language	{that	
they	do	not	understand}],	 they	are	unlikely	 to	
live	their	lives	differently.	

	세	개의	[	 ]는	모두	 learn의	목적어로	열거되었

다.	첫	번째	{	 }는	a	foreign	city를,	두	번째	{	 }는	

a	languag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And	[even if	the	news	is	likely	to	be	relatively	
good],	 people	 might	 not	 want	 to	 take	 their	
chances	on	such	questions.	

	[	 ]는	even	if가	이끄는	양보의	부사절이다.

〘어휘 및 어구〙

•	induce:	유발하다,	유도하다

•	tedious:	지루한

•	a	battery	of:	일련의,	수많은

•	decent:	상당한,	남부럽지	않은

•	take	one’s	chance	on:	~에	모험을	걸다

•	distress:	괴로움,	고통

•	frustration:	좌절

•	grief:	슬픔

•	rage:	분노

•	despair:	절망

25. 정답 ④

〘소재〙 월별 자동차 판매량 비교

〘해석〙  

위	그래프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프랑

스에서의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월별	판매량을	보여	준다.	이	기간	동안의	모든	달에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판매

량보다	많았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월별	판매

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했던	반면,	배터리	전기차의	월

별	판매량은	오르내림을	보였다.	배터리	전기차	판매

량의	가장	큰	증가는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사

이에	있었는데,	그때	판매량은	2배	이상	증가했다.	두	

가지	종류	차의	판매량	격차가	가장	컸던	202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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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판매량보다	3배	이상	많았다.	2020년	2월에는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전월보다	소폭	증가한	반

면,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은	전월보다	소폭	감소했다.

〘해설〙  

2020년	1월에	배터리	전기차의	판매량은	10,952대
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판매량은	3,734대로	

그	격차가	가장	컸다.	하지만	배터리	전기차의	판매

량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판매량보다	3배	이상

인	것은	아니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은	④이다.

〘구문〙  

■	In	every	month	during	this	period,	the	sales	of	
battery	electric	vehicles	were	higher	than	those	
of	plug-in	hybrid	vehicles.	

	대명사	those가	앞의	복수	명사(the	sales)를	대신

하는	기능으로	사용되었다.

■	[The	 largest	 increase	 in	 the	 sales	 of	 battery	
electric	vehicles]	was between	December	2019	
and	 January	 2020,	when	 the	 sales	more	 than	
doubled.	

	 [	 ]는	문장의	주어를	형성하는	부분이고,	주어

의	핵은	increase이다.	따라서	단수동사	was가	사용

되었다.

〘어휘 및 어구〙

•	plug-in	 hybrid	 vehicl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일반	콘센트에	차의	전기코드를	꽂아	충전하는	방

식의	차)

•	ups	and	downs:	오르내림,	성쇠

•	previous:	이전의

26. 정답 ③

〘소재〙 미식축구 선수 John Heisman의 생애

〘해석〙  

펜실베이니아주	북서부의	어느	통	제조업자의	아들이

었던	John	Heisman은	작은	체격에	특별히	빨리	달리

는	것도	아니어서	전문적인	미식축구	선수가	될	가능

성이	없었다.	그러나	1870년대에	장인의	십	대	초반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도와	함께	일했는데,	어린	John	
Heisman도	다르지	않아,	나무	통을	수백	개씩	만들

었다.	이것이	Heisman의	손,	가슴,	팔뚝에	뛰어난	근

육	조직을	만들어	내었다.	작은	체격에도	불구하고	고

등학교와	대학에서	6년간	선수로	뛰는	동안	그는	거

칠고,	냉철하며,	두려움을	모르는	인테리어	라인맨

이었다.	훌륭한	학생이었던	 18세의	 John	Heisman
은	1887년에	로드아일랜드주의	Providence로	가서	

Brown	대학교에	다녔으며,	거기서	미식축구	세	시즌	

동안	라인맨으로	뛰었다.	Brown	대학교에	다닌	후,	

Heisman은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얻고

자	했고,	그것을	1892년에	취득했다.	그	후	그는	즉

시	코치로	36년의	경력을	시작함으로써	그	성과를	신

속하게	무시했다.

〘해설〙  

John	Heisman은	Brown	대학교에서	세	시즌	동안	미

식축구	선수로	뛰었다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③은	글

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	Son	of	a	cooper	in	northwestern	Pennsylvania,	
John	Heisman	was	an	unlikely	career	 football	
man,	 [since	 he	 was	 small	 and	 did	 not	 run	
particularly	fast].	

	 [	 ]는	 이유의	 부사절이며,	 접속사	 since는	

because와	비슷한	뜻이다.

■	A good student,	 eighteen-year-old	 John	
Heisman	[traveled	to	Providence,	Rhode	Island,	
in	1887	to	attend	Brown	University]	and	[played	
three	seasons	of	football	on	the	line	there].	

	A	good	student	앞에	분사구문을	형성하는	Being
이	생략된	것으로	이해한다.	and로	연결된	두	개의	

[	 ]가	문장의	술어부를	형성하는	구조이다.

〘어휘 및 어구〙

•	unlikely:	가능성이	없는,	예상	밖의

•	particularly:	특별히

•	preteen:	십	대	초반의

•	tradesman:	장인,	상인

•	superb:	최고의

•	forearm:	팔뚝

•	slight:	작은,	호리호리한

•	frame:	체격

•	hardnosed:	냉철한

•	interior	 lineman:	인테리어	라인맨(미식축구에서	

양	엔드를	제외한	공격측	5인	선수의	한	사람)

•	degree:	학위

•	promptly:	신속하게

•	achievement:	성과

•	immediately:	즉시

•	launch:	시작하다

27. 정답 ④

〘소재〙 의류 수거 행사 안내

〘해석〙  

NCBI
시력	감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자선 의류 수거

그것은 즐거움이 담긴 봉투입니다!

수거	기간:	11월	29일(월)~12월	1일(수)

■		NCBI가	시각장애를	포함한	시력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아일랜드의	224,000명
을	위해	기금을	모금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	 	이전에	아꼈던	옷과	신발(켤레)을	비닐봉투에	담아	

학교로	가져오시면	그곳에서	저희	운전기사가	수

거할	것입니다.	담요나	베개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저희는	여러분이	기부하신	물품을	가공하여,	그	의

복을	전국	72개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는	여러분의	기부	물품이	매립지로	가지	않도록	재

판매를	위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활용합니다.

■	 	여러분의	학교는	미래	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이	될	

채워진	봉투별	지급액과	더불어	수거된	꽉	찬	봉투

를	돋보이게	하는	공로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즐겁게 참여하세요!

〘해설〙  

세	번째	항목의	We	recycle	~	avoids	landfill.은	재

판매가	불가능한	의류는	재활용함으로써	매립지로	보

내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구문〙  

■	Help	NCBI	raise	funds	for	the	estimated	224,000	
people	in	Ireland	[experiencing	severe	problems	
with	their	eye-sight	including	blindness].	

	[	 ]는	the	estimated	224,000	people	in	Ireland
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	Your	school	will	receive	[an	achievement	award	
{highlighting	 the	 full	bags	 collected}]	 together	
with	 [payment	 per	 filled	 bag	 {which	 funds	
future	school	development}].	

	두	개의	[	 ]는	학교가	받게	될	것을	나타낸다.	첫	

번째	{	 }는	an	achievement	award를	수식하는	분사

구이고,	두	번째	{	 }는	payment	per	filled	bag을	수

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	estimated:	추산되는,	어림잡은

•	previously:	이전에

•	plastic	bag:	비닐봉투

•	blanket:	담요

•	pillow:	베개

•	donation:	기부	물품,	기부금

•	garment:	의복,	옷

•	landfill:	매립지

•	achievement	award:	공로상

•	highlight:	돋보이게	하다,	강조하다

28. 정답 ②

〘소재〙 IT 캠프 참가 신청을 위한 안내

〘해석〙  

초여름 IT 캠프

2021년	6월	7일	~	6월	25일	(월~금)

초여름	IT	캠프는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게

임	개발,	그리고	시뮬레이션,	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

술	등을	포함하는	정보	기술의	탄탄한	기초를	학생

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3주간의	집중	캠프입

니다.

◆ 캠프 날짜

캠프는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

영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가	팀	중심이므로	학

생들은	3주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 모든 것이 무료

초여름	 IT	캠프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

다.	모든	자료와	장비가	제공될	것입니다.	점심

도	매일	제공될	것입니다.

◆ 신청 마감

이	신청서는	늦어도	5월	28일까지	완성되어	회

수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6월	3일까지	참가	허

가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신청 방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Alana	Calhoun에게	alana.calhoun@uc.edu로	문의

하세요.

저희	웹사이트	cech.edu/summer-camp를	방문하세요.

〘해설〙  

~	 the	projects	are	 team-oriented를	통해	학생들이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는	팀	중심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②이다.

〘구문〙  

■	The	 Early	 IT	 Summer	 Camp	 is	 a	 3-week	
intensive	camp	[designed	to	give	students	a	solid	
foundation	in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ing	
{cybersecurity,	 software	 development,	 game	
development	 and	 simulations,	 data	 and	 cloud	
technologies}].	

	[	 ]는	a	3-week	intensive	camp를	수식하는	분

사구이다.	{	 }에	나열된	명사(구)는	including의	목

적어이다.

■	Students	will	be notified of	acceptance	by	June	3.	
	notify	~	of	...(~에게	…를	통지하다)가	수동태

로	전환된	구조이다.

〘어휘 및 어구〙

•	intensive:	집중적인

•	solid:	탄탄한,	견고한

•	foundation:	기초,	토대

•	cybersecurity:	사이버	보안

•	equipment:	장비

•	application:	신청,	신청서

•	notify:	통지하다

29. 정답 ①

〘소재〙 멀티태스킹에 대한 부정적 사실

〘해석〙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멀티태스커(여러	작

2021고난도시크릿X 봉투모의_영어(답)(ok).indd   35 2021-09-01   오후 7:09:27



- 36 -정답과 해설 <제3회> 영어 영역

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를	형편없는	편집자로	만

든다.	멀티태스킹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사람들은	

관련	없는	정보를	무시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

게	되며,	작업	사이에서	이동하느라	시간이	더	걸리

는데,	다시	말하면,	정신없이	활동하는	데도	불구하

고	그들은	실제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리고	경쟁하는	두뇌의	기억	체계가	정보를	다르게	저

장하기	때문에	보존되는	것은	무엇이든	멀티태스커가	

기억해	내기	더	어렵다.	이러한	활기찬	사람들은	자

신들이	정보의	세계	위에	있다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것(정보의	세계)에	휘둘리는	상태이

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그	자체의	피드백	

회로를	만든다.	곧	모든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

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분별력이	더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집중할	때는,	더	잘	전념하며	한	일을	더	잘	기

억한다.	우리는	피로가	적어짐을	느낀다.	따라서,	한	

번에	한	가지	작업에	집중하는	모노태스킹이	더	효율

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은	지식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해	준다.

〘해설〙  

①의	to	take는	구조상	to	ignore와	병렬구조를	이루

므로	find	it	harder	뒤에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	

‘작업을	옮겨가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의미가	되어	글의	흐름과	논리적

으로	맞지	않는다.	논리적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to	take를	take로	고쳐서	문장의	동사인	find와	병렬

구조를	이루게	해야	한다.

②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복합관

계대명사	whatever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③	내용상	the	world	of	information을	지칭하는	소유

격	대명사가	필요하므로	its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④	앞의	the	more	attention	~에	이어져	「the	+	비교

급	...	」	형태의	the	less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⑤	동사	leaves의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	able이	왔으

므로	적절한	구조이다.

•	문장의	구조가	글의	내용을	올바로	반영하고	있

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심도	깊은	문항이다.	글

의	내용	흐름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정답을	찾

아내기	어렵다.

•	②의	 복합관계대명사	 whatever가	 명사절을	

이끄는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⑤에는	목적격	보어가	필요하여	형용사	

able이	적절함을	이해해야	한다.

•	문장의	외면적	구조에	의해	문법적	적절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문을	읽으면서	글의	흐

름과	맞지	않는	구조를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

하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구문〙  

■	[Trying	 to	 do	 everything]	makes	multitaskers	
poor	editors.	

	 동명사로	 시작되는	 [	 ]가	 문장의	 주어이다.	

「make	+	목적어	+	목적격	보어」(~을	…로	만들다)의	

구조가	사용된	문장이다.

■	So	 monotasking	—	focusing	 on	 one	 task	 at	 a	
time	—	isn’t only	more	efficient;	it	also	leaves	
us	better	able	 to	use	 the	knowledge	 [we	have	
gained].	

	「not	only	~,	but	also	...」(~뿐만	아니라	…도)가	

사용되었는데,	세미콜론(;)이	접속사	but	대신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는	the	knowledge를	수식하

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	editor:	편집자

•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	irrelevant:	관련	없는

•	frantic:	정신없는,	광란의

•	retain:	보존하다,	유지하다

•	at	one’s	mercy:	~에	휘둘리는[좌우되는]

•	discerning:	분별력	있는,	통찰력	있는

30. 정답 ④

〘소재〙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유

〘해석〙  

의사소통은	청자의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말하는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준거틀,	

성향,	그리고	선입견을	통해	여과된다.	남는	것은	결

국	그가	이해하는	메시지이다.	여러	다양한	이유로	그

는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의도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로	이해되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

라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전체	메시지가	여러분이	그

것을	마음속에	품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청자가	이해하는	것에	대한	통제력이	여러분

에게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	아마	기분이	우울해질	것

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생각을	상대방의	머릿속

에	집어넣으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것

은	그리	많지	않다.	이것은	의사소통의	많은	이점(→	

어려움)	중	하나이다.	여러분은	청자가	기능하는	방

식을	전혀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은	자신들이	어떻게	대우받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있

고	그것에	민감하다.	다른	사람들이	대우받기를	원하

는	방식에	적응함으로써	의사소통에	더	유능해진다.

〘해설〙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상대방은	나의	말을	나

의	의도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하

며	그것을	통제할	방법은	없다는	내용이다.	이는	의

사소통의	 어려움에	 해당되므로	 ④의	 advantages는	

challenges와	같은	어휘로	바꿔야	한다.

•	정답인	④의	적절성	여부를	해당	문장에서	판

단해	내는	것이	아니라,	앞	내용의	흐름을	통

해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에	난도가	높은	

문항이다.

•	②,	③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잘	반영하고	있

는	어휘이다.	⑤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관한	문장	내용을	잘	반영하는	어휘이다.

•	밑줄	친	어휘의	적절성	여부는	그	어휘가	포함

된	문장	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만,	전후	흐름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경우가	많

으므로	글	전체를	읽으면서	답을	찾는	연습이	

필요하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구문〙  

■	For	 many	 different	 reasons,	 he	 can	 interpret	
[what	you	want	to	convey]	in	a	totally	different	
way	than	you	intended.	

	[	 ]는	 interpre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다.	than은	일반적으로	비교급	다음에	사용되지만,	여

기에서와	같이	different	뒤에	사용되기도	한다.

■	However,	 most	 people	 are	 aware	 of	 and	
sensitive	to	[how	they	want	to	be	treated].	

	[	 ]는	aware	of와	sensitive	to	뒤에	공통으로	연

결되는	명사절이다.

〘어휘 및 어구〙

•	on	one’s	terms:	~의	생각대로,	~의	조건에	따라

•	frame	of	reference:	준거틀,	기준틀

•	bias:	성향,	편향,	편견

•	preconceived	idea:	선입견

•	interpret:	해석하다

•	conceive:	품다,	생각하다

•	adjust	oneself	to:	~에	적응하다

31. 정답 ①

〘소재〙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

〘해석〙  

인지적	도덕	발달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한	가

지	이유는	대부분의	성인들이	인지적	도덕	발달의	관

습적인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윤리적

으로	옳은	것에	대한	판단과	그	이후의	행동에	외부적

인	영향을	매우	받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적으

로	옳은	것에	대한	그들의	결정,	그리고	그에	따라	있

을	법한	그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

고,	행동하는	것과	불가분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리

는	이것을	윤리적인	지침을	얻기	위해	‘위를	쳐다보고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개개인들

은	도덕적인	나침반을	엄격히	따르는	자율적인	의사

결정자가	아니다.	그들은	윗사람들과	또래들이	무엇

을	하고	말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위를	쳐다보고	주변

을	둘러보고,	이러한	단서를	행동의	지침으로	이용한

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상	시스템,	역할	기

대,	실세의	요구,	그리고	집단	규범의	결과로	그들에

게	기대되는	것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해설〙  

성인들의	인지	도덕	발달은	관습적인	수준에	있다고	

말한	후,	이는	성인들의	윤리적	판단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	말,	행동과	불가분하게	관련되어	있

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다른	사람들

의	생각,	말,	행동을	지칭하는	개념은	외부의	영향이

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외부

적인’이다.

②	객관적인				③	학술적인

④	감정적인				⑤	상업적인

〘구문〙  

■	One	 reason	 [understanding	 cognitive	 moral	
development	 is	 so	 important]	 is	 [that	 most	
adults	are	at	the	conventional	level	of	cognitive	
moral	development].	

	첫	번째	[	 ]는	One	reason을	수식하는	관계절이

며,	맨	앞에	why가	생략된	구조이다.	두	번째	[	 ]는	

명사절로서	문장의	보어이다.

■	Therefore	most	people	are	likely	to	do	[what’s	
expected	 of	 them	 as	 a	 result	 of	 {the	 reward	
system,	 role	 expectations,	 authority	 figure	
demands,	and	group	norms}].	

	 [	 ]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이다.	

{	 }는	 as	 a	 result	of	다음에	이어지는	네	개의	어

구이다.

〘어휘 및 어구〙

•	cognitive:	인지의,	인식의

•	conventional:	전통적인,	관습적인

•	susceptible:	민감한,	영향을	받기	쉬운

•	ethically:	윤리적으로

•	subsequent:	뒤이은,	다음의

•	guidance:	지침,	안내,	길잡이

•	autonomous:	자율적인,	자치의

•	compass:	나침반

•	authority	figure:	실세,	실력자

•	norm:	규범,	기준

32. 정답 ⑤

〘소재〙 정치 체제를 도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의 문제점

〘해석〙  

정치	체제에	대한	규격화된	설명과	흐름도는	명확성

보다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것들

은	공식적이고	깔끔하게	조직되어	있어서	외관상	거

의	청사진처럼	보이는	도표와	연결망을	보인다.	하지

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도해는	정치	조직의	문제,	

가능한	성과,	그리고	실제	결과를	연결하지	못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체제’라는	것이	선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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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된	한	묶음의	관료들과	그들	각자의	직책보다	훨

씬	더	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데,	더	정확히	말하

면	그것(체제)은	상충하는	여건,	경쟁하는	세력,	그리

고	복잡한	해결책으로	느슨하게	구조화된	환경이며,	

그것들	거의	전부는	끊임없는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	

우리의	복잡한	세계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는	잘못된	

패러다임과	이해할	수	있는	혼란을	모두	만들어	내었

다.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설명이	현실과	딱	들어맞지	

않고,	이것이	결국	명백한	분노는	아니더라도,	불편

함을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새	천	년에	냉소주의

의	많은	원인들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이	사물의	작

용	방식에	대한	형식적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인

식이	들어	있다.

〘해설〙  

정치	체제를	도표와	연결망으로	그려	설명하는	것은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치의	특성을	반영하

지	못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도식적	설

명의	특징을	나타내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⑤	‘우리의	복잡한	세계에	대한	지나친	단순

화’이다.

①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지나친	의존

②	정치적	합의의	결렬	

③	논쟁에서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것

④	소수의	정치인들의	독재

•	정치	체제에	대한	규격화된	설명과	흐름도가	혼

란을	가져오는	근본적	이유의	추론을	요구하는	

심도	있는	문항이다.

•	앞	내용을	모른	채,	정치적으로	잘못된	패러

다임과	이해할	수	있는	혼란을	만들어	내는	것

을	상식에	의거에서	찾으면	①,	②를	고를	가

능성이	높다.

•	추상적인	글에서	문제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

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담고	있는	어휘,	어구,	

절을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구문〙  

■	Inherently,	people	know	 that	description	does	
not	 mesh	 with	 reality,	 [which	 in	 turn	 breeds	
discomfort,	{if	not	outright	anger}].	

	[	 ]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절이며,	which가	가리

키는	것은	앞선	that절의	내용이다.	{		}의	if	not	~은	

if	it	is	not	~의	축약형으로	볼	수	있는	관용적	표현

으로서,	‘~은	아닐지라도’라는	양보의	의미를	가진다.

■	[Among	 the	many	 sources	of	 cynicism	 in	 the	
new	millennium]	is	the	sense	[that	what	we	see	
is	 not	 consistent	 with	 formal	 descriptions	 of	
how	things	work].	

	첫	번째	[	 ]는	부사구이고,	그	뒤에	「동사(is)	+	주
어(the	sense	that	~	)」의	도치	구문이	사용되었다.	두	

번째	[	 ]는	앞의	 the	sense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동

격절이다.

〘어휘 및 어구〙

•	institutional:	규격화된,	획일적인

•	flow	chart:	흐름도,	순서도

•	confusion:	혼란

•	clarity:	명확성

•	more	times	than	not: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	illustration:	도해,	(실례·삽화	따위에	의한)	설명

•	appointed:	지명된

•	respective:	각각의

•	conflicting:	상충하는

•	flux:	유동,	끊임없는	변화

•	inherently:	본질적으로

•	breed:	낳다

•	outright:	명백한,	완전한

•	consistent:	일치하는,	일관된

33. 정답 ④

〘소재〙 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

〘해석〙  

우리는	생태계	교란의	본질과	정도에	대한	어떤	평가

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최근의	환경사에서	

핵심적이며	중요한	정보를	주는	개념은	훼손이다.	하

지만	모든	인간의	활동은	그	자체로	결코	정적이지	않

은	자연	세계의	구성을	변화시킨다.	모든	변화를	쇠

퇴로	간주하는	논평은	어떠한	경제적	또는	이념적	체

제하에서도	인간	생존의	정당성이라는	바로	그	문제

를	제기한다.	훼손,	특히	장기적	훼손을	변화	또는	변

형과	구별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다.	자연	세계는	

너무나	깊고	정교한	인간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

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자

연의	상태를	찾느라	헛수고를	할	수도	있다는	불편한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	실제로,	자기	조절을	하는	안

정적인	생태계라는	바로	그	개념은	현실적이라기보

다는	형이상학적일	수	있다.	그러나	기준선이	없다면	

환경	변화의	특징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그만큼	훨씬	

더	어려워진다.

〘해설〙  

첫	문장을	통해	생태계	교란의	본질과	정도에	대한	평

가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자연스러운	환경의	변화와	

인간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의	질적	훼손을	구별

하기가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	변화

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기준선이	필요

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환경	변화의	특징을	설명하

려는	시도’이다.

①	높은	생태학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②	친화적	환경을	개발하는	과업

③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⑤	미래	인간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	자연의	변화와	인간에	의한	자연	훼손을	구별

하는	것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는	학술적인	

글로	지문	자체의	난도가	매우	높은	문항이다.

•	환경의	변화를	다루는	글이지만,	생태학적	다

양성,	천연자원,	기후	변화를	다루는	글은	아

니므로	①,	③,	⑤는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

한	말은	아니다.

•	빈칸이	지문	후반부에	위치한	경우	글의	내용

을	요약할	수	있는	말을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답을	고르기	전에	글의	중심	내용을	추론하

는	연습을	먼저	해본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구문〙  

■	[Distinguishing	 degradation,	 especially	 long-
term,	from	change	or	 transformation]	 is	rarely	
easy.	

	동명사로	시작되는	[	 ]가	문장의	주어이므로	단수

동사	is가	사용되었다.

■	The	natural	world	has	such	a	deep	and	elaborate	
human	 imprint	 that	 we	 must	 confront	 the	
awkward	reality	[that	we	may	search	in	vain	for	
a	recognizable	and	definable	state	of	nature].	

	「such	+	a	+	형용사	+	명사	+	that」의	구조가	사용

되었는데,	이는	‘너무	~해서	…하다’의	의미를	갖는

다.	[	 ]는	앞의	the	awkward	reality의	내용을	설명

하는	동격절이다.

〘어휘 및 어구〙

•	assessment:	평가

•	ecological:	생태계의

•	disturbance:	교란

•	informing:	정보를	주는

•	degradation:	훼손,	(질적인)	저하

•	composition:	구성

•	static:	정적인

•	critique:	논평,	비판

•	legitimacy:	정당성,	합법성

•	ideological:	이념적인,	이념의

•	distinguish:	구별하다

•	elaborate:	정교한

•	imprint:	흔적,	자국,	각인

•	in	vain:	헛되이

•	metaphysical:	형이상학적인,	극히	추상적인

34. 정답 ④

〘소재〙 시나리오 분석의 개념

〘해석〙  

시나리오	분석은	상당히	중요한	비판적	사고	접근법

이며,	투자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접근법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결과를	고려함으로써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접근법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대안이	되

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경로도	있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분석은	과거의	결과나	이전	성향

의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입력	

자료나	시장	지표에서	비롯된	것도	아닌데,	그로	인

해	실제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고를	할	것을	강요한

다.	시나리오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	여러분은	하나의	

시나리오에	대한	최상의,	최악의,	그리고	가장	가능

성	있는	결과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것

이	그럴듯하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시나리오를	단	세	개로	줄

여	놓는	것이	추천되며,	세	가지	모두	‘일어날	가능성

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단	여러분이	이	원

칙을	여러분이	원하는	지식	분야라면	어느	것에나	적

용할	수	있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사건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지게	된다.

〘해설〙  

시나리오	분석을	가능한	모든	결과를	고려하여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접근법이라고	설명한	후,	일반적으

로	시나리오를	3개로	줄여	놓고	일어날	가능성에	대

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했을	때	

이어질	결과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놀랄	가능성이	

매우	적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예상치	못한	사건이	여러분을	놀

라게	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지게’이다.

①	역사가	집단적	기억이라는	것이	거의	놀라움을	주

지	않게

②	시나리오	분석이	과거의	결과에	의존한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③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

는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게

⑤	여러분이	시나리오에	매료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

능하게

•	글을	통해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접근법을	이해

하고,	그	접근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묻

는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이다.

•	글	중반부의	‘Scenario	analysis	isn’t	based	on	
past	results	~	’를	통해	②는	정답이	될	수	없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나리오	분석이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를	고르는	개념은	아니므로	③

도	정답이	될	수	없다.

•	학술적,	전문적	용어를	설명하는	지문이	제시

되는	경우,	글	내용과	사례를	통해	그	용어의	개

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구문〙  

■	This	opens	new	doors	for	us	because	there	are	
not only	 those	 alternative	 outcomes	 out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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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also	the	paths	[that	lead	to	them].	

	there	are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not	only	~	but	
also	...」(~뿐만	아니라	…도	역시)에	의해	연결된	구

조이다.	[	 ]는	the	path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Generally speaking,	 it	 is	 recommended	 [that	
you	 keep	 your	 scenarios	 down	 to	 just	 three],	
and	you	need	to	think	of	all	three	as	“likely	to	
happen”.	

	Generally	speaking은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인	

독립분사구문이다.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접속사	

that이	이끄는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어휘 및 어구〙

•	significant:	중요한

•	investment:	투자

•	take	~	into	consideration:	~을	고려하다

•	alternative:	대안이	되는,	대체	가능한

•	stem	from:	~에서	비롯되다

•	indicator:	지표

•	think	outside	the	box:	새로운	사고를	하다

•	plausible:	그럴듯한

35. 정답 ④

〘소재〙 질문을 통한 관계 개선

〘해석〙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	데	성공하는	것은	우리	자신

에게,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들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함으로써	극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놀라운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질

문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에	더	들게	되는데,	

그것이	올바른	유형의	질문으로서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우리들	중	다

수가	“잘	지내니?”라는	일반적인	질문에	의존하는	경

향이	있지만,	더	사려	깊고	목적이	있는	질문들은	낯

선	사람들과의	어색한	분위기를	깨거나	고객	및	동료

들과	결속을	다지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등의	더	나은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러한	질문들은	또한	우리와	아

주	가까운	사람들과	훨씬	더	강하고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준다.	(경제적	불평등에	바탕을	둔	

사회적	양극화와	진화하는	갈등에	대한	정치적	해법

의	부재가	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남아	있다.)	그리

고,	지금의	양극화	시대에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매우	다르게	보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데	질문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설〙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유형의	질문을	올바른	방식

으로	함으로써	그들을	더	잘	이해하고	관계를	향상시

킬	수	있음을	강조한	글이다.	④는	사회적	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

화와	진화하는	갈등에	대한	해법	부재를	언급하고	있

으므로	글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이다.	⑤의	

these	polarizing	times가	④의	Social	polarization과	

연결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구문〙  

■	While	 many	 of	 us	 tend	 to	 rely	 on	 generic	
“How	 are	 you?”	 questions,	 more	 thoughtful	
and	purposeful	questions	can	do	a	better	job	of	
[breaking	the	ice	with	strangers	or	bonding	with	
clients	and	colleagues].	

	전치사	of의	목적어인	[	 ]는	a	better	job의	내용

에	해당된다.	즉,	전치사	of의	앞뒤	내용이	동격	관계

를	형성하고	있다.

■	And	—	worth	 noting	 in	 these	 polarizing	
times	—	questions	can	help	us	understand	and	
begin	to	relate	to	[those	who	see	the	world	very	
differently].	

	[	 ]가	understand와	begin	to	relate	to의	공통	목

적어	역할을	하는	구조이다.

〘어휘 및 어구〙

•	connect	with:	~와	친해지다

•	as	long	as:	~하기만	하면,	~하는	동안

•	generic:	일반적인,	포괄적인

•	thoughtful:	사려	깊은

•	purposeful:	목적이	있는

•	break	the	ice:	어색한	분위기를	깨다

•	bond	with:	~와	유대감을	형성하다

•	forge:	구축하다

•	polarization:	양극화

•	inequality:	불평등

•	absence:	부재

•	evolving:	진화하는,	발전하는

•	conflict:	갈등

•	insecurity:	불안정,	불안감

36. 정답 ②

〘소재〙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사용

〘해석〙  

‘우주에서	경제	성장을	측정하기’라는	학술	논문의	저

자들은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경제학을	이

해하는	것의	이점을	이해했다.	이	사람들은	개발도상

국이	흔히	자국의	국내	총생산을	정확하게	측정해내

지	못한	것에	주목했다.	(B)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들은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인	사진을	사용했다.	

그들은	경제적	성공이	한	나라가	밤에	얼마나	많은	빛

을	사용하는가와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

는	가설을	세웠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전기	사용에	있

어서	더	보수적일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A)	그래서	

저자들은	미	공군이	찍은	위성	사진을	살펴보았다.	그

들의	가설은	사실로	판명되었다.	즉,	돈이	많은	나라

일수록	밤에	불을	계속	켜두었다.	예를	들어,	인도네

시아의	야간	조명	사용은	1998년	금융	위기	때	상당

히	감소했다.	(C)	다른	많은	나라의	사진들도	같은	패

턴을	따랐다.	이것은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가	어떻게	

엄청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예에	불과하다.	인류를	이해하는	무수히	많은	새

로운	방법들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데이터	과학자는	

조사와	같은	낡은	방법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

〘해설〙  

주어진	글에는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사용한	경제

학	이해에	관한	학술	논문이	소개되면서	국내	총생

산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의	문제

가	언급되어	있다.	(B)에는	주어진	문장에	언급된	문

제가	this	issue로	이어지고	있고,	새로운	데이터로서	

사진을	이용하여,	경제적	성공의	척도로	야간	조명의	

사용량을	측정하는	가설이	제시되었다.	(A)에서는	그

러한	가설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결과와	인도네시아의	

사례가	언급되었다.	(C)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는	내용과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의	가치가	

요약되어	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구문〙  

■	They	 hypothesized	 [that	 economic	 success	
would	directly	correlate	with	{how	much	light	a	
country	used	at	night}].	

	[	 ]는	동사	hypothesiz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	 }는	전치사	with의	목적어	역할을	하

는	명사절이다.

■	The	 thought	was	 [that	poorer	countries	would	
be	more	conservative	in	their	use	of	electricity].	

	접속사	that이	이끄는	[	 ]는	문장의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어휘 및 어구〙

•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

•	hypothesis:	가설

•	significantly:	상당히,	크게

•	financial	crisis:	금융	위기

•	correlate	with:	~와	상관관계가	있다

•	conservative:	보수적인

•	immense:	엄청난

37. 정답 ⑤

〘소재〙 물질적 영향을 초월하는 지위의 영향

〘해석〙  

불가피하게	경제적인	면의	영향이야	있겠지만,	낮은	

지위가	주는	영향을	물질적	측면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가장	심각한	손실이	단순히	물질적인	불편함

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것은	더	많은	경우,	심

지어	무엇보다도	먼저,	낮은	지위가	사람의	자존감에	

일으키는	문제에	있다.	(C)	굴욕감을	동반하지	않는

다면	불편함은	불평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다.	이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품고	있는	존경심의	자각에	의해	지탱되는	한	궁

핍을	기꺼이	참아왔던	많은	군인들과	탐험가들의	사

례를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	(B)	마찬가지로	높은	지

위의	혜택이	부에만	국한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는	

이미	부유한	많은	사람들이	5대가	소비할	수도	있는	

어떤	것도	넘는	액수를	계속	축적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야	한다.	(A)	그들의	노력은	우리가	부의	

창출의	이면에	있는	엄밀하게	물질적인	이유를	역설

할	경우에만	특이하다.	돈만큼이나	그들은	돈을	모으

는	과정에서	얻어지게	되는	존경심을	추구한다.

〘해설〙  

주어진	글은	낮은	지위	때문에	받게	되는	손실은	물질

적	불편함보다	자존감에	가해지는	어려움에	있는	경

우가	많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어진	글에	언급된	

discomfort에	관한	내용은	(C)에서	다른	사람들로부

터	받는	존경심으로	궁핍이라는	불편함을	이겨내고	

살아온	군인과	탐험가의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

으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높은	지위의	혜택을	물질적

인	것에	한정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B)가	이

어져야	하며,	부유한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를	넘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언급한	(A)가	마지막에	와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⑤이다.

•	글의	흐름을	이해함으로써	사용된	대명사의	지

칭	대상을	정확히	추론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논

리적	사고	능력을	묻는	고난도	문항이다.

•	(A)의	 Their와	 they를	 (C)의	 후반에	 사용된	

they와	지칭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A)와	(C),	또는	(C)와	(A)가	곧바로	

연결되는	①,	②,	③,	④를	고르게	된다.

•	주어진	글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첫	번째	글을	

찾아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순서를	결정

할	수	있는	논리적	단서를	찾아	연결시키는	연

습도	중요하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구문〙  

■	The	gravest	penalty	rarely	lies	in	mere	physical	
discomfort;	 it	 consists	 more	 often,	 even	
primarily,	 in	 the	 challenge	 [that	 low	 status	
poses	to	a	person’s	sense	of	self-respect].	

	rarely는	‘거의	~하지	않는’이라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이며,	세미콜론(;)은	접속사	but의	기능

을	한다.	다시	말해,	「not	A	but	B」(A가	아니라	B)의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	 ]는	the	challenge를	수식

하는	관계절이다.

■	We	 should	 not	 be	 surprised	 to find	 many	 of	
the	already	affluent	[continuing	 to	accumulate	
sums	 beyond	 anything	 {that	 fiv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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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ht	spend}].	
	 be	 surprised	 다음의	 to	 find는	 ‘원인’을	나타내

는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to부정사이다.	현재분사	

continuing으로	시작되는	[	 ]는	find의	목적격	보어	

기능을	한다.	{	 }는	anything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 및 어구〙

•	inevitably:	불가피하게

•	grave:	심각한,	중대한

•	lie	in:	~에	있다(=	consist	in)
•	pose:	일으키다,	제기하다

•	endeavor:	노력

•	peculiar:	특이한

•	insist	on:	~을	역설하다[주장하다,	고집하다]

•	strictly:	엄밀하게,	엄격하게

•	rationale:	이유,	근거

•	be	derived	from:	~에서	얻어지다

•	affluent:	부유한

•	accumulate:	축적하다

•	provided	that:	~한다면,	~한다는	조건으로

•	humiliation:	굴욕감

38. 정답 ⑤

〘소재〙 개인 이익과 집단 이익의 균형

〘해석〙  

사회	혁신은	인간의	공동체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다

른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필요한	심리적	도구를	제

공하면서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진화는	

개성과	경쟁이라는	대조되는	특성도	또한	계속	보호

한다.	인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반대	효력을	가

진	압박감,	즉	협조적이며	상호의존적인	집단에	속해

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개인적인	성공과	재산을	얻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주는	긴장	속에서	산

다.	이들	둘	다	인간의	생존과	성공을	위해	필요하고,	

그러한	이유로	개인과	사회가	그것들의	균형을	맞추

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집단이	

이익을	얻는	정도까지만	자신의	결정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때,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긍정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반

면에	여러분이	오로지	자신에게	최고의	이익이	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개인들에게	보상하

는	균형을	잃은	사회에서	살	경우,	전체	집단의	행복

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서	사회가	이러한	긴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질	수	있다.

〘해설〙  

주어진	문장은	On	the	other	hand로	시작되므로	앞	

내용과	상반된	흐름의	내용을	담는다.	주어진	문장에

는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게	행동하는	개인들에

게	불균형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균형을	잃은	사회에

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가	언급되어	있다.	이와	상반

된	내용이	⑤의	앞에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

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⑤이다.

〘구문〙  

■	Social	 innovations	 have	 persisted	 through	
thousands	 of	 years,	 [reinforcing	 human	
communal	 bonds]	 and	 [giving	 you	 the	
psychological	 tools	 you	 need	 to	 connect	with	
others].	

	and로	연결된	두	개의	[	 ]는	부수적인	상황을	표

현하는	분사구문이다.

■	In	 situations	 [where	 resources	 are	 scarce],	 it	
can	become	extremely	difficult	for	societies	[to	
balance	these	tensions].	

	첫	번째	[	 ]는	situation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주어	자리의	it은	형식상의	주어이며,	두	번째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어휘 및 어구〙

•	disproportionately:	불균형적으로

•	innovation:	혁신

•	contrasting:	대조적인

•	cooperative:	협력적인

•	interdependent:	상호의존적인

•	vital:	극히	중요한

•	scarce:	부족한,	드문

39. 정답 ②

〘소재〙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재산권 문제

〘해석〙  

경제학은	법이	재산권을	부정확한	용어로	정의하거나	

지나치게	협소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때	문제가	발

생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불명확한	배타적	권리는	경

제	활동의	조정을	약화시킨다.	어떤	자원을	누가	소

유하고	그	소유권에	어떤	권리가	포함되는지를	놓고	

사람들이	싸울	때,	재산권은	부족한	자원의	효율적인	

이전을	촉진하지	못한다.	어려움은	법이	지나치게	협

소한	독점권을	부여할	때도	나타난다.	결합되어	최종	

생산품을	만들어야	하는	상호	보완적	권리가	분할되

어	소유되면	경제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정보	기술	분야에서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는	협소한	별개의	기술들에	대한	애매모호한	

영역	해석을	지닌	무수히	많은	특허가	결합되어	혁신

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시킨다.	마찬가지로	경

제	분석은	정부가	강제	구매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

는	이유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자신의	토지

에	영향을	미치는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까

지	기다리는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의	독립적	가치가	

아니라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국가에	끼치는	손실

에	근거하여	독점	가격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법으로	재산권을	부적절하게	규정할	때	발생할	수	있

는	결과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한	글이다.	가장	

먼저	재산권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한	경우,	그다음

으로	지나치게	협소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경우	발생

하는	결과를	언급하고	있다.	주어진	문장은	지나치게	

협소한	독점권을	만드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

는	부분에	와야	하므로	흐름상	②에	들어가는	것이	가

장	적절하다.

•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통해	법이	지나치게	협

소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설명되기	시작

되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	③	다음에	주어진	문장에	사용된	narrow가	언

급되었다고	해서	③을	고르지	않도록	주의해

야	한다.

•	주어진	문장은	일반적으로	글의	흐름이	바뀌는	

부분에	들어가야	할	경우가	많으므로,	글을	읽

으면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부분을	찾는	연

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구문〙  

■	Economics	 explains	 [why	 problems	 emerge	
{when	 the	 law	 <defines	 property	 rights	 in	
imprecise	terms>	or	<creates	an	exclusive	right	
that	is	too	narrow>}].	

	[	 ]는	explain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다.	{	 }는	시간의	부사절이며,	그	안의	두	개의	<	 >

가	술어부로	or로	연결된	구조이다.

■	[When	people	fight	over	{who	owns	a	resource}	
and	 {what	 rights	 are	 subsumed	 within	 that	
ownership	right}],	property	fails	to	facilitate	the	
efficient	alienation	of	scarce	resources.	

	[	 ]는	시간의	부사절이며,	and로	연결된	두	개의	

{	 }는	over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어휘 및 어구〙

•	create:	(새로운	형식	등을)	부여하다,	(계급이나	직

위	등을)	수여하다

•	exclusive:	배타적인,	독점적인

•	impair:	약화시키다,	손상시키다

•	coordination:	조정,	조화

•	facilitate:	촉진하다,	용이하게	하다

•	fragmented:	분할된,	세분화된

•	complementary:	상호	보완적인

•	inhibit:	억제하다

•	myriad:	무수히	많은

•	patent:	특허

•	vague:	애매모호한

•	discrete:	별개의

•	frustrate:	좌절시키다

•	innovation:	혁신

•	compulsory-purchase	power:	강제	구매	권한,	수

용권

•	monopoly:	독점

•	stand-alone:	독립적인

40. 정답 ①

〘소재〙 기부를 이끌어 내는 한 마디

〘해석〙  

두	명의	심리학자가	잘	알려진	인간의	성향을	자선	기

부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네	명으로	이루어

진	팀들을	조직하여	집집마다	다니면서	미국	암	협회

에	기부할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	그	팀들이	사회경제

적	형편이	같은	구역에서	기부를	간청했기에	기부금	

액수는	기본적으로	같아야	한다.	네	팀	모두	초인종을	

눌렀고,	거주자가	문	앞에	왔을	때,	“우리는	미국	암	

협회를	위해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하여	기꺼이	

도움을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네	팀	중	두	팀

은	또한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어

지는	말을	덧붙였다.	42가구는	통상적인	권유를	들었

고,	나머지	42가구는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

다.”라는	말을	들었다.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통상

적인	권유를	받은	첫	번째	집단은	12회의	기부로	총	

18.55달러를	받았다.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

다.”라는	추가	권유를	받은	두	번째	집단은	21회의	기

부로	총	30.34달러를	모금했다.

→	기부를	요청함에	있어	소박한	기부를	유도하는	말

을	덧붙이는	것은	요청받는	사람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해설〙  

기부를	요청함에	있어	“Even	a	penny	will	help.”와	

같은	말을	덧붙여	소박한	기부를	유도하자,	기부	횟수

와	금액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내용의	글이

다.	따라서	요약문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

장	자연스러운	것은	①	‘소박한–호의적인’이다.

②	반복되는–압박하는

③	후한–즉각적인

④	자발적인–무관심한

⑤	자선의–조심스러운

〘구문〙  

■	The	 teams	 canvassed	 in	 the	 same	 socio-
economic	neighborhood,	[so that	the	amount	of	
donations	should	basically	be	the	same].	

	 so	 that이	이끄는	[	 ]는	앞	내용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	Forty-two	 homes	 heard	 the	 regular	 pitch,	 the 
other	forty-two	homes	heard	the	“even	a	penny	
will	help”	remark.	

	 the	other는	앞에	언급된	수	이외의	나머지	전체

를	나타낸다.

〘어휘 및 어구〙

•	tendency:	성향,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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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ity:	자선,	자선	기금

•	solicit:	요청하다,	간청하다

•	resident:	거주자,	주민

•	contribution:	기부,	기부금,	기여

[41∼42] 정답 41. ③ 42. ③

〘소재〙 공동 연구의 활성화

〘해석〙  

오늘날의	과학은	예전의	과학으로부터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과거에	과학은	사건을	외견상	고립	상태에

서	일어난	개별적인	일들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다

양한	과학	분야들은	그것을	더	큰	그림에	맞추는	방

법을	알지	못한	채	사건	수준에	집중하곤	했다.	퍼즐	

전체를	보지	않고	퍼즐	조각	하나에	대해	관찰한	것

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보고하는	것은	이

상하지	않은가?	그런데,	현대	이전의	과학은	그와	비

슷하게	기능했다.

다양한	과학	분야가	여러	해	동안	계속	발전해	왔으

며,	데이터	평가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	과학

자들은	여전히	개별적인	사건을	주의	깊게	조사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이제	그것이	전체	그림에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보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	타당하다).	

사물은	독립적이기보다는	상호의존적인	경우가	더	흔

하다.	일반적으로	세계는	과학의	공동	연구	방향으로	

이동해	왔다.	서로	다른	전문	분야가	서로	소통하여	

주어진	연구	분야의	가능한	모든	측면을	다룬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열대	환경의	토양	침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자.	적절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분에

게는	식생에	대한	전문가,	토양	샘플,	물	샘플을	분석

할	수	있는	사람,	해양과	육지	모두의	동물	전문가	등

이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전문가들은	생물학,	미생물

학,	지질학	등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와서	합쳐진다.	

오늘날의	학계에서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한	교수	

요원이	연구	프로젝트를	맡을	때,	그들은	결코	혼자

가	아니다.	그	연구에는	적어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프

로젝트를	관리하는	일부	학생들이	포함된다.	종종	그	

교수진은	다른	교수진과	함께	보조금을	받아	연구한

다.	예를	들어,	사회과학	교수진은	특별한	교육	서비

스를	필요로	하는	난민들의	요구를	연구할	수	있다.	

심리학	교수진은	정신적인	지원	시스템을	고안할	수	

있다.	외국어	학과는	난민들의	모국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해설〙  

41.	개별적인	사건을	연구했던	예전의	과학	연구	방

식에서	벗어나,	오늘날에는	과학	연구가	전체	그림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분야의	공동	연구로	나아가고	있

다고	설명한	후,	이러한	추세는	학계에서도	보이는	현

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는	제목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과학과	학계의	새로운	패

러다임으로서의	공동	연구’이다.

①	혁신에	있어서	새로운	과학	지식의	역할

②	산학	협력의	다양한	모델

④	과학	연구에서	데이터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⑤	오늘날	경쟁적	환경에서	과학자들의	스트레스	받

는	삶

42.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개별적	사건에	대한	관

심에	더하여	그것이	전체	그림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를	보는	것이	필요해지고	있다는	글의	흐름이므로		

(c)	irrelevant는	반대	의미를	갖는	relevant와	같은	말

로	바꿔야	한다.	

•	글의	중심	내용인	과학과	학계에서의	공동	연구	

활성화	추세와	상반된	내용을	담는	어휘를	찾아

내는	집중력을	요구하는	문항이다.

•	(a)의	 isolation은	과거의	과학	연구의	특징과	

관련된	 어휘이므로	 흐름상	 적절하다.	 (e)의	

시크릿 X 킬러 문항 클리닉

alone은	앞에	never와	결합되어	오늘날	과학	

연구의	특징을	설명하므로	흐름상	적절하다.

•	난도가	높은	긴	글을	흐름을	놓치지	않고	끝까

지	읽는	연습을	통해	집중력과	논리적	사고를	

향상시킨다.

〘구문〙  

■	Today’s	 science	 has	 come	 a	 long	 way	 from	

[where	it	used to	be].	
	 [	 ]는	전치사	 from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

절이다.	조동사	기능을	하는	used	to는	과거의	상태

를	나타낸다.

■	It	 is	strange	[to	carefully	study,	examine,	and	
report	 on	 {what	 you	 had	 observed	 about	 one	
puzzle	piece}	without	ever	looking	at	the	whole	
puzzle],	isn’t	it?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이

다.	 {	 }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서,	열거된	

study,	examine	및	report	on의	공통	목적어이다.

〘어휘 및 어구〙

•	occurrence:	일,	발생,	사건

•	isolation:	고립,	격리

•	concentrate	on:	~에	집중하다

•	paradigm:	패러다임,	이론적	틀

•	assessment:	평가

•	interdependent:	상호의존적인

•	independent:	독립적인

•	sub-tropical:	아열대의

•	erosion:	침식

•	vegetation:	식생,	초목

•	faculty:	교수진

•	refugee:	난민,	피난자

•	devise:	고안하다

•	department:	학과

•	mother	tongue:	모국어

[43∼45] 정답 43. ③ 44. ② 45. ④

〘소재〙 되찾은 지갑

〘해석〙  

(A)	2011년	10월에	Jenna	Cook과	그녀의	네	살	난	

딸	Cloi는	애리조나주	 Scottsdale에서	열린	어린이	

축제에	참석했다.	불행히도,	Cook	씨는	Cloi가	애

리조나	Payson에	있는	조부모님을	뵐	수	있도록	여

행을	위해	모았던	300달러가	든	지갑을	잃어버렸다.	

Cook	씨는	“지갑을	유모차	위에	올려놓고,	그	유모

차를	차에	넣었을	때	그것이	떨어진	게	확실해요.”라

고	말했다.

(C)	그녀는	Scottsdale과	자신의	고향인	애리조나주	

Gilbert에서,	그리고	그	사이의	지역에서	지갑을	찾았

지만	그것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	당시	저는	그

것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신용카드를	정

지시켰고,	제	딸은	Payson에	가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했기에	뒷좌석에서	큰	소리로	울고	있었어요.”	다

행히도	친절한	한	사람이	그녀의	지갑을	발견했다.	역

시	어린이	축제에	참석했던	Javier	Del	Carpio는	“갑

자기	그곳에	어떤	물건이	보여서,	근처에	차를	세우고	

집어	드니	지갑이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D)	그는	어떻게	하면	그	지갑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가장	잘	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저

의	마음	한편에서는	그것을	내일	우편으로	보낼	수	있

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는	‘있잖아요,	만

약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것을	오늘	받을	수	있

으면	마음이	놓일	거예요.’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는	Scottsdale에서	Gilbert에	있는	Cook	씨의	집까지	

36마일을	운전했다.	Cook	씨는	여전히	지갑을	찾으

러	밖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Del	Carpio	씨는	그녀

의	차고	문에	메모가	적힌	명함을	테이프로	붙였고,	

Cook	씨의	이웃들에게	그녀의	지갑이	발견되었음을	

Cook	씨에게	알려달라고	부탁도	했다.

(B)	약	30분	후에	Cook	씨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제가	다가가서	그것을	집어	당겼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Del	
Carpio	씨는	그	지역에	머물러	있었고,	그는	그녀의	

지갑을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Cook	씨는	“저는	좋은	

사람들이	남아	있지	않다고	정말로	생각하기	시작했

는데,	그것은	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모

든	돈은	여전히	지갑	안에	있었으며,	현금	300달러,	

저의	모든	기프트	카드,	신용카드	등	어떤	것도	손대

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해설〙  

43.	주어진	글	(A)에는	Jenna	Cook이	딸과	어린이	축

제에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사건이	언급되어	있다.	

(A)	다음에는	Jenna	Cook이	잃어버린	지갑을	찾다가	

포기한	상황에서	Javier	Del	Carpio가	지갑을	발견한	

내용이	담긴	 (C)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다음으로	

지갑을	발견한	Javier	Del	Carpio가	차를	몰고	지갑	

주인인	Jenna	Cook의	집을	찾아간	내용을	담은	(D)

가	이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침내	Jenna	Cook이	

지갑을	돌려받고	고마워하는	내용이	담긴	(B)가	이어

져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순서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44.	(b)는	Jenna	Cook이	집에	돌아왔을	때	발견하여	

읽은	것이므로	Javier	Del	Carpio가	메모를	적어	차

고	문에	붙인	명함을	가리킨다.	(a),	 (c),	 (d),	 (e)는	

Jenna	Cook의	지갑을	가리킨다.

45.	Javier	Del	Carpio의	아내는	지갑을	잃어버린	사

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발견	당일에	돌려주는	것이	좋

겠다고	말했으므로,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

은	것은	④이다.

〘구문〙  

■	Unfortunately,	Ms.	Cook	 lost	 her	wallet	 that	
contained	 $300	 that	 she	had saved	 for	 a	 trip	
[so	Cloi	could	see	her	grandparents	in	Payson,	
Arizona].	

	 had	 saved는	과거완료형으로	과거	이전에	있었

던	행위를	나타낸다.	[	 ]는	‘목적’의	의미가	담긴	부

사절	「so	that	+	주어	+	can	~」에서	that이	생략된	구

조이다.

■	Ms.	Cook	was	still	out	looking	for	her	wallet,	
so	Mr.	Del	Carpio	 taped	a	business	card	with	
a	note	 to	her	garage	door	 and	 also	 asked	her	
neighbors	to	[let	Ms.	Cook	know	that	her	wallet	
had been found].	

	[	 ]는	「사역동사	let	+	목적어	+	목적격	보어(동사

원형)」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had	been	 found는	과

거완료	수동태로	과거완료(had	+	과거분사)와	수동태

(be	+	과거분사)가	결합된	구조이다.

〘어휘 및 어구〙

•	stroller:	유모차

•	restore:	회복시키다,	복원하다

•	figure:	생각하다,	판단하다

•	a	Good	Samaritan:	친절한	사람,	착한	사마리아인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	rightful:	정당한,	올바른

•	relieved:	마음이	놓인,	안도한

•	business	card: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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