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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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의도] 목적 파악
[해석]
남: Tomorrow’s Singer(내일의 가수)의 마지막 회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
희 두 명의 결승전 진출자의 공연을 즐기셨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저희 노래 경연
우승자를 뽑을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TV 화면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이 좋
아하는 출전자의 이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서 투표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출전자가 슈퍼스타가 되도록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또
한 그저 투표를 하는 것만으로 신나는 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투표가 5분 만에 종
료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표를 던져 누가 내일의 가수가 될
지 결정하세요. 짧은 광고 시간 후에 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풀이]
남자는 노래 경연의 우승자를 뽑을 시간이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출전자의 이름을 문
자메시지로 보내서 투표하라고 권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Words and Phrases]
episode (방송 프로그램의) 1회분
competition 경연 (대회)

performance 공연

contestant 출전자

finalist 결승전 진출자

bottom 하단

commercial

break 광고 시간
2. [출제 의도] 의견 파악
[해석]
남: 여보, 방금 거실에서 Amy가 빨래를 개고 있는 것을 봤어요. 당신이 걔한테 그
일을 하라고 시켰나요?
여: 음, 걔가 집안일을 돕고 싶다고 말했어요.
남: 잘 됐네요. 그런데 집안일을 하기에 걔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걔는
고작 여섯 살이잖아요.
여: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집안일을 하는 것이 아이가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남: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 아이가 집안일에 참가할 때 아이는 자기가 가족에게 더 중요하게 된 것처럼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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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책에서 읽었어요.
남: 음, 일리가 있네요.
여: 게다가, 아이는 흔히 집안일 과제를 완수하는 데서 성취감을 얻어요.
남: 오, 그리고 어쩌면 그게 Amy가 또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데 도움이 될 수
도 있겠군요.
여: 맞아요. 그게 집안일을 하는 아이가 흔히 더 높은 자존감을 갖는 이유예요.
남: 맞는 말이에요. 그럼 Amy가 즐길 다른 종류의 집안일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여: 좋은 생각이에요.
[풀이]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아울러 과제를
완수하는 데서 성취감을 얻으며 가족에게 자신이 더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Words and Phrases]
fold 개다, 접다

laundry 빨래

selfesteem 자존감

make sense 이치에 맞다

achievement 성취
3. [출제 의도] 관계 파악
[해석]
여: 안녕하세요, Miller씨. 오랜만이에요. 사업은 잘 되나요?
남: 식당이 꽤 잘 되고 있어요. Jessica, 자주색 꽃을 좀 사고 싶어요.
여: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은 자주색 꽃이 없어요. 왜 그 특정 색깔을 찾고 계신가요?
남: 제 식당을 장식하는 데 그 색깔이 필요해요. 저희 고객이 회사 기념일 파티를 열
예정이고 그 회사의 로고가 자주색이에요.
여: 알겠습니다. 그 꽃이 언제 필요하세요?
남: 이번 주 금요일이요.
여: 좋습니다. 저희 사장님께 자주색 백합을 주문하라고 부탁할까요?
남: 그러면 완벽하겠군요. 자주색 백합이 있는 줄 몰랐어요.
여: 그 꽃은 희귀하고 자부심과 성공을 나타냅니다. 그 꽃이 손님의 식당에서 있을
이번 행사에 딱 맞을 거예요.
남: 알게 되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꽃의 의미에 관한 메모를 테이블에 둘 수 있을
거예요.
여: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 사장님이 세부 사항 관련해서 전화 드릴 겁니다.
남: 모든 도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풀이]
여자는 남자의 식당에서 열릴 행사에 자주색 백합이 딱 맞을 거라고 하면서 자기 사
장에게 그 꽃을 주문하라고 부탁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꽃집 점원임을 알 수 있
고, 남자는 자기 식당이 꽤 잘 되고 있다고 하면서 식당에서 열릴 행사를 위해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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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꽃을 사러 온 것으로 보아 식당 주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② ‘꽃집 점원 – 식당 주인’이다.
[Words and Phrases]
purple 자주색(의)
일 파티

lily 백합

specific 특정한
rare 희귀한

customer 고객

anniversary party 기념

stand for ～을 나타내다

4. [출제 의도] 그림 내용 일치
[해석]
남: 안녕, Jane. 뭐 하고 있어?
여: 안녕, Sam. 우리가 가곤 했던 그 북카페에 관한 블로그를 읽고 있어.
남: 오, 그곳이 최근에 리모델링했다고 들었어.
여: 맞아. 1층을 찍은 이 사진을 봐. 나는 창문 옆에 있는 계단이 마음에 들어.
남: 그래, 그 계단에서 보는 전망이 놀랍다.
여: 맞아. 벽에 걸린 정사각형 모양의 시계 기억나니?
남: 물론이지. 그건 우리가 처음 갔을 때부터 거기 있었잖아. 오, 이제 책장 옆에 스
피커가 두 개 있구나.
여: 멋지다. 나는 책 읽는 동안 음악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해.
남: 그게 최고지. 그리고 의자 위에 있는 줄무늬 쿠션을 봐. 나는 그게 마음에 들어.
여: 나도 그래. 나는 사실 집에 똑같은 게 있어.
남: 멋진걸. 이봐, 테이블 위에 있는 램프를 봐.
여: 그래, 이제 책 읽기가 더 쉬울 거야. 나는 그 북카페가 리모델링된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어.
[풀이]
대화에서 책장 옆에 스피커가 두 개 있다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하나가 있으므로, 그
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이다.
[Words and Phrases]
view 전망

square 정사각형 모양의

stripe-patterned 줄무늬의

～을 (살펴) 보다
5. [출제 의도] 할 일 파악
[해석]
여: 안녕, 얘야. 오늘 학교는 어땠니?
남: 괜찮았어요, 엄마. 하지만 체리 주스를 셔츠에 쏟았어요.
여: 걱정하지 마. 나중에 내가 그것을 세탁소에 가지고 갈게.
남: 고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고 계세요?
여: 어항의 물을 갈아주려던 참이었어.
남: 도움이 좀 필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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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out

여: 아니, 괜찮아. 하지만 물어봐 줘서 고마워.
남: 네. 온수기 조심하세요. 저번에 하마터면 부술 뻔하셨잖아요.
여: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진 않을 거야. 아, 어항 안에 있는 필터를 새것으로 교
체해야 해.
남: 정말요? 근데 필터가 다 떨어졌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조금 주문할까요?
여: 좋아.
남: 네, 제가 할게요. 그것이 이틀 정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풀이]
여자는 어항의 물을 갈면서 필터도 새것으로 교체하려 하지만(Oh, we need to
replace the filter in the tank with a new one.), 남자는 필터가 다 떨어졌다고
말하며, 자신이 온라인으로 주문하겠다(But we’re out of filters. Should I order
some online right now?)고 말한다. 따라서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
다.
[Words and Phrases]
spill 쏟다, 엎지르다

dry cleaner’s 세탁소

be out of ~이 다 떨어지다

fish tank 어항

replace 교체하다

order 주문하다

6. [출제 의도] 숫자 정보 파악
[해석]
남: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여: 네. 제 아들을 위한 배드민턴 라켓이 필요해요. 그는 다음 주에 레슨을 시작할 겁
니다.
남: 아드님이 몇 살이죠?
여: 일곱 살입니다. 무엇이 좋은 거죠?
남: 이건 어떠세요? 20달러밖에 안 하고 그 나이의 아이들에게는 안성맞춤입니다.
여: 알겠습니다. 그걸로 할게요.
남: 아드님과 경기하고 싶을 때를 대비해서 성인용 라켓은 어떠십니까?
여: 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남: 저는 이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이것은 30달러이고 다른 것은 55달러입니다. 하
지만 55달러짜리 라켓이 훨씬 더 가볍습니다.
여: 더 가벼운 것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좀 비싸네요.
남: 음, 만약 더 가벼운 것을 사시면, 10달러 상당의 12개의 셔틀콕을 공짜로 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셔틀콕은 필요하실 거예요.
여: 좋은 거래네요. 그럼 더 가벼운 것으로 할게요.
남: 네. 그럼, 손님과 아드님을 위한 라켓이요. 그리고 물론 무료 셔틀콕도 있습니다.
여: 감사합니다. 여기 제 신용 카드입니다.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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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자기 아들을 위해 20달러짜리 배드민턴 라켓을 산 이후, 점원의 제안을 받아
들여 55달러짜리 성인용 배드민턴 라켓을 사기로 결정했다. 셔틀콕은 무료로(a
dozen shuttlecocks worth $10 for free) 제공되므로 지불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다. 따라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④ ‘75달러’이다.
[Words and Phrases]
in case ~할 경우를 대비해서

recommend 추천하다

for free 공짜로

7. [출제 의도] 이유 파악
[해석]
여: Bresnan 선생님, 이번 달 ‘직업의 날’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남: 잘하고 있어요, Potter 선생님. 이번에는 동네 제빵사가 학생들과 이야기하기 위
해 우리 학교를 방문합니다.
여: 학생들이 제빵사가 하는 일에 대해 배운다면 좋을 것 같네요. 행사는 내일 세미
나실에서 열리죠, 그렇죠?
남: 음, 제 생각에 행사 장소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여: 왜요? 그 방에서 다른 행사가 예정되어 있나요?
남: 아뇨, 이미 확인했어요
여: 그럼 옆에서 진행 중인 보수 작업 때문인가요?
남: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방과 후에 시작하니까요.
여: 그럼 왜 장소를 바꾸려고 하죠?
남: 사실,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신청했습니다.
여: 아, 그렇군요. 그럼 회의실을 이용하는 건 어때요? 공간이 더 넓어요.
남: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가서 가능한지 알아보고 학생들에게 알릴게요.
[풀이]
교사인 남자의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행사에 참가 신청을 하여 행사 장소를 변경해야
할 것 같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Words and Phrases]
preparation 준비

scheduled 예정된

repair work 보수 작업

sign up 신청하다

conference room 회의실
8. [출제 의도] 언급 유무 파악
[해석]

[휴대 전화가 울린다.]
남: 안녕, Charlotte. 무슨 일이야?
여: 안녕, Chris. ‘디지털 출판 워크숍’이라는 온라인 강좌에 관한 정보를 보고 있어.
나랑 같이 수강하는 게 어때?
남: 흥미롭게 들리네. 더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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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 워크숍의 목적은 디지털 잡지 및 전자책 출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남: 사실, 나는 내 전자책을 출판하는 것을 꿈꿔 왔어. 그런데, 경험이 없어도 괜찮을
까?
여: 물론이지. 그것은 이제 막 시작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남: 좋아. 그럼 워크숍은 언제야?
여: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열려.
남: 잘됐다. 그때쯤이면 중간고사가 끝날 거야. 등록해야 하니?
여: 응. 우리는 그것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우리 도서관 웹 사이트에 등록 페이지
링크가 있어.
남: 좋아. 등록하자.
[풀이]
대화에서 두 사람은 ‘디지털 출판 워크숍’의 목적(to provide guidelines for
publishing digital magazines and ebooks)과 대상(college students who’re
just starting out), 개최 날짜(from October 27th to 29th), 등록 방법(do it
online)에 관해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준비물에 관한 언급은 없으므로, 정답은 ⑤이
다.
[Words and Phrases]
publishing 출판

purpose 목적

guideline 지침

register 등록하다

sign up 등

록하다
9. [출제 의도] 담화의 세부 내용 파악
[해석]
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스마트폰과 비디오 게임에서 벗어나
서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두를 위한 신나
는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라디오 방송국은 2021 Playground in the Park를 주
최할 것입니다. 이 행사는 9월 25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Queens Quarter 공원에서 열릴 것입니다. 거대한 시소, 나무 위의 집, 코끼리
모양의 미끄럼틀을 포함해서 다섯 개의 놀이 구역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최대
60명의 아이들까지만 참여할 수 있으니 서둘러서 지금 등록하세요. 푸드 트럭이
있을 것이니, 다양한 음식을 행사장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외 행사
라서, 비가 오면 행사의 일정이 조정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우리
웹 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풀이]
행사장에 푸드 트럭이 있어 다양한 음식을 구입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
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Words and Phr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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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 station 라디오 방송국

host 개최하다

slide 미끄럼틀

sign up 등록하다

participate in ~에 참여하다 reschedule 일정을 조정하다
10. [출제 의도] 특정 정보 파악
[해석]
남: Aiden’s Electronic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블루투스 이어폰을 찾고 있어요.
남: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모델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특정
브랜드가 있나요?
여: 아니요. 하지만 적어도 3시간 동안 지속되는 배터리가 있는 이어폰을 원해요. 출
근하는 데 두 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남: 알겠습니다. 무선 충전에 관심이 있나요?
여: 네. 충전 케이블에 연결하지 않고 이어폰을 충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 알겠습니다. 가격은요?
여: 절대로 100달러 이상은 쓰고 싶지 않아요.
남: 문제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 두 개네요. 이 모델은 실리콘 케이스 커버가 딸려 있
고, 저 모델은 가죽 케이스 커버가 딸려 있어요.
여: 음, 실리콘의 감촉이 마음에 들지 않네요. 느낌이 이상해요.
남: 그럼, 이게 손님을 위한 모델이네요.
여: 완벽해요. 그것을 살게요.
[풀이]
여자는 배터리가 적어도 3시간 동안 지속되고, 무선 충전이 되고, 가격이 100달러가
넘지 않고, 가죽 케이스 커버가 딸려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여자가 구매할 블루투스 이어폰은 ④이다.
[Words and Phrases]
electronics 전자 제품
충전

last 지속되다

charging cable 충전 케이블

at least 적어도

wireless charging 무선

definitely 절대로, 분명히

leather 가죽

weird 이상한
11. [출제 의도] 짧은 응답 고르기
[해석]
여: Andy, 우리의 생물학 모둠 과제를 하러 모이기가 힘들어. 우리 모둠원들 모두 바
쁜 것 같아.
남: 그러게. 우리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만드는 게 어때? 그러면 대면 회의 없이도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잖아.
여: 그거 멋진 생각이네. 우리를 위해 그걸 해 줄 수 있어?
남: 물론이지. 내가 채팅방을 개설해서 모두를 초대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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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생물학 모둠 과제를 하러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자는
남자의 제안에 여자가 찬성하면서 채팅방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고 남자에게 부탁하
고 있다. 따라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물
론이지. 내가 채팅방을 개설해서 모두를 초대할게.’이다.
① 그래. 나는 대면으로만 의사소통해.
② 나도 그래. 나를 채팅방에 넣지 말아줘.
③ 맞아. 우리는 오늘 생물 수업이 없어.
④ 아니. 우린 이미 우리 그룹 과제를 마쳤어.
[Words and Phrases]
biology 생물학 face-to-face 대면의
12. [출제 의도] 짧은 응답 고르기
[해석]
남: 이번 여행을 떠나게 되어 신나요. 여보, 안전벨트를 맸나요?
여: 네. [잠시 후] 아, 잠깐만요. 집을 나올 때 거실의 불을 껐는지 모르겠어요.
남: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껐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방도 모두 확인했어요.
여: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네요.
[풀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집을 나올 때 거실의 불을 껐는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하는 여자에
게 남자가 자신이 거실의 불을 껐고 다른 방도 모두 확인했다고 안심시키고 있으므
로, 여자는 자신의 불안감이 해소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네요.’이다.
② 끔찍하네요. 그것이 준비되었는지 가서 확인할게요.
③ 정말 좋네요. 집에 돌아오니 좋아요.
④ 괜찮아요. 거실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어도 돼요.
⑤ 안 돼요. 자러 갈 때는 불을 끄세요.
[Words and Phrases]
fasten 매다, 묶다 seatbelt 안전벨트 turn off (전기·가스·수도 등을) 끄다
13. [출제 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해석]
여: 안녕하세요, James 삼촌. 사이클링 캠프에서 돌아왔어요.
남: 안녕, Clara. 사이클링 캠프는 어땠니?
여: 아주 좋았어요. 제 사이클링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어요. 저도 삼촌처럼 전국 사이
클링 대회 우승자가 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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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나는 네가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단다. 다음 달에 전국 청소년 사이클링 대회에
참가하는 거 맞지?
여: 네, 하지만 첫 전국 대회라 조금 긴장돼요.
남: 나도 똑같이 느꼈었어. 하지만 일단 경주가 시작되면, 긴장한 것을 잊게 될 거야.
여: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정말 1등을 하고 싶어요.
남: 그래, 넌 올해 시 대회에서 정말로 기록을 세웠잖아.
여: 맞아요. 그리고 저는 1년 내내 정말 열심히 훈련했어요.
남: 거봐, 네가 준비된 걸 난 안단다.
여: 감사해요. 제 모든 노력이 결실을 보기를 바라요. 제게 행운을 빌어주세요.
남: 물론이지. 나는 네가 경주에서 우승할 거라고 확신해.
[풀이]
삼촌처럼 전국 사이클링 대회 우승자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는 여자는 올해 시 대회
에서 기록을 세웠고 1년 내내 정말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있을 전국 청
소년 사이클링 대회에서 1등을 하고 싶어 한다. 마지막에 여자가 내 모든 노력이 결
실을 보기를 바라며 행운을 빌어달라고 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물론이지. 나는 네가 경주에서 우승할 거라고 확신해.’이다.
① 아쉽구나. 네가 곧 나아지기를 바라.
③ 물론이지. 나는 사이클링 대회 우승자였던 적이 결코 없었단다.
④ 알겠어. 난 대회에서 잘할 거야.
⑤ 멋지구나. 나도 캠프가 너무 기대돼.
[Words and Phrases]
improve 향상되다

competition 대회

set the record 기록을 수립하다

pay off

결실을 보이다
14. [출제 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해석]

[전화가 울린다.]
여: Ashton 과학 박물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들을 위한 현장 학습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박물관에 고등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해요.
여: 네, 하나 있습니다. ‘십 대 과학 어드벤처’라는 것입니다. 현장 학습이 언제인가
요?
남: 10월 14일이에요. 50명 정도의 학생들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날 이용 가능한가
요?
여: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우스 클릭 소리] 오후에 이용 가능합니다.
남: 더할 나위 없이 좋네요.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 물론입니다. 프로그램에는 워크숍, 직접 해 보는 활동,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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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 포함됩니다.
남: 대단하네요.
여: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학생들이 과학 지식을 이용해 가상의 과제를
해결하게 되는 VR Escape Room입니다.
남: 재미있고 교육적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할 거예요.
여: 그럼 예약하시겠습니까?
남: 교장 선생님과 상의할 수 있도록 오늘 제게 더 많은 정보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
다.
여: 그럼요. 우리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풀이]
남자는 50명 정도의 학생들을 데리고 Ashton 과학 박물관에 현장 학습을 갈 계획이
고, 여자는 남자에게 고등학생들을 위한 ‘십 대 과학 어드벤처’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
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자가 마지막에서 교장 선생님과 상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보내주면 좋겠다고 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럼요. 우리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
다.’이다.
②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요일이 이용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③ 맞습니다. 저는 더 많은 학생을 모아야 합니다.
④ 사실입니다. 과학 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⑤ 훌륭합니다. 좋은 공상과학 영화를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Words and Phrases]
field trip 현장 학습
Room 방탈출

hands-on 직접 해 보는

게임(방안에서

다양한 미션과

demonstration 시연

퀴즈를

Escape

해결하여 탈출하는

활동)

virtual 가상의 educational 교육적인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15. [출제 의도] 상황에 적절한 말
[해석]
남: Philip은 최근 출간된 The Psychology of Everyday Affairs라는 제목의 책을
사기 위해 서점에 간다. 그 책을 찾다가, Philip은 우연히 벽에 붙어 있는 광고 포스
터를 보게 된다. 거기에는 회원에 등록하면 책을 10% 할인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계산대에서 그는 시점에서 일하는 Megan을 만난다. 그는 그녀에게 책 할인을 받기
위해 서점 회원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Megan은 회원 할인은 출간된 지 1년
이 넘은 책에만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Megan은 Philip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
지만, 그녀는 그가 사고 싶은 책은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에게 말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Megan은 Philip에게 뭐라고 말하겠는가?
[풀이]
Philip은 사려고 하는 책을 찾다가 서점 회원에 등록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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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의 광고 포스터를 본 후 계산대에 가서 Megan에게 회원 가입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회원 할인은 출간된 지 1년이 넘은 책에만 해당하는 것을 Philip에게 말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Megan이 Philip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죄송하지
만, 이 책에는 회원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다.
① 회원 가입을 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유감스럽게도 고객님의 회원 번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③ 안타깝게도, 찾으시는 포스터는 판매용이 아닙니다.
④ 신간이 성공적으로 출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Words and Phrases]
happen to do 우연히 ~ 하다

advertisement 광고

sign up for ~에 등록하다

disappoint 실망시키다
[16~17]
[해석]
여: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도시에서 몇몇 야생동물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야생동물이 도시에서 잘 살고 그들의 개체 수가 증가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봅시다. 첫째, 비둘기는 파리 같은 도시에는 드물었지만, 지금은 쉽
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비둘기를 사냥하는 동물의 수가 줄
어들었고, 도시의 음식물 쓰레기는 그것에게 훌륭한 식량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런
던은 바다 인근에 있지 않은데도 갈매기가 많습니다. 이는 건물의 옥상에 둥지를 틀
면 새끼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델리는 30,000마리 원숭
이들의 서식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원숭이의 높은 지능과 그것이 인간을 편안해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번성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세기에는 뉴욕시에 다람쥐 개
체 수가 적었습니다. 다람쥐는 공공 애완동물로 여겨졌고, 그래서 시는 그것의 식량원
으로 견과류가 열리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에서 그것들의 개체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 동물들의 도시 생활에 관한 영상을 봅시다.
16. [출제 의도] 주제 파악
[풀이]
여자는 도시에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증가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고 말한 후에,
세계 각 도시에서 비둘기, 갈매기, 원숭이, 다람쥐가 번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
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왜 야생동물이 도시에서 번
성하게 되었는가’이다.
① 유기된 애완동물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② 도시의 성장이 어떻게 야생동물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쳤는가
④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방법
⑤ 도시에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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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제 의도] 세부 내용 파악
[풀이]
Paris, London, Delhi, New York City는 언급되었지만, ④ ‘Bangkok’은 언급되지
않았다.
[Words and Phrases]
encounter 우연히 만나다
expansion 팽창

population 개체 수

nest 둥지를 틀다

rare 드문

comfort 편안, 안락

urban 도시의
flourish 번성하다

nut-bearing 견과류가 열리는
18. [출제 의도] 목적 파악
[해석]
Bernstein 씨께
저의 이름은 Thomas Cobb이며, Calbary 병원 마케팅부장입니다. 우리 병원은 9월
18일에 우리 병원 대강당에서 자선 음악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행
사가 어려운 분들의 의료비를 충당할 기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
다. 그 음악회를 더 특별하게 만들고자, 우리는 음악회 개막을 위해 귀하를 초대하고
자 합니다. 피아노 연주자로서 귀하의 명성은 잘 알려져 있기에, 모든 이가 귀하의
공연을 보며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관객들에게 즐거운 경험
을 만들어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의 긍정적인 답변을 고대합니다.
Thomas A. Cobb 드림
[풀이]
한 병원의 마케팅부장이 병원에서 개최하는 자선 음악회의 개막 공연을 해달라고 요
청하기 위해 한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에게 보낸 서신이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②이다.
[Words and Phrases]
director 부장, 부서장

charity 자선

opening 개막(식), 개회(식)

reputation 명

성, 평판
19. [출제 의도] 심경 변화 파악
[해석]
농구 경기장으로 들어서면서, David는 갑자기 지난 시즌 자신이 부상을 당했던 날을
생각하고는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부상 전만큼 경기를 잘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심각한 손목 부상 때문에 그는 그 시즌의 나머지를 놓쳤다. 그 수술을 생각
하며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내 농구 경력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자신을 응원하는 팬들의 열광하는 소리를 듣자, 그는 몸이 살아나고 있는 것
을 느꼈고 “분명히, 나의 팬, 친구, 가족이 내가 오늘 경기하는 모습을 보려고 고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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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라고 생각했다.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그는 에너지가 넘쳐흘렀다. 그가 시도
한 첫 다섯 차례의 샷이 바스켓으로 들어갔다. “내가 돌아왔어! 내가 이걸 해냈어.”
그는 외쳤다.
[풀이]
David는 지난 시즌에 심각한 손목 부상을 당해 수술을 받았고 장기간 결장 후에 이
번 시즌 다시 첫 경기에 나서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예전처럼 경기를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며 걱정했으나 팬들의 응원 소리에 힘을 얻어 결국 훌륭한 경기
력을 펼치면서 자신감을 찾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David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걱정스러운 → 자신만만한’이다.
① 실망한 → 슬픈
② 흥분한 → 무관심한
④ 조바심내는 → 차분한
⑤ 열의에 찬 → 부끄러워하는
[Words and Phrases]
injure 다치게 하다

freeze 얼어붙다

injury 부상

surgery (외과) 수술

completely 완전히 cheer 응원
20. [출제 의도] 필자의 주장 파악
[해석]
우리는 모든 이가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듯한 시대에 살고 있다. 컴퓨터
회사들은 심지어 컴퓨터가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광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너무 늦었는데, 텔레비전이 이미 그것을 해버렸다. 하지만 진지하게, 도덕 교육을 포
함한 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우리가 특정한 내용 묶음이나 특정 교육 방법 또
는 학생과 공간의 특정 배치가 우리의 목적을 성취할 것이라고 가정할 때 실수를 범
하는 것이다. 정답은 더 어렵고 또한 더 단순하다. 우리, 부모와 교사는, 우리의 아이
들과 생활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고, 우리가 하는 것과 말하는 방식을 통해 그들에게 감사하며 살거나 최소
한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비폭력적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
다.
[풀이]
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특정한 내용이나 방법을 통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
는 것은 잘못이며,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나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의 글이므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①이다.
[Words and Phrases]
batch 한 묶음, 한 벌

configuration 배치, 배열

appreciatively 감사하며, 고마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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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함께함, 동반

21. [출제 의도] 함축 의미 추론
[해석]
협업의 전등 스위치를 휙 누르는 것은 고유하게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혼자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장애물이 방해되기 때문
이다. 우선, 상황을 잘 모르고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은 그들이 계속 자신들의 기업
소셜미디어에 매달리도록 할 수 있다. 개인들은 고립되거나 고립된 듯 보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자신들의 팀 동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
이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제공하는데,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행동을 집단과 조
화를 이루도록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바로 처음부터 성공적이지 않을 뭔
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 홀로 벗어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하지만 사람들이
과잉연결되는 것이 안도감이 든다고 느낄지라도, 그들이 주기적으로 (조직을)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여 그다지 성숙하지는 않더라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안하는 것이 조직
을 위해 더 좋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때에도, 처벌처럼
보이게 하지 않으면서 간간이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시행함으로써, 전체에게 유익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지도자의 임무가 된다.
[풀이]
고립되거나 고립되어 보이는 것을 원치 않고 동료들과 함께 할 때 편안하고 안전하다
고 느끼지만, 직원들이 조직을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안하는
것이 조직에 유익하므로, 지도자는 이런 여건을 조성하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
이므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멈추고 개인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① 협력을 방해하는 물리적 장벽과 집단 규범을 타파하는 것
③ 사람들이 온라인 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격려하는 것
④ 더 높은 생산성이 요구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⑤ 직원들이 집단 프로젝트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요구하는 것
[Words and Phrases]
flick (스위치를) 휙 누르다

collaboration 협업

obstacle 장애(물)

loop 상황을 잘 모르는

enterprise 기업

isolated 고립된

off 자리를 벗어나다

hyperconnected 과잉연결된

out of the

adjust 조정하다

go

periodically 주기적으로

mature 성숙한, 무르익은 enforce 시행하다
22. [출제의도] 요지 파악
[해석]
역사적으로 전문직과 사회는 그들의 관계의 조건을 규정하고자 의도된 협상 과정에
참여해 왔다. 이 과정의 핵심에는 전문직의 자율성 추구와 책임성에 대한 공공의 요
구 사이의 긴장이 있다. 사회가 전문직에 권한과 특권을 부여한 것은 사회 복지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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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더 넓은 사회적 가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그들의 자발
성과 능력을 전제로 한다. 전문직의 전문지식과 특권적 지위는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
들을 희생시키고서 그들 자신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쉽게 이용될 수 있는 권위와
권한을 준다는 것이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Edmund Burke가 두 세기 전에 말했
듯이,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도덕적으로 구속하는 그들의 성향에 정확히 비례해서
시민적 자유를 누릴 자격이 부여된다.” 자율성은 일방통행로였던 적이 없었으며 결코
절대적이고 뒤집을 수 없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풀이]
전문직의 전문지식과 특권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을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말고 사회 복지와 더 큰 사회적 가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라는 내용
의 글이다. 따라서 ①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engage

in

～에

참여하다

accountability 책임(성)

define

grant 부여하다, 주다

contribute to ～에 기여하다
식

confer 주다

생시키고서

규정하다,

tension

긴장

willingness 자발성, 기꺼이 하기

consistent with ～과 일치하는

readily 쉽게

observe 말하다

정의하다

advance 향상시키다

qualify 자격을 주다

expertise

전문지

at the expense of ～을 희

in proportion to ～에 비례하

여 disposition 성향 irreversibly 뒤집을 수 없게
23. [출제의도] 주제 추론
[해석]
칸트가 보기에, 기하학적 모양은 너무 완벽해서 심미적 경험을 유발할 수 없다. 그것
들이 근본적인 개념이나 생각에 일치해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추구하고 찬양했던 ‘정
확성’을 갖고 있는 한, 기하학적 모양은 이해될 수는 있지만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
으며 가장 중요하게 그것들은 상상력을 자유롭고 새로운 (정신적인) 범위로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어느 정도의 헤아릴 수 없음을 가지거나 제약되어 보이
지 않는 형태나 현상은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에 숭고한 심미적인 경험을 유
발할 수 있다. 헤아릴 수 없는 대상, 즉 규정할 수 없거나 형태가 없는 대상을 경험
하는 것과 연관된 즐거움은 사람 자신의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 즐거움은 볼 수 있게 존재하는 현상을 이해하고 해독
하려고 도전 받고 애쓰는 것으로 구성된다. 게다가, 그 즐거움의 일부는 사람의 안락
구역을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데서 온다.
[풀이]
정확성을 지닌 기하학적 모양이 심미적인 경험이나 감정,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는 반
면에, 헤아릴 수 없거나 제약되어 보이지 않는 형태나 현상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데서 즐거움을 경험하게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제약되지 않은 것으로부터 얻는 심미적 즐거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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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로 다른 시대에 심미적인 경험의 다양성
②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모양의 내재적 아름다움
③ 현대 미학에서 불완전함의 개념
④ 심미적 정확성을 향한 자연스러운 경향
[Words and Phrases]
induce 유발하다, 유도하다
가지다, 소유하다
범위, 길이
로

insofar as ～하는 한

precision 정확성

celebrate 찬양하다

phenomenon (pl. phenomena) 현상

immeasurability 헤아릴[측정할] 수 없음

하다

object 대상

namely 다시 말해

underlying 근본적인
grasp 이해하다

length

on the contrary 그와는 반대

constrained 제약된

indefinable 규정[정의]할 수 없는
consist of ～로 구성되다

possess

stimulate 자극

formless 형태가 없는

decode 해독하다

comfort zone

(익숙한) 안락구역 momentarily 일시적으로 violate 벗어나다, 어기다
24. [출제의도] 제목 추론
[해석]
세상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 행정과 관리의 시스템을 도입한 법과 통치의 나라
가 되었다. 이런 행정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도시의 정부 기관들은 자신의 시민에게,
과세 과정 그리고/또는 (예를 들면, 치안과 소방, 도로 유지‧보수, 공익사업, 쓰레기
관리 등) 서비스 수수료를 통해 제공되는, 증대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진화
했다. 빈번하게 이것은 시민 참여를 대체했다. 서비스를 위해 내는 돈은 시민의 책임
과 공적인 참여를 대체하는 게 아니다. 대체 제공자가 되는 정부가 서서히 시민의 책
임을 대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사회가 참여해야 하는
책임의 태도와 의식에서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 공동체 의식과 적극적인
참가자가 되어야 한다는 모든 시민의 관련된 책임감은 그래서 줄어들고 있다. 시민의
의무와 참여를 정부가 대신하는 것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전반적인
준비 태세의 일부로 자연재해와 인재에 반응하는 전 세계의 국가들을 방해한다.
[풀이]
정부가 세금과 서비스 수수료를 받아 여러 가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
민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공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식과 책임감이 줄어들고 있다
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줄어든 시민 참여: 정
부 서비스의 대가’이다.
① 건전한 정부에 건전한 시민의 책임감(이 깃든다)
② 없는 것보다 항상 더 낫다: 현대 정부의 역할
④ 현대 사회에서 세계 시민권은 왜 중요한가?
⑤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의 공적인 혜택을 최대화하는 방법
[Words and Phrases]
governance 통치

administration 행정

16

urban 도시의

institution 기관

citizenry (일반) 시민

taxation 과세

전화, 전기 등의) 공익사업
대체

displace 대체하다

substitute 대체자[물]

소하다

maintenance 보수‧유지

involvement 참여

consequentially 결과적으로

substitution 대신함, 대체

utility (가스, 수도,

implication 영향

replacement

diminish 줄어들다, 감

responsive to ～에 반응하

는 disaster 재난 global 전반적인 preparedness 준비 태세
25. [출제의도] 표 내용 일치 파악
[해석]
위 표는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태양에너지 산업에 추가된 노동자의 수에 따라
순위를 매긴 미국의 일곱 개 주를 보여주고, 그에 상응하는 각 주의 증가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기간 동안 추가된 노동자의 수에 있어서 1위였던 플로리다는
71%의 증가를 보였다. 유타에서 추가된 노동자의 수는 미네소타에서 추가된 노동자
수의 두 배보다 더 많았다. 텍사스와 버지니아에 관해서는, 각 주는 50% 미만의 증가
를 보였다. 뉴욕은 24%의 증가를 보이면서, 1,900명이 넘는 노동자를 추가했다. 이
일곱 개 주 가운데 펜실베이니아는 이 기간 동안 가장 적은 수의 노동자를 추가했다.
[풀이]
버지니아의 증가율은 120%였으므로,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이다.
[Words and Phrases]
table 표

rank 순위를 매기다

corresponding 상응하는

with regard to ～에 있

어서[관해서] exhibit 보여주다 regarding ～에 관해서 display 보이다, 나타내다
26.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해석]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영국 예술가 중 한 명인 Henry Moore(1898～1986)는 석탄
광부의 일곱 번째 자녀였다. Henry Moore는 학창 시절에 일찍이 예술에 재능을 보
였다. 군 복무를 자원했던 제1차 세계대전 후에, Moore는 Leeds School of Art에서
조각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 후, 그는 런던에 있는 Royal College of Art에 들어갔
고 거기서 자신의 학위를 취득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의 조각은 신체 형태를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낸다. 그의 예술적 주제 중 하나는 Northampton의 St.
Matthew’s Church에 있는 Madonna and Child에서 보여주듯이 엄마와 아이였다.
그는 각고의 노력으로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예술 교육과 증진을 후원하기 위해
Henry Moore 재단을 세웠다.
[풀이]
각고의 노력으로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Words and Phrases]
significant 중요한

coal miner 석탄 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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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ent 재능

army service 군 복무

sculpture 조각 degree 학위 establish 세우다, 설립하다 foundation 재단
27. [출제의도] 안내문의 세부 내용 파악
[해석]
2021년 어린이들을 위한 씽씽 자동차 그리기 대회
주제: 가족
여러분의 자녀는 자동차를

좋아하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신이 아주 좋아하는 것에

관해 생각해 보고 그것을 그리는 이번 기회를 잡으세요. 그들은 틀림없이 이 대회를
즐기고 그것으로부터 배울 것입니다!
세부 사항
• 10개의 출품작이 선정되며, 각각 50달러의 상품권이 수여됩니다.
• 그림 기술은 심사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제출
• 여러분 자녀의 그림을 사진으로 찍으십시오.
• 저희 웹 사이트(www.whircar4kids.com)를 방문하여 10월 3일까지 사진을 업로드
하십시오.
참고 사항
• 그림에 여러분의 가족과 자동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참가자는 3세에서 7세까지여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아시려면 저희 웹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풀이]
그림 기술은 심사에서 고려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②는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and Phrases]
whir 씽씽

definitely 틀림없이

entry 출품작

award 수여하다

gift certificate

상품권 participant 참가자
28. [출제의도] 안내문의 세부 내용 파악
[해석]
Mary 고등학교 외국어 프로그램
다른 문화에 관해 배우고 싶으신가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방문하셔서 저희 새로운 외국어 수업을 즐겨보세요.
언어: 아랍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학생마다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날짜 및 시간: 2021년 9월 13일 ~ 2021년 10월 29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 ~ 오후 6시
등록: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저희 웹 사이트(www.maryhighs.edu)에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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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50달러 (등록 시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환불 방침: 9월 5일 이전에 취소하시면 대금이 환불됩니다.
수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215) 8393-6047로 연락
하시거나 info@maryhighs.edu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풀이]
9월 5일 이전에 취소하면 대금이 환불된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은 ④이다.
[Words and Phrases]
registration 등록 tuition fee 수업료 refund 환불(하다)
29. [출제 의도] 문법성 판단
[해석]
다른 사람들이 전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관심사
가 우리의 관심사와 일치할 때에만 성공하는데, 체내의 세포, 벌집 속의 벌을 생각해
보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에 관한 한, 관심사의 그런 공통성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데, 심지어 임산부도 태아가 보내는 화학적 신호를 믿지 못할 이유가 있다. 다행
히도,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서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먹
잇감은 포식자에게 자신을 쫓지 말도록 설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소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신호를 받는 자가 그것을 믿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강력한 보
장이 있어야 한다.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정직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인간의 경
우, 정직성은 전달된 정보를 평가하는 일련의 인지 기제에 의해 유지된다. 이러한 기
제는 우리가 가장 유익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며(개방적이면서), 반면에 가장 해로운 메
시지를 거부할(경계할) 수 있게 해 준다.
[풀이]
③ strong guarantees와 동격 관계를 이루는 절을 유도하는 접속사가 필요하므로
which를 that으로 바꾸어야 한다.
① 주어를 이루는 명사구의 핵이 commonality이므로 단수 형태의 동사 is는 어법상
적절하다.
② A prey를 대신하는 대명사로 it을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
④ 수동태로 전환되기 이전의 동사 keep의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해야 하므로 형용사
honest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
⑤ 분사의 수식을 받는 information이 전달하는 동작(communicate)의 대상이므로
과거분사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accept 받아들이다

communicate 전달하다

과 일치하다, ~에 상응하다

pay off 성공하다

commonality 공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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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spond to ~

pregnant 임신한

convince 설

득하다
보장

prey 먹잇감

predator 포식자

maintain 유지하다

chase 쫓다

cognitive 인지의

occur 일어나다

mechanism 기제

guarantee

evaluate 평가하

다 beneficial 이로운 reject 거부하다
30. [출제 의도] 어휘의 적절성 파악
[해석]
경제 시스템에서는 한 부문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부문에 영향을 미치며, 한 부문
에서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다른 부문에서 파생된다. 예를 들어,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아마 이 상품의 보충을 촉발할 것이고, 이것은 제조, 자원
추출, 그리고 물론 운송과 같은 활동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운송이 (상품과)
다른 점은 그것이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고 이동은 저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팔리지
않은 상품은 (흔히 할인 인센티브로) 구매될 때까지 매장 진열대에 남아 있을 수 있
지만, 항공편의 팔리지 않은 좌석이나 동일 항공편의 미사용 화물 적재 용량은 팔리
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며 이후에 추가 용량으로 되돌릴 수 없다. 이 경우, 제공되는
운송량이 그것에 대한 수요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기회가 포착되었다(→ 상실되었다).
파생된 운송 수요는 흔히 (그에) 상응하는 공급과 조화를 이루기가 매우 어려워서, 실
제로 운송 회사들은 (흔히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예측하지 못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얼마간의 추가 용량을 갖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풀이]
항공편의 좌석이나 화물 적재 용량은 상품과는 달리 팔리지 않을 경우 이후에 추가
용량으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운송량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 그것을 이후에 사용할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④의 seized는 missed와 같은 단어로 고쳐야 한다.
[Words and Phrases]
take place 일어나다
replacement

보충,

transport 운송

sector 부문

대체

generate

cargo 화물 (적재)

derive 파생시키다
창출하다,

capacity 용량

일으키다

trigger 촉발하다
extraction

exceed 초과하다

추출

equivalent

상응하는, 동등한 accommodate 수용하다
31. [출제 의도] 빈칸 추론
[해석]
인류 문화의 고고학 기록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것이 엄청나게 불완전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인류 문화의 많은 측면은 고고학자들이 낮은 고고학적 가시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들이 고고학적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고학자들은 문화의 유형적인 (혹은 물질적인) 측면, 즉 도구, 음식, 구조
물처럼 다루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문화의 무형
적 측면을 재구성하는 것은 더 어려워서, 우리는 유형적인 것에서 더 많은 추론을 끌
어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고학자들이 석기와 음식 유물로부터 기술과 식습관을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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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것에 관한 추론을 도출하기는 비교적 쉽다. 같은 종류의 물질적인 유물을 사
용하여 사회 체계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추론을 도출하는 것
은 더 어렵다.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하지만, 쓸모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물리적 유물로
부터 신념 체계에 관한 해석에 도달하는 것과 관련된 더 많은 추론이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
[풀이]
고고학 연구에서는 문화의 유형적 측면으로부터 무형적 측면을 재구성하는 많은 추론
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문화의 많은 측면이 낮은 고고학적 가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낮은 고고학적 가시성은 고고학 기록의 식별이 어려움을 설명하는 것
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불완전한’이다.
① 구식인 ② 사실에 기반을 둔 ④ 체계적인 ⑤ 상세한
[Words and Phrases]
vastly 엄청나게
성

aspect 측면

describe ~이라고 말하다, 서술하다

identify 식별하다, 확인하다

추론

remains 유물, 유적

tangible 유형의

visibility 가시

intangible 무형의

involved in ~과 관련된

inference

recognize 인식하다

interpretation 해석
32. [출제 의도] 빈칸 추론
[해석]
TV를 보는 것처럼 평범한 행동일지라도 그 행동은 어떤 사람들이 주의를 딴 데로 돌
리는 것을 통해 고통스러운 자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검증하
기 위해, Sophia Moskalenko와 Steven Heine은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시험 성적에
관한 거짓 피드백을 주었고, 그런 다음 연구의 다음 부분으로 각각 TV 앞에 앉아 비
디오를 시청하게 했다. 음악 사운드트랙과 함께 자연의 장면을 보여 주는 비디오가
나오자, 실험자는 이것이 잘못된 비디오라고 소리쳤고, 아마도 제대로 된 것을 가지러
가면서, 참가자를 비디오가 재생될 때 홀로 남겨두었다. (시험 성적에 관하여) 실패라
는 피드백을 받았던 참가자들은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참가자들보다 훨씬 더
오래 비디오를 시청했다. 연구자들은 텔레비전 시청을 통해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것이 고통스러운 실패나 자신과 자기 안내 지침 사이의 불일치와 관련된 불편함을 효
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공한 참가자들은 자기 자
신과 관련된 생각에서 주의가 딴 데로 돌려지기를 거의 바라지 않았다!
[풀이]
Sophia Moskalenko와 Steven Heine은 실험에서, 텔레비전 시청을 통해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것이 실패나 불편함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것을 통해 고통스
러운 자각에서 벗어나는’이다.
① 가까운 동료의 불편한 지적을 무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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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디어에서 건설적인 피드백을 받는
④ 분열된 집중력을 주어진 과업에 다시 집중시키는
⑤ 강렬한 자기반성에 참여하는
[Words and Phrases]
false 거짓의
컨대

experimenter 실험자

conclude 결론짓다

effectively 효과적으로
과

관련된

exclaim 소리치다

distraction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주의 산만

relieve 완화하다

painful

supposedly 아마도, 추정

고통스러운

discomfort 불편함
mismatch

불일치

associated with ~
escape

벗어나다

self-awareness 자각
33. [출제 의도] 빈칸 추론
[해석]
개별적이고 문화적으로 형성된 행동과 문화적 통합의 상태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인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람들은 아무리 모순되더라도 자신이 내면화한 문화적 패턴에
의해 제공되는 형태 내에서 일한다. 사상은 다른 수용된 사상의 논리적 영향이나 결
과로 도출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문화적 혁신과 발견이 가능하다. 새로운 사상은 논리
적 추론을 통해 발견되지만, 그러한 발견은 개념 체계에 내재 및 (일부로서) 내장되어
있고, 오직 그 전제를 수용하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새로운 소수의 발견은
사용되고 있는 특정 숫자 체계의 ‘실제’ 결과이다. 따라서, 문화적 사상은 이전 사상
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진보’와 ‘발전’을 보여 준다. 많은 개인의 축적된 작업은 특정
‘발견’이 가능해지거나 가능성이 높아지는 집적된 지식을 생산한다. 그러한 발견은
(이루어지기에) ‘알맞게 익었고’, 더 일찍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며, 또한 다수의 개인
에 의해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풀이]
새로운 사상의 혁신과 발견은 이미 받아들여진 사상의 영향과 결과로 가능하다고 언
급하고 있다. 문화적 사상 또한 같은 맥락으로 진보와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전 사상의 결과물이기’이다.
② 추상적 추론 능력에서 비롯되기
③ 문화적 보편성의 토대를 형성하기
④ 같은 시대의 사람들 사이에서 출현하기
⑤ 개인들의 혁신적 사고를 촉진하기
[Words and Phrases]
interdependence

상호의존성

contradictory 모순된
innovation 혁신
conceptual 개념의

integration

implication 영향

reasoning 추론
premise 전제

cumulative 축적된, 누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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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internalize

consequence 결과

inherent 내재된

내면화하다

accept 수용하다

integral (일부로) 내장된

prime number 소수

employ 사용하다

34. [출제 의도] 빈칸 추론
[해석]
동물이 무해한 자극 앞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학습의 거의 보편적인 기능이
다. 대부분의 동물은 선천적으로 이전에 마주치지 않은 대상을 피한다. 익숙하지 않은
대상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조심해서 다루는 것은 생존가(生存價)를 갖는다.
그러나 그러한 신중한 행동이 지속된다면, 그 행동은 조심해서 얻는 이익이 소실될
정도로 먹이 섭취와 다른 필요한 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다. 바람이 조금 불 때마다,
또는 구름이 그림자를 드리울 때마다 등껍질 속으로 움츠리는 거북은 게으른 토끼와
의 경주라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거의 모든 동물은
자주 발생하는 안전한 자극에 익숙해져 있다. 낯선 대상에 직면하면, 경험이 없는 동
물은 얼어붙거나 숨으려고 할 수도 있지만, 불쾌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머
잖아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대상이 유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것이
즉각적인 위협을 주지 않는다면,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풀이]
동물의 습관화(habituation)에 관한 내용의 글이다. 동물은 새로운 자극을 조심해서
다루지만, 그 자극이 해롭지 않은 경우 거기에 익숙해져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된
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무해한 자극 앞에서 움직일’이
다.
① 익숙한 것을 조심해서 다루는 것의 이점을 따져 볼
② 있을법한 공격을 예측한 이후에 퇴로를 계획할
③ 생존을 위해 반복된 먹이 섭취의 실패를 극복할
⑤ 주변 지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할
[Words and Phrases]
universal 보편적인

innately 선천적으로

unfamiliar 익숙하지 않은

previously 이전에

caution 조심, 주의

그 생물의 생존 및 번식에 기여하는 유용성)

encounter 마주치다

survival value 생존가(생물의 특성이
persist in ~을 (고집스럽게) 지속하다

interfere with ~을 방해하다 withdraw 움츠리다 overcome 극복하다 habituate to
~에 익숙해지다
재하다

stimulus 자극

immediate 즉각적인

occur 발생하다

confront 직면하게 하다

inspection 검사, 조사

exist 존

worthwhile 할 가치가 있는

operate 움직이다, 작동하다 in the presence of ~의 앞에서
35. [출제 의도]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해석]
다양한 이론적 관점은 이주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행위자들이 효용 극대화에 참여
한다고 상정하는 경제학은 하나의 틀을 제시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개인은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즉 그들은 특정한 지역을 떠나는 것의 비용 및 편익과 대비하여 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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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용과 편익 모두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근거하여 이주 결정을 내린다고 추정된
다. 편익은 단기적 및 장기적인 금전적 이득, 안전, 문화적 표현의 더 큰 자유를 포함
할 수도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더 큰 금전적 혜택이 있는 사람들은 사치
품을 구입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경향이 있다.) 개
인적 비용은 이동 비용, 타지에서 사는 것의 불확실성, 다른 언어에 적응하는 것의
어려움, 다른 문화에 대한 불확실성, 새로운 지역에서 사는 것에 대한 큰 염려를 포
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가족, 친구와의 이별과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심리적 비용 또한 비용-편익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풀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주 결정은 떠나는 것과 남는 것의 비용-편익 평가를 통해 내려
진다는 내용의 글이다. ③은 금전적 혜택을 더 많이 얻는 사람들은 사치품 구입을 통
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한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다.
[Words and Phrases]
theoretical 이론적인
[상정]하다

perspective 관점

engage in ~에 참여하다

rational 합리적인
monetary 금전적인

assessment 평가

immigration 이주, 이민
utility 효용

benefit 편익, 이익

show off ~을 과시하다

status 지위

assume 추정

maximization 극대화
versus ~과 대비하여
luxurious 사치스러운

expense 비용, 경비 take into account ~을 고려하다
36. [출제 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해석]
많은 경우, 친환경 제품은 주류 제품보다 더 높은 원료비를 수반한다. (C) 게다가 그
런 제품에서 일반적인 제한 성분 목록과 디자인 기준이 친환경 제품을 주류 제품보다
핵심 성능 측면(예를 들어, 덜 효과적인 세척제)에서 더 열등하게 만들 수 있다. 결과
적으로, 일부 제품의 더 높은 비용과 더 낮은 성능은 고객층의 오직 적은 부분만 유
인해서, 조달, 제조, 유통에서 더 낮은 규모의 경제를 초래한다. (B) 친환경 제품이 성
공하더라도 기업의 고수익 주류 제품을 잡아먹을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면을 고려
하면, 성공적인 주류 제품으로 주류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기업들은 마치 뻔한
투자 결정처럼 보이는 것에 직면한다. (A) 그들은 현재 고객이 아닌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위험하고 수익성이 더 낮은 소량의 제품보다는, 다수의 고객 계층의
요구를 충족하는, 이미 알고 있고 수익성이 있는 다량의 제품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
고 싶어 한다. 그런 선택을 고려하면, 이들 기업은 소규모 틈새 경쟁업체들에게 시장
의 친환경 부문을 남겨두는 선택을 할 수 있다.
[풀이]
주류 제품과 비교해 친환경 제품이 가지는 단점으로 높은 원료비를 언급한 주어진 문
장 뒤에는 핵심 성능 측면에서의 열등함을 단점으로 추가해서 언급한 (C)가 와야 한
다. (C)의 두 번째 문장에서 친환경 제품의 단점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로 더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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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경제를 언급했으므로, (C) 뒤에는 다시 친환경 제품이 성공했을 경우의 부정
적인 결과(고수익 주류 제품을 잡아먹을 수 있음)를 언급한 (B)가 와야 한다. (B) 뒤에
는 (B)의 두 번째 문장에서 언급된 성공적인 주류 제품이 있는 기업의 당연한 투자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이미 알고 있고 수익성이 있는 다량의 제품에 투자, 소규모 틈
새 경쟁업체들에 시장의 친환경 부문을 남겨둠)을 설명하는 (A)로 글을 마무리해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C)-(B)-(A)’이다.
[Words and Phrases]
involve 수반하다

ingredient cost 원료비

mainstream 주류의

의, 인구가 많은 niche (시장의) 틈새 offering 제품, 팔 물건
면

obvious 뻔한, 분명한

(pl. criteria)

restrictive 제한하는

inferior 더 열등한

(=for example)

core 핵심의

attract 유인하다, 매혹하다

populous 다수

downside 부정적인

ingredient 성분

criterion 기준

dimension 차원

e.g. 예를 들어

portion 부분

customer base 고객

층 economies of scale 규모의 경제 distribution 유통, 분배
37. [출제 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해석]
최근에, 소셜 로봇을 개인용 가정 도우미로 제공하는 많은 상업적인 벤처 기업들이
진출해 왔는데, 아마도 결국 기존의 스마트홈 도우미와 경쟁하게 될 것이다. (B) 개인
용 로봇 도우미는 신체 조작이나 이동 능력이 없는 장치이다. 대신에, 그것들에게는
뚜렷한 사회적 존재감이 있고 눈, 귀 또는 입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암시하는 시각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A) 그것들은 동력화될 수 있으며 실내
에서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는데, 환경 내의 사람들을 감지한다는 인상을 준다. 개인
용 로봇 도우미는 스마트홈 도우미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긴 하지만, 그들의 사회
적 존재감은 소셜 로봇에게만 특유한 기회를 제공한다. (C) 예를 들어, 소셜 개인용
도우미 로봇은 음악을 재생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로봇과 함께 그 음악을 듣는 것
처럼 느끼도록 음악과의 교감을 표현한다. 이들 로봇은 보안 감시 장치로 사용될 수
있거나, 통신 매개체의 역할을 하거나, 더 다채로운 게임에 참여하거나, 이야기를 들
려주거나, 격려나 동기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풀이]
소셜 로봇의 등장을 언급한 주어진 글 뒤에는 그 로봇이 할 수 없는 기능과 할 수 있
는 기능을 소개하는 (B)가 이어져야 한다. (B) 뒤에는 동력화가 적용된 소셜 로봇의
향상된 모습과 소셜 로봇에서만 특유한 기능을 언급하는 (A)가 와야 한다. (A) 뒤에는
(A)에서 언급된 소셜 로봇에서만 특유한 기능의 여러 사례를 언급한 (C)가 와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B)-(A)-(C)’이다.
[Words and Phrases]
commercial 상업적인

venture 벤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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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nch 진출하다, 시작하다

assistant

도우미, 보조 장치

motorize 동력화하다

presence 존재(감)

manipulation 조작, 조종

suggestive of ~을 암시하는

track 추적하다

engagement 교감

impression 인상

distinct 뚜렷한
device 장치

feature 특징

intermediate 매개

체 incentive 동기, 유인
38. [출제 의도] 주어진 문장 넣기
[해석]
초기 인류는 매우 제한된 수의 물질, 즉 돌, 나무, 찰흙, 가죽 등 자연적으로 존재하
는 물질에만 접근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자연적인 특성의 물질보다
더 우수한 특성을 가진 물질을 만들어 내는 기술을 발견했는데, 이 새로운 물질에는
도자기와 다양한 금속이 포함되었다. 게다가, 물질의 특성이 열처리와 여타 다른 물질
의 첨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 시기에, 물질 이용은 주어진 상당히
제한된 물질 집합 중에서 물질의 특성에 근거하여 용도에 가장 적합한 물질을 결정하
는 것을 수반하는 전적으로 선택의 과정이었다. 비로소 과학자들이 물질의 구조적 요
소와 물질 특성의 관계를 이해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였다. 대략 지난
100년 동안 획득된 이 지식으로 그들은 상당한 정도로 물질의 특성을 형성할 수 있
게 되었다. 따라서 금속, 플라스틱, 유리, 섬유를 포함하여, 현대적이고 복잡한 우리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는 상당히 특화된 특성을 가진 수만 가지의 다양한 물질이 생성
되었다.
[풀이]
④ 뒤의 This knowledge가 가리키는 것은 주어진 문장에 언급된 물질의 구조적 요
소와 물질 특성의 관계에 관한 과학자들의 이해이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
장 적절한 곳은 ④이다.
[Words and Phrases]
relatively 비교적
꾸다, 변경하다

property 특성

superior 더 우수한

heat treatment 열처리

involve 수반하다

suited 적합한, 적당한

approximately 대략

pottery 도자기

substance 물질
application 용도

empower (~에게) 능력을 주다

alter 바

utilization 이용, 활용
characteristic 특성

fashion 형성하다, 만들다

evolve 생성하다, 진화하다 fiber 섬유
39. [출제 의도] 주어진 문장 넣기
[해석]
식품 선택을 결정하는 사회적 역학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마케팅 담당자와 광고주의
업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과거에 대량 생산은 제품을 광범위하게 유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품을 입수하고 구매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했으며, 발전의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요즘 그것은 개인의 선호를 반영해야 하는 점점 더 작은 규모의 부문
사이에서 소비자 단편화에 의해 점점 더 대체되고 있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르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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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기호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기대한다. 현실에서, 개인적 선호
라고 생각되는 이런 것들은 결국 문화적 감성, 사회 정체성, 정치적 감성, 식생활과
건강에 관한 관심을 중심으로 확고해지는, 최근에 생겨나고, 일시적이며, 항상 바뀌
고, 거의 부족적인 형성물과 겹쳐지게 된다. 개인의 이야기는 새로운 정체성을 생성하
며 더 큰 이야기와 연결된다. 이들 소비자 집단은 국경을 넘어 개념, 이미지, 관습의
전 세계의 널리 공유된 저장소로 인해 더 강화된다.
[풀이]
주어진 문장은 개인의 이야기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며 더 큰 이야기와 연결된다
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인적 선호(개인의 이야기)가 문화, 사회, 정치, 식생활,
건강 등 더 광범위한 문제(더 큰 이야기)와 맞물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 뒤에
들어가 이를 요약적으로 보여주도록 ⑤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dynamics 역학

mass production 대량 생산

affordability 구매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음
inclination 기호, 성향
최근 생겨난

accessibility 입수할 수 있음

distribution 유통

supposedly 생각하건대, 아마

temporary 일시적인

sensibility 감성, 감수성

segment 부문, 부분

overlap 겹치다

tribal 부족의, 종족의

social identification 사회 정체성

emerging

solidify 확고해지다
boundary 경계

feed on ~ 때문에 더 강화되다
40. [출제 의도] 요약문 완성
[해석]
컴퓨터는 정보를 획득하고, 보존하고, 추출하는 문제를 상당한 정도로 해결했다. 데이
터는 사실상 무한량으로, 그리고 다루기 쉬운 형태로 저장될 수 있다. 컴퓨터는 책의
시대에는 얻을 수 없는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그것(컴퓨터)은 그것
(데이터)을 효과적으로 짜임새 있게 담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특수
한) 방식은 더는 필요하지 않으며 암기도 또한 필요하지 않다. 맥락과 분리된 단 한
가지 결정을 처리할 때 컴퓨터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도구들을 제공한
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관점을 감소시킨다. 정보에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의사
소통이 순간적이기 때문에, 그것의 중요성이나 심지어 중요한 것의 정의에 관한 관심
집중이 감소한다. 이런 역학은 정책 입안자들이 쟁점을 예상하기보다는 발생하기를
기다리게 하고, 결정의 순간을 역사적인 연속의 일부라기보다는 일련의 고립되어 일
어나는 일로 간주하게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보 조작이 주요한 정책 도구로서
의 숙고를 대체한다.
→ 컴퓨터는 탈맥락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유능한 것이 분명하지
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더 광범위한 맥락과 관련된 우리의 종합
적인 판단은 방해한다.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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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맥락이 없는 결정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더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지만,
맥락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할 때는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균형감을 감소
시켜서 정보 조작 같은 여러 폐단을 가져온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요약문의 빈
칸 (A)와 (B)에 각각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유능한 – 종합적인’이다.
[Words and Phrases]
considerable 상당한

effectively 사실상, 효과적으로

unattainable 얻을 수 없는
diminish 감소시키다

package 짜임새 있게 담다

perspective 관점

a range of 다양한
deal with ~을 처리하다

instantaneous 순간적인

significance

중요성 dynamic 역학 anticipate 예상하다 regard ~ as ... ~을 …이라고 간주하
다

isolated 고립된

reflection 숙고

continuum 연속체

principal 주요한

manipulation 조작

replace 대체하다

decontextualize 탈맥락화하다

interfere with

~을 방해하다
[41~42]
[해석] 비타민 C의 효과를 조사하는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일반적으로 실험 대상자들
을 두 집단으로 나눈다. 한 집단(실험 집단)은 비타민 C 보충제를 받고 다른 집단(통
제 집단)은 비타민 C 보충제를 받지 않는다. 연구원들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감
기에 더 적게 또는 더 짧게 걸리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두 집단 모두를 관찰한다. 이
어지는 논의는 이러한 종류의 실험에 내재한 함정 중 일부와 이를 피하는 방법을 설
명한다. 실험 대상자를 두 집단으로 분류할 때, 연구원들은 반드시 각 개인이 실험
집단 또는 통제 집단 둘 중 한 곳에 배정될 확률이 동일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임의
추출에 의해 달성되는데 즉 실험 대상자는 동전 던지기나 우연이 포함된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 동일 모집단에서 임의로 선정된다. 임의 추출은 반드시 결과에 처리가
반영되도록, 실험 대상자의 분류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요인은 반영되지 않도록 하
는 데 도움이 된다. 중요한 것은, 감기의 비율, 심각성, 또는 지속 기간에서 관찰된
차이가 어떤 식으로든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감기와 관련하
여 두 집단의 사람들이 비슷하고 동일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통제 집단이 보통 실험 집단보다 감기에 무려 두 배나 많이 걸리는 경우, 연구
결과는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한다. 영양분을 포함하는 실험에서, 두 집단의 식단 또한
달라야(→ 비슷해야) 하며, 연구 중인 영양분에 관련해서 특히 그래야 한다. 실험 집
단에 속한 사람들이 평소 식단에서 비타민 C를 적게 섭취하고 있었다면, 보충제의 어
떤 효과도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41. [출제 의도] 장문(제목 추론)
[풀이] 비타민 C의 효과를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실험 대상자들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눌 때, 실험에 내재한 함정을 피하려면, 즉 실험 대상자의 분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면, 각 개인을 임의 추출로 배정해야 하며, 두 집단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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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감기와 관련하여 비슷하고 동일한 기록을 가지고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상관없는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라!’이다.
① 완벽한 계획과 불완전한 결과: 연구의 슬픈 현실
③ 실험 연구에 참여하는 인간 실험 대상자들을 보호하라!
④ 어떤 영양분이 감기를 더 잘 막을 수 있을까?
⑤ 영양에 대한 심층 분석: 인간의 건강을 위한 핵심 요소
42. [출제 의도] 장문(문맥 속의 어휘 추론)
[풀이] 연구 결과에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분
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로, 영양분을 포함하는 실험에서 두 집단의 식단이 다르면
비타민 C 보충제의 효과를 분명하게 알 수 없으므로, 두 집단의 식단이 비슷해야 한
다. 따라서 (e)의 different를 similar와 같은 단어로 바꾸어야 한다.
[Words and Phrases]
subject 실험 대상자

experimental group 실험 집단

control group 통제 집단, 대조군
randomization 임의[무작위] 추출

inherent 내재한
population 모집단

track record (개인·기관의 모든) 기록[실적]
out ~을 배제하다

severity 심각성

supplement 보충제
assign 배정[할당]하다
flip (동전 등을) 던지다

with respect to ~과 관련하여

duration 지속 (기간)

rule

finding(s) 연구 결과

nutrient 영양분 apparent 분명한, 명백한
[43~45]
[해석]
(A) Sally가 사진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Katie가 이리저리 다니며
나무 도마 위에서 재료를 썰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룸메이트가 무엇을 하는
지 궁금해서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갔다. Sally는 Katie가 맛있어 보이는 요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Katie는 그다음 날 요리 시험을 준비하느라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녀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그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했던 말을 기
억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D) 그 수업에서 Brown 교수는 “식사 경험의 모든 단계를 고려하여 음식을 적절하게
선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진작가라고 상상하세요.”라고 말했다. 교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Katie는 “우리는 재료를 그림을 구성하는 색으로 봐야 해.”라고 혼잣말을
했다. Sally는 Katie가 요리 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Sally는 그녀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
고 친절하게 물었다.
(B) 룸메이트의 말에 깜짝 놀란 Katie는 Sally에게 고개를 돌리며 “모르겠어. 정말 어
렵네.”하며 한숨을 쉬었다. Katie는 파스타 소스를 저으면서 이어 말했다. “Brown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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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님은 시각적인 면이 음식의 핵심 부분을 구성한다고 말씀하셨어. 내 요리법은 좋은
것 같지만, 최종 요리의 느낌을 바꿀 어떤 방법도 떠오르지 않아.” Sally가 갑자기 그
녀를 멈춰 세웠을 때, 눈에 띄게 실망한 그녀는 힘들인 노력을 막 던져버리고 다시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C) “잠깐만! 다시 시작할 필요 없어. 요리에 약간의 색을 더하기만 하면 돼.” 호기심
을 느낀 Katie가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라고 물었다. Sally는 냉장고에서
채소가 든 그릇을 꺼내 “네 소스와 어울리는 색깔의 파스타를 만드는 건 어때?”라고
대답했다. 웃으면서 그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리고 네 파스타를 초록색, 오렌지
색, 심지어 보라색으로 만들기 위해 밝은 색깔의 채소만 있으면 돼.”라고 덧붙였다.
Katie는 이제 자신이 사진작가처럼 아름다운 색으로 파스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미소 지었다.
43. [출제 의도] 장문(글의 순서 파악)
[풀이] Sally가 사진 수업 후에 집으로 왔을 때 Katie는 그다음 날 있을 요리 시험 준
비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A) 다음에는, 사진작가처럼 식사 경험의 모든
단계를 고려하여 음식을 적절하게 선보여야 한다는 Brown 교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긴
하지만, Katie가 요리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내용의 (D)가 이어져야
한다. 그다음에는 최종 요리의 느낌을 바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눈에 띄게 좌절한
Katie가 그동안 했던 모든 노력을 던져버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에 Sally가
끼어들었다는 내용의 (B)가 온 후, 마지막으로 Sally가 냉장고에서 채소가 든 그릇을
꺼내 소스에 어울리는 색깔의 파스타를 만드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Katie에게 제안하
는 내용의 (C)가 이어지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하다.
44. [출제 의도] 장문(지칭 추론)
[풀이] (b), (c), (d), (e)는 모두 Katie를 가리키지만, (a)는 Sally를 가리킨다.
45. [출제 의도] 장문(세부적 사실 파악)
[풀이] (C)에서 Sally는 Katie에게 소스와 어울리는 색깔의 파스타를 만드는 건 어떻
겠느냐고 물은 후에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했으므로,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④이다.
[Words and Phrases]
chop (음식 재료를 토막으로) 썰다
alter 바꾸다

cutting board 도마

be just about to 막 ~하려던 참이다

오는 정찬용) 요리, 접시

plate (하나의 접시에 담겨 나

container 그릇, 용기

photographer 사진작가 ingredient 재료,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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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up ~을 구성하다
go with ~과 어울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