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과 해설
EBS 단기 특강 영어독해 유형편

길잡이-영어유형(정답)2.indd   1 20. 10. 29.   오전 10:37



정답과 해설

Part I  대의 파악

본문 6~7쪽1 글의 목적

기출 예제 � 정답�③

소재 |  프로그램 단체 예약 문의

해석 |� Diane Edwards 씨�귀하,

저는�East End 고등학교에서�근무하는�교사입니다.�저는�

귀하의�안내물로부터�East End 항구�박물관이�현재�‘2017�
Bug 등대�체험’이라는�특별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는�

내용을�읽었습니다.�그�프로그램은�우리�학생들이�즐거운�시

간을�보내며�새로운�것을�체험할�수�있는�훌륭한�기회가�될�

것입니다.�저의�추산으로는�우리�학교의�50명의�학생과�교

사가�그�프로그램에�참여하고�싶어�합니다.�11월�18일�토요

일에�그�프로그램에�대한�단체�예약을�하는�것이�가능한지�

알려�주시겠습니까?�이�좋은�기회를�놓치고�싶지�않습니다.�

곧�귀하로부터�소식을�듣기를�고대합니다.

Joseph Loach 드림

해설 |

교사가�박물관에서�실시하는�체험�프로그램에�단체�예약이�

가능한지�문의하는�편지글이므로,�글의�목적으로�가장�적절

한�것은�③이다.

구문 |����

▶   2행 / I have read from your notice [that the East 
End Seaport Museum is now offering a special 
program, the 2017 Bug Lighthouse Experience].
[  ]로 표시된 부분은 read의 목적어인데 전치사구 from your 
notice 뒤에 놓여 있다.

▶   6행 / Would you please let me know [if it is possible 
{to make a group reservation for the program for 
Saturday, November 18}]?
  [  ]로 표시된 부분은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it은 형식상 주

어이며 {  }로 표시된 부분은 내용상 주어이다.

테스트확인

1� ⑤ 2 ③ 3 ①

본문 8~9쪽

1�� 정답�⑤

소재 |  결혼식 연주

해석 |� Gibson 씨께,

제가�지난겨울에�참석한�결혼식에서�선생님의�연주를�즐겁게�

들었습니다.�저는�이번�봄에�결혼할�예정이며�약혼자와�저는�

우리의�결혼식에�선생님의�연주가�함께할�수�있기를�바랍니

다.�우리는�5월�20일�토요일에�결혼할�예정이며�결혼식과�피

로연은�Smalltown 미술관의�구내에서�진행될�것입니다.�우

리는�선생님이�하객들이�도착할�때�약�한�시간�동안�연주해�

주길�바라고,�그런�다음�결혼식이�끝난�후�우리가�칵테일과�

저녁을�먹는�약�두�시간�동안�다시�연주해�주길�바랍니다.�선

생님이�시간이�있는지�여부를�제게�알려�주세요.�시간이�있으

시다면�약혼자와�저는�선생님께�드릴�사례금과�음악�선곡에�

대해�논의하기�위해�선생님과�만날�일정을�정할�것입니다.��

Morgan Diamond 드림

해설 |��

결혼식과�피로연에서�연주가�가능한지를�묻고�있는�내용이

므로,�글의�목적으로�가장�적절한�것은�⑤이다.

구문 |��

▶   2행 / I had the pleasure of hearing you play at a 
wedding [I attended last winter].
[  ]로 표시된 부분은 a wedding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7행 / If you are (available), my fiancé and I will 
arrange to meet with you [to discuss your fee and 
the selection of music].
are 뒤에 available이 생략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  ]로 

표시된 부분은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다. 

2� 정답�③

소재 |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해석 |� 안전한�컴퓨터�사용을�위한�모든�충고와�지시사항을�

따랐음에도�불구하고,�여러분의�컴퓨터가�바이러스,�웜,�또

는�다른�원하지�않는�침입자에�의해�감염되었다고�의심된다

면�무엇을�하겠습니까?�여러분이�하고�있는�것을�멈추세요.�

어떤�것도�직접�고치려고�시도하지�마세요.�어떤�메시지도�

보내지�마세요.�여러분의�전화기를�들고�IT 부서�상담�전화

인�내선�4532번으로�전화하세요.�여러분의�컴퓨터가�다른�

컴퓨터로�바이러스의�복사본을�바쁘게�전송하는�것(그것이�

많은�이러한�고약한�전자�낙서들이�작동하는�방식입니다)처

럼�보이면�여러분의�컴퓨터를�끄세요.�일반적이고�규정에�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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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절차에�따라�여러분의�시스템을�종료하는�것에�대해�걱정

하지�마세요.�그저�컴퓨터를�끄거나�플러그를�뽑으세요.�일

단�여러분의�컴퓨터가�사무실�네트워크로부터�분리되고�바

이러스가�적절히�제거된다면�여러분의�운영�체계의�어떤�문

제이든�우리가�고칠�것입니다.

해설 |��

컴퓨터�바이러스�감염이�의심될�때�컴퓨터를�끄고�IT 부서

에�전화하여�대처할�것을�안내하는�글이므로,�글의�목적으로�

가장�적절한�것은�③이다.

구문 |��

▶   5행 / [If it appears {that your computer is busily 
sending out copies of the virus to others} (that’s 
the way many of these nasty pieces of electronic 
graffiti work)], turn off your computer. 
[  ]로 표시된 부분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그 안에 (  )로 

표시된 부분의 that은 {  }로 표시된 부분을 대신한다.

▶   8행 / We’ll repair any problems to your operating 
s y s t e m  [ o n c e  y o u r  c o m p u t e r  h a s  b e e n 
{disconnected from the office network} and 
{properly disinfected}]. 
[  ]로 표시된 부분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인데, 그 안에 {  }로 

표시된 두 개의 분사구가 and로 연결되어 있다.

3� 정답�①

소재 |  Mrs. Wasserman 추천

해석 |� 관계자께,

저는�Mrs. Wasserman을�반세기�넘게�알아왔고,�그녀가�

가장�훌륭한�인품과�정직함을�지닌�의지가�되고�신뢰할�수�

있는�분이라는�점을�귀하께�보장해�드릴�수�있습니다.�현재�

그녀는�그룹�홈을�운영�중이며,�이전의�재봉사�직무와�간호

조무사�직무에서도�또한�뛰어났습니다.�Mrs. Wasserman
은�다른�사람들과�함께�일하는�데�대해�재능을�갖추고�있습

니다.�특히�낙심한�사람들에�대해서는�Mrs. Wasserman의�

유쾌하고�긍정적인�성격은�사기를�높이고�용기를�북돋아�주

며,�그녀는�불우한�사람들과�가난한�사람들을�돕는�데�자신

의�많은�시간을�바쳐왔습니다.�의심의�여지없이,�Mrs. 
Wasserman은�귀하의�조직에�귀중한�사람이�될�것이며,�그

녀가�일부가�되는�어떠한�집단이든�그녀의�밝은�기질과�이타

적인�천성으로부터뿐만�아니라�다재다능한�전문적인�능력으

로부터도�큰�이익을�얻을�것이라고�확신합니다.�

퇴역�장교�Vince Hintz 드림

해설 |��

Mrs. Wasserman의�인품,�이력,�성품�등에�대해�칭찬하고�

그녀가�조직에�귀중한�사람이�될�것이라고�한�점으로�미루어�

볼�때�글의�목적으로�가장�적절한�것은�①이다.

구문 |��

▶   2행 / I have known Mrs. Wasserman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and I can assure you [that she is a 
reliable and trustworthy individual of the highest 
character and integrity].
[  ]는 assure의 직접목적어이다. 

▶   8행 / Without any question, Mrs. Wasserman would 
be an asset to your organization, and I am certain 
[that any group {she becomes a part of} will benefit 
greatly {from her versatile professional abilities} as 
well as {from her sunny disposition and unselfish 
nature}]. 
[  ]는 certain의 목적어이다. 그 안의 첫 번째 {  }는 any group
을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두 번째 {  }와 세 번째 {  }는 as well 
as로 연결되어 있다.

본문 10~11쪽2 글의 주장

기출 예제 � 정답�②

소재 |  과거의 실패에 근거한 결정

해석 |� 많은�사람은�과거의�실패에�근거하여�미래에�일어날�

수�있는�일들에�대해�생각하고�그것에�의해�얽매인다.�예를�

들어,�만약�여러분이�전에�특정�분야에서�실패한�적이�있다

면,�같은�상황에�직면할�때,�여러분은�미래에�무슨�일이�일

어날지�예상하게�되고,�그래서�두려움이�여러분을�과거에�가

두어�버린다.�과거가�어땠는지에�근거하여�결정을�내리지�말

라.�여러분의�미래는�여러분의�과거가�아니고�여러분에게는�

더�나은�미래가�있다.�여러분은�과거를�잊고�놓아주기로�결

심해야�한다.�과거의�경험이�여러분을�지배하도록�내버려�둘�

때만�그것이�현재의�꿈을�앗아�간다.

해설 |��

미래에�일어날�수�있는�일들에�대해�과거의�실패에�근거하여�

결정을�내리지�말라는�내용이므로�필자의�주장으로�가장�적

절한�것은�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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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구문 |��

▶   2행 / For example, if you have failed in a certain 
area before, when faced with the same situation, 
you anticipate [what might happen in the future], 
and thus fear traps you in yesterday. 
[  ]로 표시된 부분은 anticipat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의문절

이다.  

▶   4행 / Do not base your decision on [what yesterday 
was].
[  ]로 표시된 부분은 전치사 o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의문절이다.

테스트확인

1� ④ 2 ⑤ 3 ①

본문 12~13쪽

1�� 정답�④

소재 |  자녀에게 직업의 다양성 인식시키기

해석 |� 식당�주인,�의사,�교사�등과�같은�여러분과�여러분의�

자녀가�매일�보는�직업의�종류에�대해�이야기하는�것은�자녀

가�단지�텔레비전에서�보는�것이�아닌,�저�밖에�있는�다양한�

선택에�자녀들을�접하게�해줄�것이다.�그것은�또한�자녀�주

위의�모든�사람들이�돈을�벌기�위해�일을�하고�있다는�것을�

명확하게�하고�언젠가�자신도�역시�그럴�것이라는�관념을�심

어�준다.�여러분이�직장에�다니지�않고�집에�있는�부모이거

나�그런�사람과�결혼을�했다면,�이�일은�빨래하기,�요리하

기,�그리고�자녀�활동의�실행�계획과�예산을�관리하기�등을�

포함하는�많은�과업과�관련되지만�월급은�받지�않는다는�사

실에�대하여�말하라.�나의�요점은�다음과�같다.�직업은�많은�

형태를�갖는다.�여러분의�자녀는�그것을�알게�될�것이다.�

해설 |��

자녀에게�단지�텔레비전에�나오는�직업이�아닌�매일�보는�실

제�직업에�대해�이야기해야�한다는�내용이므로�필자의�주장

으로�가장�적절한�것은�④이다.�

구문 |�

▶   1행 / [Talking about the kinds of jobs {that you and 
your kid see every day}—the restaurant owner, the 
doctor, the teacher—] exposes him to the range of 
choices out there, and not just what he sees on 
TV.
[  ]로 표시된 부분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  }로 표시된 부분

은 the kinds of job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4행 / If you’re a stay-at-home parent or are married 
to one, talk about the fact [that this job involves 
many tasks, {including doing laundry, cooking 
meals, and managing the logistics and budgets of 
kids’ activities}—but it does not draw a salary].
[  ]로 표시된 부분은 the fact와 동격 관계이다. {  }로 표시된 부

분은 many tasks에 대해 부연 설명한다.  

2� 정답�⑤

소재 |  일상의 언어로 설문지를 작성해야 할 필요성

해석 |� 연구자들은�흔히�주제에�관한�자신의�경험과�지식에�

근거하여�자신에게�익숙한�어휘를�사용하지만�응답자들은�

이러한�용어를�쉽게�이해하지�못할�수�있다.�설문지에서�사

용되는�핵심�어휘는�일상의�언어를�반영해야�한다.�국제적인�

연구에서,�연구자가�그�언어에�그다지�익숙하지�않다면�그�

연구자는�신문과�같은�대중�매체에서�발견되는�어휘를�사용

할�수�있다.�설문지의�용어와�관련된�문제점은�만일�전체가�

아닌�일부�응답자들만�한�단어�또는�하나의�구를�이해한다

면,�그것은�응답�오차로�이어질�수�있다는�것이다.�‘파생상

품’,�‘CAD(컴퓨터�이용�설계)’,� ‘인지부조화’,�또는�심지어�

‘백인’과�같은�전문�용어는�많은�응답자들에게�친숙하지�않

다.�프랑스에서�수행된�한�연구에서는�‘백인’이라는�단어가�

유라시아�지역의�카프카스�산맥�출신�사람들로�해석되었다.��

해설 |��

설문지를�작성할�때�연구자에게�익숙한�전문적인�어휘를�사

용하지�않고�응답자에게�익숙한�일상의�언어를�사용해야�한

다는�내용이므로�필자의�주장으로�가장�적절한�것은�⑤이다.�

구문 |��

▶   3행 / In international studies, if the researcher is 
not too familiar with the language, he or she may 
use words [that are found in mass media such as 
newspapers].
[  ]로 표시된 부분은 word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5행 / Related problems in questionnaire wording 
are [ that { i f  some but not al l  respondents 
understand a word or phrase}, it may lead to 
response errors]. 
[  ]로 표시된 부분은 are의 주격 보어의 역할을 하고 {  }로 표시

된 부분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3� 정답�①

소재 |  경기에 임하는 자세

정답과 해설EBS 단기 특강 영어독해 유형편 54

길잡이-영어유형(정답)2.indd   4 20. 10. 29.   오전 10:37



해석 |� 경기를�하고�있을�때,�여러분이�머릿속에�지난�경기를�

다시�체험하고�있거나�그�경기에서�한참�나중까지도�일어나

지�않을�어떤�일에�초점을�맞추고�있다면,�여러분은�현재에�

대해�준비되어�있지�않을�것이다.�그리고�현재가�우리가�가

진�전부이다.�경기를�할�때�여러분이�오로지�해야�할�일은�현

재의�순간에�준비가�되어�있는�것이다.�그들이�나에게�공을�

패스하면�어떻게�할�것인가?�그�공이�나에게�맞으면�어떻게�

할�것인가?�골키퍼가�나온다면�어떻게�할�것인가?�그것이�

적절한�현재�순간의�생각이다.�비록�여러분이�바로�지금�경

기를�하고�있지�않더라도,�여러분이�(경기에)�들어갈�가능성

이�많다.�여러분은�준비가�되어�있을�것인가?�여러분은�적극

적으로�경기를�보면서�경기에�집중해�있으며�여러분이�거기

에�있을�때�가장�잘하는�법을�배우고�있는가,�아니면�그저�출

전�요청을�기대하면서�시간을�낭비하고�있는가?�팀과�선수

들에게는�성향이�있고�그들을�지켜봄으로써�여러분은�많은�

것을�배울�수�있다.

해설 |��

경기를�할�때�현재의�순간에�준비가�되어�있어야�한다는�것

이�중심�내용이므로�필자가�주장하는�바로�가장�적절한�것은�

①이다.

구문 |�

▶   1행 / When in a game, [if you are reliving past plays 
in your head or focusing on something {that will 
not take place until way later in the game}], then 
you will not be prepared for now. 
[  ]는 조건의 부사절이고, 그 안의 {  }는 something을 수식하

는 관계절이다.

▶   6행 / [Are you actively watching and focused on the 
game and learning how to do the best job when 
you are out there], or [are you simply wasting time 
{hoping to be called upon}]?
[  ]로 표시된 두 개의 의문문이 or로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  ] 

안의 {  }는 분사구로 의미상 주어는 you이다.

본문 14~15쪽3 글의 주제

기출 예제 � 정답�④

소재 |  인간의 대인 관계 형성 욕구

해석 |� 인간은�대인�관계를�형성하고�유지하려는�타고난�욕

구에�의해�움직인다.�이러한�관점에서,�인간은�근본적인�욕

구를�충족시키기�위해�타인과의�관계를�추구하며,�이�욕구는�

일생�동안�많은�감정,�행동,�그리고�결정들의�기초가�된다.�

아마도,�소속�욕구는�사회적�종으로서의�인간�진화�역사의�

산물일�것이다.�인간은�식량의�공급,�포식자로부터의�보호,�

그리고�필수적인�지식의�습득을�타인들의�협력에�오랫동안�

의존해�왔다.�사회적�유대의�형성과�유지가�없었다면,�초기�

인간들은�아마도�그들의�물리적�환경에�대처하거나�적응하

지�못했을�것이다.�따라서�친밀함과�의미�있는�관계를�추구

하는�것은�오랫동안�인간의�생존에�필수적이었다.�

해설 |��

이�글의�중심�생각은�인간은�생존을�위해�대인�관계를�맺고�

유지하려는�욕구가�있다는�것이다.�따라서�글의�주제로�가장�

적절한�것은�④�‘인간�생존을�위한�사회적�유대감�형성의�필

요성’이다.�

①�진화의�필수�요소로서의�감정

②�다른�사람과�협력할�때의�어려움

③�다른�사람과�친근한�관계를�유지하는�방법

⑤�인간의�진화가�환경에�미치는�영향�

구문 |��

▶   1행 / Human beings are driven by a natural desire 
[to form and mainta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로 표시된 부분은 a natural desire를 수식하는 to부정사구

이다. 

▶   5행 / Human beings have long depended on the 
cooperation of others [for {the supply of food}, 
{protection from predators}, and {the acquisition of 
essential knowledge}].
[  ]로 표시된 부분은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구인데, 그 안에 {  }

로 표시된 세 개의 명사구가 and로 연결되어 for의 목적어 역할

을 한다. 

테스트확인

1� ① 2 ⑤ 3 ③

본문 16~17쪽

1�������� 정답�①

소재 |  경제적 가치로서의 시간과 음식 선택 

해석 |� 음식의�총�‘가격’은�(재료를)�구입해서,�준비하고,�요

리하고,�식사�후�치우는�데�쓴�시간의�가치를�포함한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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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간에�대한�경제적�관점에서�보면�사람들은�유용성을�극대화

하고자�하는�이성적인�개인이다.�가정은�시장의�상품과�서비

스(음식�재료),�자원(요리�도구와�기술),�그리고�시간(음식�

준비)의�결합을�통해�기본적인�상품(식사,�오락)을�생산하는�

작은�회사다.�시간이�더�귀해지면서,�사람들은�당연히�음식�

준비에�더�적은�시간을�보낸다.�그들은�가정에서�만든�보다�

건강에�좋은�식사를�칼로리�밀도가�높은�패스트푸드로�대체

하는�경향이�있다.�경제적�관점의�핵심은�시간을�상품과�서

비스를�생산하고�소비하는�자원과�제약�요소로�인식하고�평

가한다는�점이다.�한정된�시간�때문에,�많은�소비자들이�포

장�음식이나�집�밖에서�준비된�음식을�선택한다.

해설 |��

글의�중심�생각은�경제적�관점에서�볼�때�가정에서�식사를�준

비하는�데�걸리는�시간이�효율적이지�않기�때문에�사람들이�

가정에서�음식을�만들지�않는다는�것이다.�따라서�이러한�생

각을�가장�잘�반영한�주제는�①�‘시간�부족이�음식�선택에�미

치는�영향’이다.

②�외식�결정에서의�가격의�역할

③�공급자�관점에서�본�식품�시장의�변화

④�의사�결정에�관한�경제적�관점의�중요성

⑤���영양학적�균형을�위한�집에서�만든�식사의�높아지는�가치�

구문 |��

▶   1행 / The full “price” of food includes the value of 
time [spent acquiring, preparing, cooking, and 
cleaning up after meals].
[  ]로 표시된 부분은 time을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   3행 / The household is like a small firm that 
produces basic goods (meals, entertainment) 
through a combination of [{market goods and 
services (food ingredients)}, {resources (cooking 
equ ipmen t  and  sk i l l s ) } ,  and  { t ime  ( food 
preparation)}].
[  ]로 표시된 부분은 of의 목적어인데, {  }로 표시된 세 개의 명사

구가 and로 연결되어 있다. 

2�������� 정답�⑤

소재 |  자신감의 힘

해석 |� 자신이�‘할�수�없다’는�것을�모르는�사람들은,�할�수�

있다.�자신이�‘할�수�있다’는�것을�모르는�사람들은�할�수�없

다.�마음속에�사전에�형성된�한계를�갖고�있지�않았기�때문

에�놀라운�위업을�달성한�운동선수들이�셀�수�없이�많다.�

Jim Thorpe는�너무나�교육을�받지�않았고,�미국�원주민의�

구전�설화에�너무나�푹�빠져�있었고�너무나�순진해서�10종�

경기를�한�번도�시도해�보지�않고�대회에�참가하러�유럽으로�

가서는�안�된다는�것을�알지�못했다.�그런�일은�어떤�스포츠

에서도�들어�본�적이�없다.�대부분의�운동선수들은�수년�동

안�훈련한�세계적�수준의�운동선수들과�겨루는�것을�생각조

차�하지�않을�것이다.�Thorpe는�그�어떤�것에도�사전에�형

성된�한계를�갖지�않았고,�그로�인해�불가능한�일을�성취해�

냈다.�그는�1912년�올림픽�10종�경기에서�자신의�가장�가

까운�경쟁�선수[2위]보다�700점이라는�믿을�수�없을�정도로�

더�많은�점수를�기록하며�우승했다.�Thorpe의�성공의�비결

은�육체적이기보다는�훨씬�더�정신적인�것이었다.

해설 |��

글의�중심�생각은�자신이�할�수�있다고�믿으면�성과를�이룰�

수�있다는�것이다.�따라서�이러한�생각을�가장�잘�반영한�주

제는�⑤�‘뛰어난�성과를�이루는�데�있어�자신감의�힘’이다.

①�스포츠에서�정신[심리]�기술�훈련의�중요성

②�무모한�위험�감수를�피하기�위한�교육의�필요성

③�신체적�능력�대비�정신적�능력의�한계�

④�훈련�없이�힘든�운동을�시도하는�것의�위험

구문 |��

▶  3행 / Jim Thorpe was [{too uneducated}, {too 
steeped in Indian lore}, and {far too naive} {to 
know that he should not be traveling to Europe to 
compete in the decathlon without ever having tried 
the event}].
[  ]로 표시된 부분은 ‘너무 ~해서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too ~ to ...」 구문이다. 그 안에 {  }로 표시된 

처음 세 부분이 and로 연결되어 원인을 나타내고, 마지막 {  }는 

결과를 나타낸다. 

▶  7행 / Thorpe had no preconceived l imits to 
anything, [which allowed him to achieve the 
impossible]. 
[  ]로 표시된 부분은 앞의 절 전체를 선행사로 취하는 관계절이다. 

3� 정답�③

소재 |  감정적으로 먹는 행동

해석 |� 감정적으로�먹는�행동은�어린�시절에�뿌리를�둘�가능

성이�있다.�부모가�자녀의�섭식이나�체중에�문제를�삼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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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부모는�섭식에�제한을�두거나�자녀의�행동을�비판할�수도�

있다.�이렇게�하면�흔히�자녀는�몰래�음식을�챙기고�먹는�것

에�대해�거짓말을�하게�된다.�이�문제는�성인기까지�이어질�

수�있는데,�특히�체중이�계속�문제가�될�때�그러하다.�비판

이나�심지어�체중에�대한�어떠한�논의도�피하기를�원하므로,�

이제�성인이�된�자녀는�아마도�계속해서�거짓말을�하거나�못

마땅해�하는�부모�혹은�다른�어른들에게�화를�내거나�분개할�

것이다.�‘음식�경찰관’�역할을�하는�부모와의�과거�경험은�감

정적인�먹기가�흔히�비롯되는�건강하지�못한�심리적�상황의�

원인이�될�수�있다.�이러한�상황에서�많은�사람들은�자신의�

먹는�것에�대해�제한하려는�어떠한�시도도,�심지어는�자기�

자신이�부과한�제한조차�거부하는�내부의�‘반항아’를�지니고�

있음에�대해�말한다.�과거의�굴욕과�현재�더�적응력�있는�행

동의�필요성�사이에�감정적�연결은�그런�경우에�잘�대처되어

야�할�난국이다.

해설 |��

감정적으로�먹는�행동은�어린�시절에�뿌리를�둘�가능성이�있

다는�중심�내용에�이어�‘음식�경찰관’�역할을�하는�부모와의�

과거�경험이�감정적인�먹기가�흔히�비롯되는�건강하지�못한�

심리적�상황의�원인이�될�수�있다고�했으므로�글의�주제로�

가장�적절한�것은�③�‘자녀의�감정적�먹기에�대한�부모의�영

향’이다.

①�자녀의�감정적�먹기를�중단시킬�수단

②�자녀에�대한�부모의�걱정의�종류

④�자녀와�관계를�유지하고자�하는�부모의�노력

⑤�부모가�자녀를�통제하고�싶어�하는�이유

구문 |��

▶   4행 / [Wanting to avoid criticism or even any 
discussion of weight], the now-adult child is likely 
to continue to lie or to get angry with or resent 
parents or other adults [who disapprove].
첫 번째 [  ]는 분사구로 의미상 주어는 the now-adult child
이다. 두 번째 [  ]는 관계절로 parents or other adults를 수

식한다. 

▶   8행 / Many people in this situation talk of having an 
internal “rebel” [that rejects any attempts to set 
limits on their eating, even self-imposed limits]. 
[  ]는 an internal “rebel”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본문 18~19쪽4 글의 제목

기출 예제 � 정답�①

소재 |  얼룩말의 줄무늬

해석 |� 포유류는�다른�동물군에�비해�색이�덜�화려한�경향이�

있지만,�얼룩말은�두드러지게�흑백의�모습을�하고�있다.�이

렇게�대비가�큰�무늬가�어떤�쓸모가�있을까?�색의�역할이�항

상�명확한�것은�아니다.�줄무늬를�지님으로써�얼룩말이�얻을�

수�있는�것이�무엇인지에�대한�이�질문은�과학자들을�1세기

가�넘도록�곤혹스럽게�했다.�이�신비를�풀기�위해,�야생동물

학자�Tim Caro는�탄자니아에서�얼룩말을�연구하면서�10
년�이상을�보냈다.�그는�답을�찾기�전에�이론을�계속해서�배

제해�나갔다.�줄무늬는�얼룩말들을�시원하게�유지시켜�주지

도�않았고,�포식자들을�혼란스럽게�하지도�않았다.�2013년
에�그는�얼룩말의�가죽으로�덮인�파리�덫을�설치했고,�비교

를�위해�영양의�가죽으로�덮인�다른�덫들도�설치했다.�그는�

파리가�줄무늬�위에�앉는�것을�피하는�것처럼�보인다는�것을�

알게�되었다.�더�많은�연구�후에,�그는�줄무늬가�정말로�질

병을�옮기는�곤충으로부터�얼룩말을�구할�수�있다는�결론을�

내렸다.

해설 |��

얼룩말의�줄무늬가�질병을�옮기는�파리와�같은�곤충의�접근

을�막는다는�연구�결과에�관한�내용이므로�제목으로�가장�

적절한�것은�①�‘얼룩말의�줄무늬:�파리에�대한�자연의�방어

책’이다.

②�어느�포유류가�가장�화려한�피부를�지니고�있는가?

③�어떤�동물들이�얼룩말의�포식자인가?

④�무늬:�숨기�위한�것이�아니라�과시하기�위한�것

⑤���각각의�얼룩말은�자신의�고유한�줄무늬를�가지고�태어난다

구문 |��

▶   3행 / The question of [what zebras can gain from 
having stripes] has puzzled scientists for more 
than a century.
[  ]는 전치사 of의 목적어이다.

▶   9행 / After more research, he concluded [that 
stripes can literally save zebras from disease-
carrying insects].
[  ]는 concluded의 목적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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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확인

1� ④ 2 ⑤ 3 ③

본문 20~21쪽

1�������� 정답�④

소재 |  유의미한 목표의 중요성

해석 |� 9명의�가족�중�가장�어린�3살�난�어린이가�심한�중병

으로�입원했다.�그가�살아남을지는�불분명했다.�집에서�그�

가족의�각�어린이는�특정한�책임을�지고�있었고,�이�꼬마�소

년의�집안일은�계단에서�지저분한�것을�치우는�것이었다.�입

원�중인�아들�병문안을�하면서,�엄마는�집에�그가�없으니�계

단이�거의�지나갈�수�없는�상태가�되고�있다는�이야기를�그

와�나누었다.�이�대화는�그의�태도를�눈에�띄게�바꾸었는데,�

그는�회복하기로�결심했고�자신에게는�해야�할�중요한�일이�

있다고�간호사들에게�말했다.�사람이,�심지어�어린아이조차

도�(자신을)�필요로�한다고�느낄�때,�그들은�다른�사람들을�

위해�일하고자�하는�유의미한�목표에�감동을�받아�새로운�에

너지와�집중력을�느낄�수�있다.�‘다른�사람이�필요로�하는’�

사람들이�세상에서�가장�운이�좋은�사람들이라고�말하는�것

은�이치에�맞다.

해설 |��

집에서�계단의�잡동사니를�치우는�일을�담당하던�아이가�심

한�중병에�걸려�입원했는데�어머니로부터�그가�없으니�계단

이�거의�지나갈�수�없는�상태가�되고�있다는�말을�듣고�회복

하기로�결심하게�되었다는�일화를�통해�(자신을)�필요로�한

다고�느낄�때,�사람은�다른�사람들을�위해�일하고자�하는�유

의미한�목표에�감동을�받아�새로운�에너지와�집중력을�느낄�

수�있다는�내용이므로�제목으로�가장�적절한�것은�④�‘(누군

가에게)�필요하다는�느낌이�당신을�더�강하게�만든다’이다.

①�어머니의�사랑:�눈물은�다이아몬드로�변했다

②�대화:�건강한�가족을�만드는�것

③���가족의�책임이라는�스트레스�다루기

⑤��잡동사니로부터�스스로를�해방시켜�당신의�생활을�정돈

하라

구문 |��

▶   4행 / [Visiting her son in the hospital], the mom 
shared with him [that without him at home, the 
stairs were becoming almost impassable]. 
첫 번째 [  ]는 분사구로 의미상 주어는 the mom이다. 두 번째  

[  ]는 shared의 목적어이다.

▶   8행 / It is not unreasonable [to say {that people 

who are needed by people are the luckiest people 
in the world}]. 
It은 형식상 주어이고 [  ]로 표시된 부분은 내용상 주어이다. [  ] 

안의 {  }는 say의 목적어이고, 그 안의 who are needed by 
people은 peopl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2�������� 정답�⑤

소재 |  건설적인 청자의 자세

해석 |� 파괴적으로�듣는�것은�흔히�매우�쉽다.�여러분은�심지

어�(강연)�행사를�비웃을�수도�있다.�여러분은�화자의�옷,�발

음,�고향,�혹은�조직을�비판할�수도�있다.�화자가�화법의�원

칙을�효과적으로�사용하지�못하는�것은�개탄스럽다는�점에�

우리�모두가�동의한다.�하지만�그럼에도�외적인�요인들�이면

을�자세히�보고�화자가�하고�있는�말을�평가하는�것이�현명

하다.�건설적인�청자로서,�그�사람의�개인적�약속이나�선입

견이�무엇인가에�상관없이�화자의�생각에�대해�열린�마음을�

가져라.�화자에�대해�여러분의�마음을�닫거나�일치하지�않는�

부분들에�초점을�맞추는�대신,�일치하는�점들을�찾아서�그것

들을�강조하라.�이렇게�하여,�여러분은�닫힌�마음으로�인해�

당면한�주제에�관한�여러분의�지식이�넓어지지�못하게�되는�

것을�용인하지�않는다.�

해설 |��

화자의�외적인�요인들�이면을�자세히�보고�화자가�하고�있는�

말을�평가하는�것이�현명하며�건설적인�청자로서�화자의�생

각에�대해�열린�마음을�가지라는�내용의�글이므로�제목으로�

가장�적절한�것은�⑤�‘지식을�넓히기�위해서는�열린�마음으

로�들어라’이다.

①�효과적으로�지시를�주고받기

②�언론의�자유:�말은�행동이�아니다

③�언제�말하고�언제�말하지�말아야�하는지�알기

④�사람들이�들을�수�있도록�말하는�기술

구문 |��

▶   2행 / All of us agree [that {the speaker’s failure  
to use effectively the principles of speech 
communication} is to be deplored].
[  ]는 agree의 목적어이고, 그 안의 {  }는 that절의 주어이다.

▶   4행 / But it is still wise [to peer behind the external 
factors and evaluate {what the speaker is saying}]. 
it은 형식상 주어이고 [  ]는 내용상 주어이다. [  ] 안의 {  }는 

evaluate의 목적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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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답�③

소재 |  정보 습득의 방법

해석 |� 천재들은�정보가�자신의�무릎에�떨어지기를�빈둥거리

며�기다리지[정보를�쉽게�얻을�것이라�생각하지]�않는다.�그

들은�또한�하나의�자료가�그들에게�모든�것을�알려�주리라�

기대하지�않는다.�예를�들어,�그들은�한�뉴스�방송국만�들으

며�그�한�채널을�통해�정보가�자신들에게�들어오기를�기다리

지�않는다.�천재는�지식을�찾는�모든�방법을�추구한다.�그들

은�질문을�하고�답을�찾기�위해�연구를�한다.�전문가에게서�

질문에�대한�직접적인�답을�받았을�때도�추가적인�증거�없이�

그�답을�반드시�믿는�것은�아니다.�그들은�자신들이�이해한

다고�생각한�것을�진짜로�이해하는지�알아보기�위해�더�많은�

정보를�찾는다.�여러분이�많은�노력을�기울여�찾아내고�찾으

려고�노력해서�배운�지식이�가장�유용하고�도움이�된다.�만

약�홍보�책자나�언론사로부터�편하게�정보를�얻게�되면�여러

분은�그것을�수동적으로�받아들여서�충분히�활용하지�못할�

가능성이�더�많다.�또한�물론,�쉽게�얻은�정보는�편향되었을�

가능성이�더�많다.�

해설 |��

글의�중심�생각은�본인이�적극적으로�찾은�정보가�유용한�정

보라는�내용이다.�따라서�이러한�생각을�가장�잘�반영한�제

목은�③�‘최고의�지식은�스스로�획득한�것이다’이다.

①�무엇이�정보를�더�가치�있게�만드는가?

②�당신의�아이를�어떻게�천재로�기를�수�있을까?�

④�천재들은�새로운�지식을�만들어�내는�사람들이다

⑤�질의응답:�연구자의�기본�도구�

구문 |��

▶  7행 / The knowledge [that you seek out and work 
to find and learn] is the most useful and helpful of 
all. 
[  ]로 표시된 부분은 선행사 The knowledge를 수식하는 관계

절이다. 

▶   8행 / If it comes to you in a pamphlet or through a 
media station and finds you, then you are more 
likely to [take it in passively] and [not make much 
use of it].
[  ]로 표시된 두 부분은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are more 
likely to에 이어진다. 

본문 22~23쪽5 글의 요지

기출 예제 � 정답�②

소재 |  신제품 광고

해석 |� 너무도�많은�회사들이�마치�경쟁자들이�존재하지�않

는�것처럼�신제품들을�광고한다.�그들은�외부와�단절된�상태

에서�그들의�제품을�광고하고�나서�자신들의�메시지가�전달

되지�않을�때�실망한다.�새로운�제품�범주를�도입하는�것은�

어려운데,�특히�그�새로운�범주가�이전의�것과�대비되지�않

을�때�그렇다.�새롭고�특이한�것이�예전의�것과�연관되지�않

으면�소비자들은�일반적으로�그것에�관심을�주지�않는다.�그

래서�여러분에게�정말로�새로운�제품이�있다면�그것이�무엇

인지보다는�무엇이�아닌지를�말하는�것이�대체로�더�좋다.�

예를�들어�최초의�자동차는�‘말이�없는’�마차라고�불렸으며,�

이�명칭은�대중이�기존의�수송�방식과�대비하여�그�개념을�

이해하도록�해주었다.

해설 |���

새로운�제품이�기존의�제품과�대비되지�않는다면�소비자의�

관심을�받기�어렵기�때문에,�기존�제품과의�대비가�신제품�

광고에�효과적이라는�내용의�글이므로�요지로�가장�적절한�

것은�②이다.

구문 |��

▶  5행 / That’s why if you have a truly new product, 
it’s often better [to say what the product is not, 
rather than what it is]. 
it은 형식상 주어이고 [  ]로 표시된 부분은 내용상 주어이다.

▶  6행 / For example, the first automobile was called 
a “horseless” carriage, a name [which allowed the 
public to understand the concept against the 
existing mode of transportation]. 
[  ]는 a nam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테스트확인

1� ① 2 ⑤ 3 ⑤

본문 24~25쪽

1�������� 정답�①

소재 |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

해석 |� 여러분이�더�많은�교육을�받고�더�많은�직업�경험을�

얻음에�따라,�여러분은�자신의�욕망이�바뀔�것이라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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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될�것이다.�그러니�그저�흐름에�맡겨라.�여러분이�하고�

있는�일에�만족하는�한,�여러분은�정말�잘하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여러분이�어떤�직업이나�직업�분야에서�자기실현

을�했고�새로운�학습�곡선을�그릴�때라고�느끼면,�그렇다면�

그것을�얻으려고�노력해라!�그것이�내가�내�경력�동안�내내�

해왔던�것이다.�나는�많은�일들을�시도했는데,�어떤�것은�좋

아했고�어떤�것은�그다지�많이�좋아하지�않았다.�하지만�나

는�그�길고�힘든�과정�내내�즐거웠다.�그�길고�힘든�과정은�

아직�끝나지�않았다.�100세가�되기�전에�내게는�37년�더�남

아�있다.

해설 |��

새로운�학습�곡선을�그릴�때라고�느끼면�그렇게�해�보라고�

하면서�필자는�자신의�경력�동안�내내�많은�일들을�시도했고�

아직�그�길고�힘든�과정이�끝나지�않았다고�말하고�있으므로�

요지로�가장�적절한�것은�①이다.

구문 |��

▶  1행 / As you [{acquire more education} and {gain 
more career experience}], you will find [that your 
desires will change].
첫 번째 [  ]는 As가 이끄는 부사절의 술어부이고 그 안에 {  }로 

표시된 두 개의 동사구가 and로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  ]는 

find의 목적어이다.

▶  3행 / Hence, when [you have self-actualized in a 
certain job or career field] and [you feel {it is time 
to get on a new learning curve}], then, go for it!
[  ]로 표시된 두 개의 절이 and로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  ] 안

의 {  }는 feel의 목적어이다.

2�������� 정답�⑤

소재 |  목표 달성의 방법

해석 |� 많은�사람들이�재정적�혹은�조직의�성공을�목표로�삼

는다.�어떤�사람들은�자기�회사에서�승진이나�더�높은�직위

를�목표로�삼는다.�나는�여러분이�그러한�것들을�얼마나�많

이�제어하는지에�대해�생각해�보았으면�한다.�예를�들어,�어

떤�특정�직위에�고용이�되거나�승진이�되는�목표를�생각해�

보라.�여러분은�그�일자리에�지원하고�있는�다른�사람들을�

제어하지�못하지만,�그�직위를�위한�여러분�자신의�교육과�

준비는�제어한다.�여러분은�면접을�위한�준비를�제어한다.�

여러분은�자신의�대인�관계를�향상시키는�쪽을�택할�수�있

다.�여러분은�자신이�입는�것과�여러분의�전반적인�외모를�

제어한다.�이�모든�것들은�누가�취업을�하거나�승진을�할�것

인지에�관하여�의사�결정자들이�내리게�되는�선택에�영향을�

줄�수�있거나,�아니면�그들의�선택은�그야말로�자신들의�가

치를�공유하고�있다고�그들이�믿는�지원자를�결국�선택하는�

것일�수�있다.

해설 |��

자신이�정한�목표를�얼마나�많이�제어하는지�생각해�보라고�

하면서�자신이�제어할�수�있는�일들을�준비하게�되면�결국�

의사�결정자들이�내리는�선택에�영향을�줄�수�있다는�맥락이

므로�요지로�가장�적절한�것은�⑤이다.

구문 |��

▶  4행 / You don’t have control over the other people 
[who are applying for the job], but you do have 
control over your own education and preparation 
for the position. 
[  ]는 the other peopl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8행 / All of these things may have an effect on the 
choice [the decision makers come to {regarding 
who will receive the job or promotion}], or their 
choice may simply boil down to selecting the 
candidate [who they believe shares their values]. 
첫 번째 [  ]는 the choic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그 안의 {  }

는 ‘~에 관하여’라는 뜻의 전치사 regarding이 이끄는 전치사

구이다. 두 번째 [  ]는 the candidat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3� 정답�⑤

소재 |  다루기 힘든 사람과 일하는 방법

해석 |� 다루기�힘든�사람과�함께�있는�것이�어렵다는�것

은,�특히�그�사람이�여러분이�매일같이�보는�동료라면�의문

의�여지가�없다.�그들은�적대감,�불안,�그리고�문제를�만든

다.�대개�그들은�정말�문제이다.�그리고�여러분은�그들이�마

음에�들지�않을지도�모른다.�하지만�결국�중요한�것은�그들

이�여러분의�일과�여러분�부서의�일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

하는�것이다.�그래서�이런�사람들을�직면하게�되면�완벽한�

상황이�어떨지에�대한�비전을�마음속에�그려라.�그�비전은�

항상�회의를�방해하는�그�사람과�같이�소규모일�수�있다.�여

러분의�비전은�방해�없이�회의�처음부터�끝까지�앉아�있는�

것이다.�혹은�그�비전은�큰�규모의�상황일�수�있다.�즉�여러

분의�부서가�모든�재정적�목표를�달성하고�더�많은�보너스와�

추가적인�유급�휴가를�받는�것과�친근하고�활기찬�업무�환경

을�갖는�것�등일�수�있다.�그러고�나서�여러분이�다루기�힘든�

사람과�의사소통할�때�그�사람의�행동을�그�비전과�연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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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이것은�(단순한)�불평을�진지한�업무�문제가�되도록�

할�것이다.�

해설 |���

다루기�힘든�사람과�함께�일을�할�때�이상적인�상황을�비전

으로�세워�그�사람의�문제�행동과�관련지어�업무적�측면으

로�전환할�수�있다고�말하고�있으므로�요지로�가장�적절한�

것은�⑤이다.�

구문 |��

▶  3행 / But in the end, [all that matters] is [how they 
affect your work and your unit’s work].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이고, 두 번째 [  ]는 주격 보어이다. 

▶  4행 / So [when confronting these people], conjure 
a vision of how the perfect situation would look.
[  ]로 표시된 분사구의 의미상 주어는 뒤따르는 명령문에 함축된 

you이다. 

Part Ⅱ  읽기 기본 능력

본문 26~27쪽6 문맥 속의 어휘

기출 예제 � 정답�③

소재 |  기대감의 통제로 인한 만족감 향상

해석 |� 사람들은�자신의�삶이�나아질수록�더�높은�기대감을�

지닌다.�하지만�기대감이�더�높아질수록�만족감을�느끼기는�

그만큼�더�어렵다.�우리들은�기대감을�통제함으로써�삶에서�

느끼는�만족감을�향상시킬�수�있다.�적절한�기대감은�많은�

경험들을�즐거운�놀라움이�되도록�하는�여유를�준다.�문제는�

적절한�기대감을�가지는�방법을�찾는�것이다.�이것을�위한�

한�방법은�멋진�경험들을�드문�상태로�유지하는�것이다.�여

러분이�무엇이든�살�여유가�있더라도,�특별한�경우를�위해�

훌륭한�와인을�남겨�두어라.�품위�있는�실크�블라우스를�특

별한�즐거움이�되게�하라.�이것은�여러분의�욕구를�억제하는�

행동처럼�보일�수도�있지만,�내�생각은�그렇지�않다.�그러기

는커녕,�그것은�여러분이�즐거움을�계속해서�경험할�수�있도

록�보장해�주는�방법이다.�멋진�와인과�멋진�블라우스가�여

러분을�기분�좋게�만들지�못한다면�무슨�의미가�있겠는가?

해설 |���

(A) �적절한�기대감이�많은�경험들을�즐겁게�할�수�있다는�의

미는�기대감을�통제한다는�의미이므로,�‘통제함’이라는�뜻의�

controlling을�써야�한다.�raising은�‘높이기’라는�뜻이다.

(B) �특별한�경우를�위해�와인을�남겨�두는�것은�경험을�드문�

상태로�만드는�것이므로,�‘드문’이라는�뜻의�rare를�써야�한

다.�frequent는�‘빈번한’이라는�뜻이다.

(C) �경험을�드문�상태로�만드는�것이�욕구를�억제하는�것이�

아니라�기분�좋게�만드는�것이라고�했으므로,�‘즐거움’이라

는�뜻의�pleasure를�써야�한다.�familiarity는�‘익숙함’이라

는�뜻이다.�

구문 |���

▶  6행 / [No matter what you can afford], save great 
wine for special occasions.
[ ]로 표시된 부분은 양보의 부사절로 whatever you can 
afford로 바꿀 수 있다. 

▶  8행 / On the contrary, it’s a way [to make sure that 
you can continue to experience pleasure].
[  ]로 표시된 부분은 a way를 수식하는 to부정사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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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테스트확인

1� ③ 2 ③ 3 ④

본문 28~29쪽

1� 정답�③

소재 |  생존 본능의 변화

해석 |� 현대의�발달된�사회에서,�우리는�기본적인�생존에�대

해�걱정할�필요를�넘어�나아갔다.�최저�소득�수준이�그러할�

수�있듯이�음식은�당연시될�수�있다.�우리는�사회가�살�곳을�

제공하기를�기대한다.�우리는�더�이상�우리의�옛�생존�본능

을�필요로�하지�않는다.�그렇다�하더라도�그것은�우리에게�

남아�있다.�만약�우리가�갖고�있는�어떤�자원이�위협을�받으

면,�우리는�그것을�지키기�위해서�싸울�것이다.�음식에�대해

서�걱정할�필요가�없기�때문에,�우리는�사치품(→�필수품)이

라는�개념을�현대�삶의�다른�측면인�집,�자동차,�그리고�해

마다의�해외�휴가와�같은�것으로�바꾸었다.�만약�이러한�것

들이�위협을�받게�된다면,�우리의�타고난�본능은�그것들을�

지키는�것이다.�우리�생활�방식의�이러한�측면은�생존에�아

주�중요하지는�않고�그것들을�지키기�위해�다른�사람들을�죽

이지는�않을�것이지만,�우리의�잠재의식은�우리가�가진�것을�

보호하라고�우리에게�다그치고�있다.

해설 |��

음식과�같은�기본적인�생존을�위한�자원이�집,�자동차,�그리

고�해마다의�해외�휴가와�같은�것으로�바뀌었다는�의미이므

로�③�luxury(사치품)를�necessity(필수품)로�고쳐야�한다.

구문 |��

▶  2행 / Food can be taken for granted, [as can a 
minimum level of income].
[  ]는 as a minimum level of income can be taken 
for granted의 의미이다.

▶  7행 / [{These aspects of our lifestyle are not vital to 
survival}, and {we will not kill other people to 
defend them}], but [our subconscious is urging us 
to protect {what we have}]. 
두 개의 [  ]가 but으로 이어져 있다. 첫 번째 [  ] 안에는 두 개의 

{  }가 and로 이어져 있다. 두 번째 [  ] 안의 {  }는 protect의 목

적어이다.

2�������� 정답�③

소재 |  잠재의식의 자아 이미지 이해

해석 |� 잠재의식의�첫�번째�일반적인�특징은�(테이프의)�비

유로�가장�잘�표현될�수�있다.�태어날�때부터�여러분이�약��

7세가�될�때까지,�끝이�없는�테이프는�여러분이�모으는�정

보로�가득�채워진다.�하지만�그�정보는�중립적이지�않다.�그

것은�좋거나�나쁘거나,�멋지거나�끔찍하거나,�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측면에서�인식된다.�그�경험이�감정적일�때,�그�정

보는�더�중요한�것으로�인식된다.�7세�이후에�초기의�자아�

이미지가�형성된다.�그�초기의�자아�이미지는�여러분의�모

든�행동이�시작되고�지향되는�기초가�되고�여러분의�행동은�

여러분의�결과를�규정한다.�그래서�여러분의�자아�이미지를�

아는�것은�매우�유용할�것이다.�여러분이�자신을�관리하고�

자신의�결과를�규정할�수�있기를�원한다면,�여러분의�잠재

의식의�자아�이미지를�이해해야�할�것이다.�

해설 |��

(A) �7세까지�모인�정보는�좋거나�나쁜�등의�측면으로�인식된

다고�했고�(A) 앞에�not이�있으므로,�‘중립적인’이란�뜻의�

neutral을�써야�한다.�subjective는�‘주관적인’이라는�뜻이다.

(B) �7세까지�모인�정보로�7세�이후에�초기의�자아�이미지가�

형성된다는�내용이므로,�‘형성된’이란�뜻의�formed를�써야�

한다.�gone은�‘사라진’이라는�뜻이다.

(C) �7세까지�모이는�정보는�잠재의식�상태에서�기억되어�자

아�이미지로�형성된다는�내용이므로,�‘잠재의식의’란�뜻의�

subconscious를�써야�한다.�transformed는�‘변형된’이라

는�뜻이다.�

구문 |���

▶  6행 / That initial self-image is the base [from which 
all your actions will be started and directed], and 
your actions define your results.
[  ]로 표시된 부분은 the bas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7행 / So it will be very useful [to know your self-
image].
it은 형식상 주어이고 [  ]로 표시된 부분은 내용상 주어이다. 

3�������� 정답�④

소재 |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사소통 오류

해석 |� 쟁점이�되는�것은�툭하면�서로를�오해하는�화자와�청

자가�기꺼이�언어적�또는�비언어적�불일치의�징후를�발견하

고�고치려는�의지이다.�청자가�분명하게�진술된�것을�듣지�

못할�때처럼�오해�또는�착오가�발생했다는�증거가�없는�경우

에는�그러한�작은�규모의�실패는�눈에�띄지�않을�수�있다.�더�

큰�규모에서,�성인�화자�사이의�복잡한�언어적�실패는�전략

적�이용,�속임수,�충분히�의미를�전달하지�못한�대답,�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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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자�그대로의�의미�또는�의도된�의미를�계속해서�이해하

지�못하는�것과�관련이�있다.�언어의�모호함이�대화의�흐름

이나�속도를�방해하기�위해�작동하지�않는�한,�복잡한�담화

의�이해에�대한�개인적인�어려움은�무시될�수�있고�따라서�

사람이�실제로�발견하는�것보다�더�큰�상호�이해(→�오해)의�

수준을�만들어�낼�수�있다.�혼란스러운�문제를�더욱�악화시

키는�것은�상호�이해의�모습을�지키기�위해,�매우�적합하지�

않은�해석이나�상충되는�해석의�고르지�못한�균형이�합리화

되고,�부정되고,�숨겨질�수�있다는�것이다.�

해설 |��

성인�화자�사이의�대화나�담화에서�상호�이해하고�있음을�나

타내기�위해�작은�오해나�이해의�어려움을�무시하는�경향이�

있다는�글이다.�하지만�개인의�어려움을�무시하면�더�큰�오

해를�만들어�낼�수�있다는�내용이�되어야�하므로,�④를�반대�

개념인�misunderstanding과�같은�단어로�고쳐야�한다.�

구문 |���

▶  1행 / At issue is [the willingness of speakers and 
listeners {who routinely misread one another} to 
detect and repair signs of verbal or nonverbal 
discord].
전치사구 At issue로 문장이 시작되어 [  ]로 표시된 주어가 be
동사 is 뒤에 놓였다. 그 안의 {  }는 speakers and listeners
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2행 / W h e r e  t h e r e  i s  n o  e v i d e n c e  [ t h a t 
miscomprehension or misunderstanding has 
occurred], as when a l istener fai ls to hear 
something clearly stated, such small-scale failures 
may go unnoticed.
[  ]로 표시된 부분은 evidence와 동격 관계이다.

본문 30~31쪽7 지시 관계 파악

기출 예제 � 정답�⑤

소재 |  아들의 완벽주의 성향

해석 |� Jack은�자신의�아들�Mark가�갖기�시작한�완벽주의

의�순환을�멈추게�했다.�Mark는�8살이�되었을�때�이미�시합

에서�지는�것을�참지�못했다.�그는�Mark가�화가�나서�우는�

것을�보고�싶지�않았기�때문에�Mark가�체스�시합에서�항상�

이기게�함으로써�Mark의�태도에�일조하고�있었다.�어느�날,�

Jack은�Mark가�패배를�경험하게�하는�것이�더�중요하다는�

것을�깨달았고,�그래서�그는�최소한�시합의�절반은�이기기�

시작했다.�Mark는�처음에는�화를�냈지만,�곧�더�선선히�이

기고�지기�시작했다.�Jack은�자신이�Mark와�캐치볼�경기를�

하다가�공을�잘못�던진�어느�날�중대한�시점에�이르렀음을�

느꼈다.�공을�놓친�것에�대하여�화를�내는�대신에,�Mark는�

자신의�유머�감각을�사용할�수�있었고,�“아빠는�잘�던졌어요.�

Mark가�엉망으로�잡았어요.”라고�말했다.�

해설 |��

①,�②,�③,�④는�Jack을�가리키고�⑤는�Mark를�가리키므

로�가리키는�대상이�다른�것은�⑤이다.�

구문 |���

▶  1행 / Mark could not stand to lose at games [by the 
time he was eight years old].
[  ]로 표시된 부분은 ‘~했을 때’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  4행 / One day, Jack realized [it was more important 
{to allow Mark some experience with losing}], so 
he started winning at least half the games.
[  ]로 표시된 부분은 realized의 목적어이다. 그 안에서 it은 형

식상 주어이고 {  }는 내용상 주어이다. 

테스트확인

1� ⑤ 2 ④ 3 ⑤

본문 32~33쪽

1������� 정답�⑤

소재 |  George Washington의 일화 

해석 |� 한번은�George Washington이�총사령관으로서�군

대를�시찰하며�순회�중일�때�건물을�짓고�있는�현장에�갔다.�

약�여섯�명의�병사들이�거대한�철강�빔을�들어�올리기가�너무�

무거워서�몹시�애를�쓰며�그것을�들어�올리고�있었다.�감독

하고�있던�이�병사들의�대위는�그들에게�그것을�들어�올리라

고�소리를�지르고�있었다.�하지만�그는�절대�가서�그들을�도

와주지�않았다.�Geroge Washington은�그�대위의�행동에�

놀라고�불쾌했다.�그는�그에게�가서�물었다.�“그들을�좀�도

와주면�어떤가?”�대위는�자신에게�말하는�사람이�그의�총사

령관인�것을�몰랐다.�그는�“그것을�하는�것은�그들의�일입니

다.�내�일이�아닙니다.”라고�답했다.�George Washington
은�그�군인들을�도와�빔을�들어�올렸다.�그러고�나서�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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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대위에게�“내�도움이�필요하면�언제든�나를�부르러�사람을�

보내게.�귀관의�총사령관으로서�나는�나의�부하가�도움이�필

요할�때�돕는�것이�나의�의무라고�생각하네.”라고�말했다.�

그렇게�말하고�그는�말을�타고�전속력으로�달려�떠났다!�

해설 |��

①,�②,�③,�④는�모두�대위(captain)를�가리키지만,�⑤는�

George Washington을�가리키므로�가리키는�대상이�다른�

것은�⑤이다.�

구문 |��

▶  2행 / Some six soldiers were lifting a huge iron 
beam [struggling hard {as it was too heavy for 
them to lift}].
[  ]로 표시된 부분은 주절을 부수적으로 수식하는 분사구이고, 그 

안의 {  }는 분사구 안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  } 안의 

it은 lift의 의미상 목적어로서 the huge iron beam을 대신

한다.

▶   3행 / [The captain of these soldiers {who was 
supervising}] was shouting at them to lift it.
[  ]로 표시된 부분은 문장의 주어이고, 그 안의 {  }는 The 
captain of these soldier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9행 / I, as your commander-in-chief, consider it my 
duty [to help my men when needed]!
it은 consider의 형식상 목적어이고 [  ]로 표시된 부분은 내용

상 목적어이다.

2� 정답�④

소재 |  스스로 터무니없는 오해를 키워가는 농부

해석 |� 한�농부가�자기�밭일을�해야�하는데�쟁기가�부러졌다.�

그는�밭�네�개�정도�떨어진�곳에�살고�있던�그의�이웃인�

Murphy가�일찌감치�그의�일을�마쳤다는�것을�알고�그에게�

부탁하기로�했다.�그�농부는�자기�이웃쪽으로�걸어가기�시작

했다.�첫�번째�밭을�지나고�‘Murphy가�일을�끝냈어야�할�

텐데,�그렇지�않으면�그가�나를�도와주지�못할�거야.’라고�생

각했다.�걱정이�점점�커져서�그�농부는�‘아마도�Murphy의�

쟁기가�낡아서�거의�부러질�정도일거야.�그러면�그는�나에게�

빌려주지�않으려고�하겠지.’라고�생각했다.�또�다른�밭을�지

나서,�‘Murphy는�항상�어려운�사람이었어.�그는�아마�그냥�

나를�도와주고�싶지�않을�거야.’라고�생각했다.�Murphy의�

농장에�도착하자마자,�농부의�머리는�매우�흐려져서� ‘저�

Murphy라는�녀석은�항상�인색한[심술�많은]�사람이었어.�

그는�단순히�악의에서�나를�도와주지�않을�거야.’라고�그는�

생각했다.�그는�Murphy의�집�문을�두드리고�화가�나서�이

렇게�소리쳤다.�“Murphy, 그�빌어먹을�쟁기는�당신이나�잘�

챙기라구!”�

해설 |�

①,�②,�③,�⑤는�모두�Murphy를�가리키지만�④는� the 
farmer를�가리키므로�가리키는�대상이�다른�것은�④이다.

구문 |���

▶   1행 / He decided to ask his neighbor, Murphy, [who 
lived four fields away], [knowing that Murphy 
finished his work early on].
첫 번째 [  ]는 Murphy를 부가적으로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두 

번째 [  ]는 문장의 주어인 He를 의미상 주어로 하는 분사구이다. 

▶   7행 / [Upon arriving at Murphy’s farm], the farmer’s 
mind was so clouded that he thought, “~.”
[  ]로 표시된 부분은 주절의 상황과 동시에 일어나는 동작을 나타

내는 전치사구이다.

3�������� 정답�⑤

소재 |  노숙자 여성을 돌봐 준 Rosemary
해석 |� Rosemary는�거리에�한�젊은�노숙자�여성이�추위에�

떨며�한�잔의�뜨거운�차를�사려고�돈을�구걸하는�것을�알아

차렸다.�친절한�사람인�Rosemary는�그�젊은�노숙자�여성

에게�차와�음식을�사�주었고�심지어�그녀가�쇼핑을�하도록�

데려갔는데,�결국�거기서�그�젊은�노숙자�여성은�고기를�훔

치려고�했다.�그러고�나서�Rosemary는�그�젊은�노숙자�여

성이�침대에서�잠을�잘�수�있도록�그녀를�집에�데려왔다.�그�

젊은�노숙자�여성이�잠을�자는�동안�Rosemary는�그녀를�

데리고�갈�노숙자�쉼터를�찾으려고�시도했지만�적절한�사회�

복지�시설의�부족�때문에�찾지�못했다.�결국�Rosemary는�

(집을)�나가야만�했고�그녀는�그녀를�깨우기�위해�열심히�노

력했다.�Rosemary는�간청했다.�“일어나세요.�일어나세요.�

제발�일어나세요.�왜�일어나지�않죠?”�마침내�잠에서�깬�그�

젊은�여성은�대답했다.�“침대이니까요.”�후에�Rosemary는�

그�젊은�노숙자�여성이�그녀의�새�카메라를�훔쳤다는�것을�

알았다.�Rosemary는�그�젊은�노숙자�여성과�같은�또�다른�

사람을�다시�집에�데려올까?�대답은�그렇다이다.�왜일까?�

그녀는�누군가는�해야만�한다고�말한다.�

해설 |�

①,�②,�③,�④는�모두�젊은�노숙자�여성을�가리키고�⑤는�

Rosemary를�가리키므로,�가리키는�대상이�다른�것은�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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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

▶  1행 / Rosemary noticed a young homeless woman 
on the street, [trembling with cold], and [begging 
for money to buy a hot cup of tea].
두 개의 [  ]로 표시된 부분은 목적격 보어로서 and에 의해 대등

하게 연결되어 있다. 

▶  5행 / ~, Rosemary tried to find a shelter [that would 
take her]—but Rosemary had no luck due to a lack 
of adequate social services.
[  ]로 표시된 부분은 a shelter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본문 34~35쪽8 심경·분위기

기출 예제 � 정답�②

소재 |  보트 여행

해석 |� 보트�여행의�시작은�내가�기대했었던�것과는�전혀�달

랐다.�눈에�보이는�야생�생물�중�아무것도�이국적이지�않았

다.�칙칙한�잿빛의�바위들만�보였다.�또한�너무�덥고�습도도�

높아서�그�여행을�완전히�즐길�수가�없었다.�그러나�보트가�

Bay Park 수로로�미끄러져�들어가자,�갑자기�어머니께서�

외치셨다.�“맹그로브�좀�봐!”�완전히�새로운�세계가�시야에�

들어왔다.�수로를�따라�있는�맹그로브�숲의�시원한�그늘로�

들어가자�그것(수로를�따라�있는�맹그로브�숲)은�나를�전율

하게�했다.�나는�맹그로브의�아름다운�잎과�꽃에�마음이�사

로잡혔다.�그러나�무엇보다도�나는�나뭇가지�사이에서�움직

이는�토종의�새,�원숭이�및�도마뱀들에게�매혹되었다.�“정말�

멋진�모험이야!”�하고�나는�외쳤다.

해설 |��

보트�여행을�한�필자가�처음에는�실망했다가�나중에는�매우�

흥분하는�과정을�묘사하고�있는�글이다.�따라서�정답은�②�

‘실망한�→�흥분한’이다.

①�부끄러워하는�→�긴장이�풀린

③�아주�기쁜�→�어리둥절한

④�즐거운�→�외로운

⑤�두려운�→�안도하는

구문 |��

▶  1행 / None of the wildlife [I saw] was exotic. 
[  ]는 the wildlif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6행 / But best of all, I was charmed by the native 

birds, monkeys, and lizards [moving among the 
branches].
[  ]는 the native birds, monkeys, and lizards를 수식하

는 분사구이다.

테스트확인

1� ⑤ 2 ③ 3 ④

본문 36~37쪽

1�������� 정답�⑤

소재 |  크리스마스 선물

해석 |� “내가�원하는�것은�조랑말뿐이에요.”라고�그�소년은�

어느�해�크리스마스가�다가오자�자신의�아버지에게�말했다.�

“조랑말을�가질�수�없다면,�내게�아무것도�주지�마세요.”�크

리스마스�아침이�왔고,�그의�긴�양말은�비어�있었으며,�그를�

위한�어떤�종류의�선물도�없었고,�조랑말도�없었다.�그는�지

금껏�느꼈던�부당하다는�느낌�중�가장�강한�느낌으로�인해�

흐느껴�울며�온통�마음이�아팠으며�그의�여자�형제들에게�무

례하게�굴고�화를�냈다.�부모님이�다투었다.�그날�아침�늦게�

조랑말이�정말로�도착했다.�그�소년이�눈물을�통해�본�것은�

아주�훌륭했다.�그�조랑말에게는�검정�갈기와�흰색의�한쪽�

발,�그리고�이마에�흰�별이�있었고,�등에는�새�안장이�있었

는데�그것은�전부�무늬가�새겨져�있었고�은과�술�장식으로�

꾸며져�있었다.�갑자기�그�소년은�자신이�원했던�모든�것을�

가졌고�그�크리스마스는�자신의�인생에서�가장�아름다운�날

이었다.

해설 |��

크리스마스�선물로�조랑말을�갖고�싶었으나�크리스마스�아

침에�아무런�선물도�받지�못해서�흐느끼며�울었다고�했으므

로�글의�전반부에�나타난�the boy의�심경으로�적절한�것은�

disappointed(실망한)이다.�하지만�그날�아침�늦게�조랑말

을�선물로�받게�되어�그�크리스마스가�자신의�인생에서�가장�

아름다운�날이라고�했으므로�글의�후반부�심경으로�적절한�

것은�delighted(아주�기뻐하는)이다.

①�화난�→�질투하는

②�수치스러운�→�긴장이�풀린

③�흥분한�→�혼란스러운

④�겁에�질린�→�안도하는

구문 |��

▶  2행 / [Christmas morning came], [his stocking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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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empty], [there were no presents of any kind for 
him], and [there was no pony].
네 개의 [  ]가 and로 연결되어 있다.

▶  3행 / He sobbed and ached all over with the 
strongest feeling of injustice [he had ever felt], was 
rude and angry with his sisters. 
[  ]는 the strongest feeling of injustice를 수식하는 관계

절이다.

2� 정답�③

소재 |  동굴 속에 있는 Marcus
해석 |� Marcus는�가슴속에서�심장이�빠르게�뛰고�있음을�

느꼈다.�그의�마음은�무엇이�그런�소리를�내고�있을지에�대

해�감히�추측조차�할�수가�없었다.�하지만�그는�어떤�것이�다

가오고�있고�그것이�커다란�것이라고�확신했다.�매�발걸음마

다�땅이�진동했고�벽에서�돌이�떨어져�나와�땅에�떨어졌다.�

매�발걸음마다�일제히�외치는�소리는�더�커졌고�그는�그것이�

자신의�생각에�또다시�엄습해�오기�시작하는�것을�들을�수�

있었다.�그의�두려움은�그의�몸이�느끼고�있는�통증을�압도

하기�시작했다.�무엇인가가�오고�있을지도�모른다는�생각은�

그의�마음이�견딜�수�없는�것이었다.�몸이�벽에�눌려져�있는�

채로�그의�눈은�어두워진�동굴�이곳저곳을�재빨리�훑었다.�

무엇이�오고�있든지�간에�그것은�저�입구를�통해�들어올�것

이라는�것을�알�수�있었다.�매�발걸음마다�그의�눈은�커졌

다.�그의�심장은�마치�그의�가슴에서�그것(심장)이�나와서�

달아날�것같이�느꼈다.�Marcus는�소리를�지르고�싶었으나�

아무�소리도�나오지�않았다.

해설 |��

Marcus가�동굴�속에서�몸이�벽에�눌러져�있는�상태에서�커

다란�어떤�것이�걸어오는�소리를�들으며�두려움을�느끼고�있

는�상황으로�심장이�가슴�밖으로�나와서�달아날�것�같은�기

분이�들�정도로�큰�공포감을�느끼고�있으므로�글의�분위기로�

가장�적절한�것은�③�‘무섭고�긴박한’이다.

①�축제�분위기이며�활기찬

②�감동적이고�로맨틱한

④�신비롭고�환상적인

⑤�단조롭고�우울한

구문 |��

▶  1행 / His mind couldn’t even venture a guess as to 
[what might be making that sound]. 
[  ]는 as to (~에 대해)의 목적어이다.

▶  6행 / The thought of [what might be coming] was 
something [his mind could not bear].
첫 번째 [  ]는 of의 목적어이고, 두 번째 [  ]는 something을 수

식하는 관계절이다.

3�������� 정답�④

소재 |  화재로 인한 절박한 상황

해석 |� Susan Raggio가�Glendale에�도착했을�때�거리가�

폐쇄되어�있었기�때문에�그녀는�뒷길과�우회로를�택하여�

Chevy Chase로�차를�몰아�장벽을�곧장�통과하여�그곳에서�

그녀는�“나의�아이들이�저기�위에�있어요!”라고�소방관에게�

설명했다.�그러고�나서�그녀는�집이�모든�용마루를�따라�불

타고�있는�것을�보았다.�거리에는�12개의�호스�선을�통해�물

을�퍼�올리는�소방차와�소방�트럭들이�있었고,�그녀는�그�물

이�가득�찬�호스�선�위로�막�운전하여�주차하였고�그녀의�집�

앞에�있는�집으로�달렸다.�한�소방관은�그�이웃집을�호스로�

씻어�내리고�있었고�그녀는�검은�연기가�만든�벽�사이로�그

녀의�집을�전혀�볼�수가�없었지만,�그녀의�집이�사라졌다는�

것을�감지했다.�그녀는�소방관에게�두�명의�어린�소녀와�세�

아기들을�본�적이�있는�지�물었고,�어찌할�바를�몰라�하는�그�

소방관은�그녀의�절망적인�얼굴을�보고�그의�호스�선을�놓고�

그의�무전기를�호출했으나�이내�그의�고개를�가로저었다.

해설 |��

화재로�인해�사라진�자신의�집을�보면서�소녀와�아기들을�찾

고�있는�상황을�묘사하고�있는�글이므로,�Susan Raggio의�

심경으로�가장�적절한�것은�④�‘걱정하고�절망적인’이다.�

①�차분하고�안심하는

②�죄책감이�들고�미안해하는

③�지루해하고�무관심한

⑤�부끄럽고�당황스러운

구문 |���

▶  4행 / There were fire department engines and 
trucks on her street [pumping water through a 
dozen lines], and she just drove over those 
charged lines and parked, and ran to the house 
[that stood in front of hers].
첫 번째 [  ]로 표시된 부분은 fire department engines 
and trucks를 수식하는 분사구이고, 두 번째 [  ]로 표시된 부분

은 the hous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6행 / A fireman was hosing down the neighbor’s 
house and she couldn’t see her house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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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wall of black smoke, but she sensed 
[that her house was gone].
[  ]로 표시된 부분은 sensed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

Part Ⅲ  세부 정보 파악

본문 38~41쪽9 세부 정보의 세 가지 유형

출제 유형 1

기출 예제 � 정답�④

소재 |  Tomas Luis de Victoria의 생애

해석 |� 16세기�스페인의�가장�위대한�작곡가,�Tomas Luis 
de Victoria는�Avila에서�태어나�소년�시절�교회�합창단에

서�노래했다.�변성기가�됐을�때�공부를�위해�로마로�가서,�

다양한�교회와�종교�기관에서�직책을�맡으며,�약�20년�동안�

그�도시에�머물렀다.�로마에서�그는�유명한�이탈리아�작곡가

인�Palestrina를�만났는데,�심지어�그의�제자였을지도�모른

다.�사제가�되고�난�후,�1580년대에�스페인으로�돌아와�왕

가의�작곡가이자�오르간�연주자로�마드리드에서�평화롭게�

여생을�보냈다.�그는�1611년에�사망했으나,�무덤은�아직�확

인되지�않았다.�

해설 |��

사제가�된�후�스페인으로�돌아와�마드리드에서�여생을�보냈

다고�했으므로,�글의�내용과�일치하지�않는�것은�④이다.�

구문 |���

▶  2행 / When his voice broke, he went to Rome to 
study and he remained in that city for about 20 
years, [holding appointments at various churches 
and religious institutions].
[  ]로 표시된 부분은 he를 부연 설명하는 분사구이다.

단어와 숙어 |��

composer 작곡가�

choir 합창단�

break 변성기가�되다

appointment 직책�

pupil 제자�

tomb 무덤

출제 유형 2

기출 예제 � 정답�④

소재 |  2016년 하계 올림픽 메달 집계

해석 |�� 2016년 하계 올림픽 메달 집계

위�도표는�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메달�집계를�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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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2016년�하계�올림픽�동안�상위�5개�국가들이�획득한�메달의�

수를�보여�주고�있다.�5개�국가들�중,�미국이�약�120개로�가

장�많은�총�메달을�획득하였다.�금메달에�관한�한,�영국이�

중국보다�더�많이�획득하였다.�중국,�러시아,�독일은�각각�

20개�미만의�은메달을�획득하였다.�미국이�획득한�동메달�

수는�독일이�획득한�동메달�수의�두�배보다�적었다.�상위�5
개�국가는�총�40개�이상의�메달을�각각�획득하였다.

해설 |��

미국이�획득한�동메달�수는�38개이고�독일이�획득한�동메달�

수는�15개로�미국이�획득한�동메달�수가�독일이�획득한�동

메달�수의�두�배보다�많았으므로�도표의�내용과�일치하지�않

는�것은�④이다.

구문 |��

▶  1행 / The above graph shows the number of 
medals [won by the top 5 countries during the 
2016 Summer Olympic Games], [based on the 
medal  count  of  the Internat ional  Olympic 
Committee (IOC)].
첫 번째 [  ]는 medals를 수식하는 분사구이고, 두 번째 [  ]는 앞

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분사구이다.

▶  5행 / The number of bronze medals [won by the 
United States] was less than twice the number of 
bronze medals [won by Germany].
두 개의 [  ] 모두 각각 앞의 bronze medals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단어와 숙어 |��

bronze 청동(의)�

committee 위원회

출제 유형 3

기출 예제 � 정답�⑤

소재 |  에너지 절약 비디오 경연 대회

해석 |� 에너지 절약 비디오 경연 대회

일상생활에서�학생들이�에너지를�절약하도록�장려하는�30
초짜리�비디오를�만드세요.

•��중학생과�고등학생이�대회에�참가할�수�있습니다.

•��멋진�상을�받으려면�비디오를�3월�13일부터�4월�6일�자

정�사이에�제출해야�합니다.

•��상

�-�다섯�명의�수상자에게�디지털�카메라�한�대씩

�-�각�수상자�학급에�100달러�선물�카드�

•��수상작은�TV 프로그램�‘Green Planet’에서�방송될�것입니다!

더�많은�정보를�얻으려면�www.energy4future.org에서�

확인하세요.

해설 |���

수상작은�TV 프로그램�‘Green Planet’에서�방송된다고�했

으므로,�안내문의�내용과�일치하는�것은�⑤이다.�

구문 |���

▶  2행 / Create a 30- second video [that encourages 
students to save energy in their everyday life].
[  ]로 표시된 부분은 a 30- second video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단어와 숙어 |��

encourage 장려하다�

submit 제출하다�

awesome 멋진�

air 방송되다

출제 유형 4

기출 예제 � 정답�③

소재 |  2018 CVL 배구 캠프

해석 |� 2018 CVL 배구 캠프

대학�배구�연맹(CVL)이�1월�23일부터�27일까지�고등학생

을�위한�캠프를�개최합니다.

훈련 프로그램

간단한�기술�테스트�후에�참가자들은�자신들의�수준에�따라�

훈련을�받게�됩니다.

•��초급�수준:�서브,�토스와�스파이크

•��고급�수준:�개별�플레이와�팀�전략

일정표

•��오전�9시~오전�11시:�1대�1�기술�훈련

•��오후�1시~오후�4시:�연습�경기�시간

유의 사항

•��참가비는�100달러입니다.

•��참가자는�배구공과�캠프�티셔츠를�받게�될�것입니다.

•��캠프�마지막�날�참가자에게�조언을�제공하기�위해�대학�배

구�선수들이�방문할�예정입니다.

더�많은�정보를�원하시면�저희�웹사이트인�www.CVL.org
를�방문해�주시기�바랍니다.

해설 |��

연습�경기는�오후�1시부터�오후�4시까지�실시한다고�했으므

로�안내문의�내용과�일치하지�않는�것은�③이다.

구문 |��

▶  14행 / College volleyball players will visit [to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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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ce to participants] on the final day of the camp.
[  ]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다.

단어와 숙어 |��

participant 참가자��

strategy 전략��

participation fee 참가비

10 설명문

테스트확인

1� ⑤ 2 ④ 3 ②

본문 42~43쪽

1�������� 정답�⑤

소재 |  붉은 배 피라냐(red-bellied piranha)
해석 |� 아마존�강에는�20가지의�다른�종류의�피라냐가�있다.�

가장�유명한�것은�붉은�배�피라냐이다.�그것은�가장�강한�턱

과�가장�날카로운�이빨을�가지고�있다.�수위가�낮아지면�이�

피라냐는�100마리�넘게�무리�지어�사냥한다.�(먹잇감으로)�

큰�동물을�공격했을�때는�많은�무리들이�먹기에�참여한다.�

하지만�보통�붉은�배�피라냐는�자신들보다�약간만�더�큰�먹

이를�선호한다.�보통�붉은�배�피라냐�무리는�먹이를�찾아�함

께�헤엄쳐�다닌다.�먹이가�발견되자마자,�그�물고기들은�서

로�신호를�보낸다.�그�물고기는�뛰어난�청력을�가지고�있어

서�서로�소리로�신호를�보내는�것이�가능하다.�한�무리�안의�

물고기는�각자�한�번씩�먹이를�먹을�기회를�갖고�그런�다음�

헤엄쳐�나가�다른�동료들이�먹을�수�있도록�길을�열어�준다.��

해설 |��

물고기들이�한�번씩�먹이를�먹고�나면�무리의�다른�물고기들

이�먹을�수�있도록�길을�열어�준다고�했으므로�⑤는�글의�내

용과�일치하지�않는다.

구문 |��

▶  6행 / The fish have excellent hearing, so it’s 
possible [that they signal each other with sounds].
it은 형식상 주어이고 [  ]로 표시된 부분은 내용상 주어이다. 

▶  7행 / Each fish in the group has a chance to take a 
bite and then swim away, [making way for the 
others]. 
[  ]로 표시된 부분의 의미상 주어는 Each fish in the group이다. 

2������� 정답�④

소재 |  Auguste Piccard 
해석 |� Auguste Piccard는�그의�쌍둥이�형제인�Jean과�함

께�Zurich에서�엔지니어�자격을�얻었다.�그들은�둘�다�열기

구�비행에�대한�강한�관심을�갖기�시작했는데,��궁극적으로�지

구�대기�높은�곳에서�무슨�일이�일어나는지�연구하고�싶어

서,�1913년에�16시간�동안�대기로�올라갔다.�제1차�세계�

대전�동안�둘�다�스위스�군대의�열기구�소대에�입대했다.�전

쟁�후에,�Jean은�미국으로�이주하여�대학에서�자신의�진로

를�이어갔지만,�Auguste는�Brussels 대학에서�물리학�교

수로�(봉직하며)�열기구�비행�연구를�계속했다.�1931년에�

그는�가압된�곤돌라를�장착한�최초의�열기구를�사용하여�거

의�16,000m를�올라간�것으로�전�세계적인�명성을�얻었다.�

2년�후에�그는�16,200m 넘게�올라갔다.�하지만�그의�꿈은�

항상�대양의�심연을�탐험하고자�‘그�누구보다도�깊이�바다�

속으로�들어가는�것’이었다.�

해설 |��

16,200m 이상�올라간�것은�두�번째�시도에서였고,�첫�번째�

시도에서는�거의�16,000m 정도만�올라갔다고�했으므로�일

치하지�않는�것은�④이다.�

구문 |��

▶  6행 / In 1931 he attracted worldwide publicity with 
an ascent of nearly 16,000 m, [using the first 
balloon {to be equipped with a pressurized 
gondola}]. 
[  ]로 표시된 부분은 부수적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이며, 그 안의 

{  }는 the first balloon을 수식하는 to부정사구이다. 

▶  8행 / But his dream had always been [‘to plunge 
into the sea deeper than any man before’, {to 
explore the ocean depths}]. 
[  ]로 표시된 부분은 been의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구

이고, 그 안의 {  }는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다.  

3� 정답�②

소재 |  Mortimer J. Adler
해석 |� Mortimer J. Adler는�미국의�철학자,�교육자,�편집

자이자�서구�세계의�위대한�저서�연구를�통한�성인�및�일반�

교육의�지지자였다.�아직�공립학교에�다니는�동안,�Adler는�

‘New York Sun’에�원고�담당�사환으로�고용되었는데,�그

곳에서�정규직으로�다양한�편집�작업을�하면서�2년�동안�머

물렀다.�이후�Columbia University에�다니며�학사�학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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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위한�수업들을�모두�들었지만�체육(수영)을�거부해�졸업장을�

받지�못했다.�그는�가르치면서�박사�학위를�따기�위해�

Columbia에�머물렀고�이후�University of Chicago에서�

법철학�교수가�되었다.�그곳에서�그는�Rober t  M. 
Hutchins와�함께,�위대한�책�읽기에�기반을�둔�정기적인�토

론을�통하여�일반�교양�교육을�추구하는�지지자가�되었다.�

평생�동안�그는�자신이�위대한�책[고전]�운동이라고�부르는�

것과�교육�개혁에�적극적이었으며�90대의�나이가�될�때까지�

계속해서�강의를�하고�글을�썼다.

해설 |��

‘New York Sun’에서�정규직으로�다양한�편집�작업을�하면

서�2년�동안�머물렀다고�했으므로�일치하지�않는�것은�②이다.

구문 |��

▶  2행 / [While still in public school], Adler was taken 
on as a copyboy by the New York Sun, [where he 
stayed for two years {doing a variety of editorial 
work full-time}]. 
첫 번째 [  ]는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구이다. 두 번째 [  ]는 관계절

로 the New York Sun을 부연 설명하며, 그 안의 {  }는 부수

적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이다.

▶  9행 / For his entire life, he [remained active {in 
what he called the great-books movement} and {in 
educational reform}], and [continued to lecture and 
write into his nineties].
두 개의 [  ]가 and로 연결되어 주어 he의 술어 역할을 한다. 첫 번

째 [  ] 안에 {  }로 표시된 두 개의 전치사구가 and로 연결되어 있다.  

11 도표와 안내문

테스트확인

1� ⑤ 2 ③ 3 ④ 4 ④

본문 44~47쪽

1�������� 정답�⑤

소재 |  개인 건강 보험 혜택을 받는 연령대별 인구 비율 

해석 |�아일랜드에서 개인 건강 보험 혜택을 받는 인구 비율

위�도표는�아일랜드에서�2007년과�2012년의�개인�건강�보

험�혜택을�받는�연령대별�인구�비율을�보여�준다.�2007년에�

개인�건강�보험�혜택을�받는�‘모든�연령’의�인구의�비율은�

2012년의�그것보다�더�높았다.�2012년에,�40세에서�49세
의�연령�집단부터�70세에서�79세의�연령�집단까지�연속적

인�네�연령�집단은�개인�건강�보험�혜택을�받는�비율이�‘모든�

연령’의�비율보다�더�높았다.�2007년에�개인�건강�보험�혜

택을�받는�인구의�비율은�0세에서�17세�사이의�연령�집단에

서�18세에서�29세�사이의�연령�집단까지�감소하여�변동하

였고�50세에서�59세�사이의�연령�집단까지�꾸준히�증가하

다가�마지막�세�연령�집단�동안�다시�감소하였다.�2007년에�

가장�낮은�비율은�80세�이상의�연령�집단에�의해�나타난�반

면,�2012년에�가장�낮은�비율은�18세에서�29세�사이의�연

령�집단에�의해�나타났다.�각�연령�집단에서,�2007년에�개

인�건강�보험�혜택을�받는�인구의�비율은�70세에서�79세�사

이의�연령�집단을�제외하고�2012년의�비율보다�더�높았다.�

해설 |���

개인�건강�보험�혜택을�받는�인구의�비율이�2012년의�비율

보다�2007년의�비율이�더�낮은�연령�집단은�70세에서�79세�

연령�집단과�80세�이상의�연령�집단이므로�⑤가�도표의�내

용과�일치하지�않는다.

구문 |���

▶  2행 /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for All Ages 
[covered by private health insurance in 2007] was 
higher than that in 2012.
[  ]로 표시된 부분은 the population for All Ages를 수식하

는 분사구이다. 대명사 that은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for All Ages covered by private health 
insurance를 대신한다. 

2�������� 정답�③

소재 |   연령대별 휴대 전자 기기로 뉴스를 접하는 미국 성인의 비율 현황

해석 |� ��휴대 전자 기기로 뉴스를 접하는 미국 성인의 비율

위�도표는�2013년,�2016년,�2017년에�휴대�전자�기기로�

뉴스를�접한�미국�성인의�비율�변화를�보여�준다.�2017년에

는�미국�성인의�10명�중�8명이�휴대�전자�기기로�뉴스를�접

했는데,�이는�2013년부터�기록된�매해에�꾸준히�증가했다.�

2017년에�65세�이상�미국인의�대략�3분의�2가�휴대�전자�

기기에서�뉴스를�접했는데�이는�2016년보다�24퍼센트포인

트가�증가한�수치이다.�상당한�증가는�두�번째로�나이가�많

은�연령층에서�보이는데�50세에서�64세의�경우�2017년에�

그들의�79퍼센트가�뉴스를�접할�때�휴대�전자�기기를�사용

했는데�이는�2013년의�그것[비율]보다�두�배가�넘는�비율이

다.�2013년부터�2017년까지�4년간,�성인들이�젊을수록�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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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증가를�보여�증가율이�50세�미만에서�더�완만했다.�

2013년과�2017년�사이에�18~29세의�연령대는�휴대�전자�

기기로�뉴스를�접하는�데�있어�19퍼센트포인트의�증가를�보

였는데�이는�30~49세의�미국인�연령층에�나타난�증가세보

다�낮은�수치이다.�

해설 |��

50세에서�64세�연령층의�경우�2013년에�40퍼센트,�2017
년에�79퍼센트로�두�배가�채�되지�않으므로�③은�도표의�내

용과�일치하지�않는다.�

구문 |��

▶  5행 / Among 50- to 64-year-olds, 79 percent of 
them got news on a mobile device in 2017, [more 
than double that of 2013]. 
[  ]로 표시된 부분은 앞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 그 안의 that은 

the percent를 대신한다. 

▶  7행 / Over the 4 years from 2013 to 2017, the 
growth rate was more gradual for those younger 
than 50, as [the younger the adults were, the 
smaller increase they showed]. 
[  ] 부분은 「the+비교 형태 ~, the+비교 형태 …」 구문으로서, 

‘~할수록 더 …하다’라는 의미이다. 

3�� 정답�④

소재 |  후프 댄스 세계 선수권 대회

해석 |� 후프 댄스 세계 선수권 대회

2019년�2월�9일과�10일,�최고의�아메리칸�인디언과�캐나

다�원주민�후프�댄서들이�Heard Museum에서�겨룰�것입

니다.�이틀�동안의�경연�대회에서�남녀는�동등한�자격으로�

겨룰�것입니다.

일정

•��현장�참가자�등록은�오전�8시부터�9시까지�Encanto 
Room에서�있을�것입니다.

•��경연�대회는�오전�10시에�시작합니다.

•��모든�참가자는�등록�순서와�관계없이�무작위로�호명되어�

춤을�출�것입니다.

심사 기준

참가자는�아래�5가지�범주로�평가될�것입니다.

1.�정확성�2.�리듬�3.�쇼맨십�4.�창의력�5.�속도

일반 규칙

•��댄서들은�제한�시간인�7분을�초과하면�벌칙이�적용될�것

입니다.�경연장에서는�큰�시계가�보일�것입니다.

•��경기�중에�경연자의�번호가�세�번�불릴�것입니다.�세�번째�

불린�후에도�경기장에�있지�않으면�실격이�될�것입니다.

해설 |��

제한�시간인�7분을�초과하면�벌칙이�적용될�것이라고�했으

므로�안내문의�내용과�일치하는�것은�④이다.

구문 |��

▶  9행 / All contestants will be randomly called to 
dance, [regardless of registration order].
[  ]는 전치사구로 ‘~과 관계없이’라는 뜻이다.

4�������� 정답�④

소재 |  연날리기 행사

해석 |��� Lakeside 지역 사회 연날리기

9월�8일�토요일

11시부터�16시까지

Green Porch Park의�이벤트�행사장에서

Kent Kite Flyers가�또�하나의�재미있는�연날리기�행사를�

개최하기�위해�공원에�돌아옵니다.�

•여러분이�초보자이든�또는�전문가이든�와서�함께하세요!

•아이들을�위한�‘무료’�연�만들기�워크숍

•음식과�다과는�Parish Hall에서�이용�가능할�것입니다.

•��이�이벤트는�예약이�필요�없고�‘무료’입니다!�모든�연령과�

능력을�갖춘�사람들을�환영합니다!��

주의 사항

•��아이들은�책임�있는�어른에�의해�감독되고�반려견은�줄에�

묶여�다녀야�합니다.

•��Saffron Way의�길을�따라�무료�주차,�주차장은�16시�30
분에�닫음

더�많은�정보를�원하시면,�우리의�웹사이트인�www.
communitykite.com에�방문하세요.

해설 |��

이�이벤트는�예약이�필요�없다고�하였으므로,�안내문의�내용

과�일치하지�않는�것은�④이다.�

구문 |���

▶  12행 / We request [that children be supervised by a 
responsible adult] and [that pet dogs be kept on a 
leash].
두 개의 [  ]로 표시된 부분은 모두 request의 목적어 역할을 한

다. 주절 동사가 요구를 나타내는 request나 ask일 때, that절
의 동사는 기본 형태인 be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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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Part Ⅳ  추론적 이해

본문 48~49쪽12 빈칸 완성 _ 1단어

기출 예제 � 정답�②

소재 |  동기 부여

해석 |� 동기�부여에서�나오는�한�가지�결과는�상당한�노력을�

필요로�하는�행동이다.�예를�들면,�만약�좋은�차를�사고자�

하는�동기가�있다면,�여러분은�온라인에서�차들을�연구하고,�

광고를�보며,�자동차�대리점들을�방문하는�것�등을�할�것이

다.�마찬가지로,�몸무게를�줄이고자�하는�동기가�있다면,�여

러분은�저지방�식품을�사고,�더�적은�1인분의�양을�먹으며,�

운동을�할�것이다.�동기�부여는�목표를�더�가까이�가져오는�

최종�행동을�이끌�뿐만�아니라,�기꺼이�준비�행동에�시간과�

에너지를�쓸�마음을�만들기도�한다.�따라서�새�스마트폰을�

사고자�하는�동기가�있는�사람은�그것을�위해�추가적인�돈을�

벌고,�가게에�가기�위해�폭풍�속을�운전하며,�그것을�사려고�

줄을�서서�기다릴지도�모른다.

해설 |���

이�글의�중심�생각은�어떤�것에�대한�동기가�있으면�그�목표

를�이루기�위해�상당한�노력을�필요로�하는�행동을�하게�된

다는�것이다.�따라서�빈칸에�들어갈�말로�가장�적절한�것은�

②�‘노력’이다.�

①�위험� � ③�기억� � ④�행운� � ⑤�경험�

구문 |���

▶  1행 / One outcome of motivation is behavior [that 
takes considerable effort].
[  ]로 표시된 부분은 behavior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4행 / Motivation not only [drives the final behaviors 
that bring a goal closer] but also [creates 
wil l ingness to expend t ime and energy on 
preparatory behaviors].
첫 번째와 두 번째 [  ]는 ‘~뿐만 아니라 …도’라는 뜻의 「not 
only ~ but also ...」로 대등하게 연결된 동사구이다.  

테스트확인

1� ④ 2 ③ 3 ④

본문 50~51쪽

1�������� 정답�④

소재 |  인간의 취약한 감정을 이용한 사기 행위

해석 |� 사회�공학자들은�비극적인�사건�후에�종종�사람들의�

감정과�동정을�이용하려고�하는�눈치�없는�포식자들이다.�사

례들은�칠레,�아이티,�그리고�일본의�지진이나�허리케인�

Katrina와�같은�사건�후에�기부를�요청하는�구호�단체인�체

하는�피싱�사기�전자메일을�포함한다.�사실�허리케인�

Katrina 후에�그�사건�몇�주�이내에�4,000개의�피싱�사기�

웹사이트가�나타나서�각�웹사이트가�사람들의�자선�본능을�

이용하여�관대하고�사려�깊은�사람들을�속일�것을�기대했다

고�보고되었다.�다른�공격들은�쌍둥이�타워의�공격과�2011
년�Norway에서�발생한�비극적인�사건과�같은�인간의�비극

을�사기�치려고�한다.�어떤�경우이든지�간에�악의적인�사회�

공학자들은�신속한�돈벌이에�관한�한�비정하며,�그들은�흔히�

가장�큰�취약성이�있을�때�사람들을�사기�치기�위해�무엇이

든�하려고�하곤�한다.����

해설 |��

이�글의�중심�생각은�사회�공학자들이�인간의�비극적인�사건�

후에�인간의�취약해진�감정과�동정을�이용하여�이익을�추구

한다는�것이다.�따라서�빈칸에�들어갈�말로�가장�적절한�것

은�④�‘취약성’이다.�

①�편견����②�신뢰����③�불확실성����⑤�성장

구문 |��

▶  2행 / Examples include phishing emails [that pose 
as relief agencies {asking for donations after 
events like the earthquakes in Chile, Haiti, and 
Japan or Hurricane Katrina}].
[  ]로 표시된 부분은 phishing email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그 안에 {  }로 표시된 부분은 relief agencies를 수식하는 분

사구이다. 

▶  4행 / In fact, after Hurricane Katrina, it was reported 
[that within weeks of the event, 4,000 phishing 
websites surfaced, {each looking to deceive 
generous and thoughtful people through their 
charitable instincts}].
it은 형식상 주어이고 [  ]로 표시된 부분은 내용상 주어이다.  

{  }로 표시된 부분은 4,000 phishing websites를 부연 설명

하는 분사구이다. 

Tips |
social engineer(사회�공학자):�타인을�조종하려는�의도로�

온라인에서�비밀�정보나�개인�정보를�누설하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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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답�③

소재 |  자신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여성

해석 |� 카운슬러로서,�나는�어떤�매력적인�40대�여성이�크리

스마스�파티에서�입을�의상�한�벌을�찾아서�의류�매장으로�

들어왔던�한�분주한�휴일이�낀�주말을�결코�잊지�못할�것이

다.�그녀는�틀림없이�그�매장의�모든�옷을�입어�보고�난�후�

자신에게는�‘어떤�것도�어울리지�않는다’라는�결론에�이르렀

을�것이다.�그�매장에�있는�모든�것이�사실상�그녀에게�꽤�잘�

어울렸다는�점을�고려해�보건대,�나는�이�총체적인�불만족이�

옷과는�아무런�상관이�없다는�것을�알았다.�약간의�질문을�

해�본�후,�나는�내�고객이�자신의�정체성에�대해�완전히�혼란

스러워하고�있음을�알았다.�그녀가�답을�찾으려고�시도할�때�

의심과�좌절이�눈물과�함께�쏟아져�나왔다.�그녀는�자신이�

나이가�들었는지�젊은지,�엄마인지�아내인지,�현대적인지�시

대에�뒤떨어졌는지,�매력적인지�전성기를�지났는지를�알지�

못했으므로�어떤�옷이�자신에게�어울리는지�알지�못했다.�그

녀는�결국�그날�옷을�한�벌�사기는�했지만,�즉시�그것을�돌려

주었다.

해설 |��

옷을�사기�위해�의류�매장에�온�여성의�총체적�불만족의�원

인이�빈칸에�들어갈�말로�적절하다.�빈칸�다음에�이어지는�

내용은�여자가�자신이�나이가�들었는지�젊은지,�엄마인지�아

내인지,�현대적인지�시대에�뒤떨어졌는지,�매력적인지�전성

기를�지났는지를�알지�못했다는�내용이므로�빈칸에�들어갈�

말로�가장�적절한�것은�③�‘정체성’이다.�

①�직업� ②�운명� ④�관계� ⑤�책임

구문 |��

▶  1행 / As a counselor, I’ll never forget one busy 
holiday weekend [when an attractive forty-
something woman came into a clothing store 
{looking for an outfit to wear to a Christmas party}].
[  ]는 one busy holiday weekend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그 안의 {  }는 관계절 안에 부수적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이다.

▶   8행 / She did not know [if she was old or young, 
mother or wife, modern or outdated, attractive or 
past her prime], and therefore she did not know 
[what clothes worked for her].
[  ]로 표시된 두 부분은 각각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

절이다.

3�������� 정답�④

소재 |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호혜성

해석 |� 일련의�실험에서,�Fehr와�그의�공동�연구자들은�상당

한�비율의�사람들이�(실험의�상황이)�모든�사람들이�익명의�

상태이고,�오직�단판으로�행해지며(소위�‘한�번으로�끝나는’�

게임),�모든�사람이�친족이�아닌�상황에서조차�선물에�대해�

기꺼이�보답하고�공정성과�협력적인�규범을�어기는�사람들

을�벌준다는�것을�발견했다.�익명성과�한�번으로�끝나는�게

임의�본질은�상호�이타주의가�작동할�수�없다는�것을�의미하

는�반면(개인은�자신의�상대를�인식할�수�없고�어떤�식으로

든�다시�그들을�결코�만날�수가�없다),�친족�관계의�부재는�

이러한�결과가�혈연�선택에�의해�설명될�수가�없다는�것을�

의미한다.�Fehr는�이�행동을�‘강한�호혜주의’로�칭했고�그것

의�본질적�특징을�비록�이것이�보답하는�사람에게�비용이�들

고�현재의�이익이나�미래의�경제적�보상을�제공하지�않더라

도�공정한�행동의�보상과�불공정한�행동의�처벌�둘�다에�있

어서�자원을�기꺼이�희생하는�것으로�정의한다.������

해설 |���

이�글의�중심�생각은�현재의�이익이나�미래의�보상이�없어

도�자신의�자원을�희생하는�사람들의�특징을�설명하고�있

다.�따라서�빈칸에�들어갈�말로�가장�적절한�것은�④�‘희생

하다’이다.�

①�공유하다����②�활용하다����③�공급하다����⑤�유지하다

구문 |���

▶  3행 / ~ even under conditions [where all the 
individuals remain anonymous, only a single round 
is played (so-called ‘one-shot’ games) and 
everyone is genetically unrelated].
[  ]로 표시된 부분은 condition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5행 / Anonymity and the one-shot nature of the 
games means [that reciprocal altruism cannot be 
operating (individuals cannot recognize their 
opponents, and never meet them again anyway)] 
~.
[  ]로 표시된 부분은 동사 means의 목적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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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13 빈칸 완성 _ 어구

테스트확인

1� ② 2 ③ 3 ⑤

본문 52~53`쪽

1������� 정답�②

소재 |  ‘idiote’ 단어의 유래

해석 |� 그리스�도시�국가에는�어떤�형태의�조치에�대한�투표

가�필요할�때�시민들을�소집하는�흥미로운�방법이�있었다.�

예를�들어�만약�한�도시�국가가�전투를�하려고�다른�도시�국

가를�향해�진군해�오면,�한�사람이�나팔을�불며�거리를�걸으

며�모두�도시�바로�외곽에�있는�원형�극장에�모여야�한다는�

것을�알리곤�했다.�그�도시의�시민들은�이�소리를�들으면�가

게를�닫고�소식을�들으러�원형�극장에�가서�자신들의�대응을�

표현함으로써�시민으로서의�책무를�다하곤�했다.�하지만�일

부�가게�주인들은�경쟁하는�가게들이�문을�닫고�있는�동안�

더�돈을�벌�수�있을�거라�기대하며�문을�닫지�않았다.�그리스

인들은�그런�사람들을�‘idiotes’라고�칭했는데,�이�말의�뜻

은�사적인�목적에만�관심을�가지고�공공의�이익을�무시하는�

누군가가�자신의�세계�안에�갇혀�있다는�것이다.

해설 |��

이�글은�고대�그리스�도시�국가에서�유래된�‘idiote’의�의미

에�대한�것으로�자신이�속한�세계의�대의보다�자신의�개인적�

이익만을�추구하는�사람을�‘idiote’이라�지칭한다는�내용이

다.�따라서�②�‘공공의�이익을�무시하는’이�내용상�빈칸에�들

어가기에�적절하다.

①�지는�전투에�합류하는

③�근거�없는�헛소문을�퍼뜨리는

④�사업을�무리해서�확장하는

⑤�자신의�책임을�다할�것을�주장하는

구문 |���

▶  4행 / When the citizens of the city heard this, they 
would [close up their shops], [head to the 
amphitheater to get the news] and [fulfill their civic 
duty by voicing their response].
[  ]로 표시된 세 부분은 모두 and로 연결되어 조동사 would에 

이어지는 동사구이다. 

▶  7행 / The Greeks referred to such persons as 
idiotes, [which means someone is closed up in 

their own world {who, concerned only with 
personal goals, ignores the greater good}]. 
[  ]로 표시된 부분은 선행사 idiotes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는 관

계절이고, 그 안의 {  }는 someon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2�������� 정답�③

소재 |  기대감에 근거한 감정

해석 |� 감정은�때때로�기대감에�근거한다.�많은�매체의�주목

을�받아왔으며�오랫동안�경쟁�관계가�확립되어�있는�경기가�

시작되기�전에�스포츠�아나운서는�다음과�같은�어떤�말을�할�

수�있다.�“여러분은�감정이�감도는�것을�느낄�수�있습니다.”�

그(아나운서)는�팬들이�격려의�말들을�외치고,�심판에게�야

유하고,�팔을�흔들고,�손뼉을�칠�것을,�다시�말해서�팬들이�

주로�하는�모든�것을�할�것이라고�기대하기�때문에�이렇게�

말한다.�아나운서는�이러한�소리와�행동을�집합적으로�감정

으로�언급한다.�하지만�그는�그것을�실제로�‘느낄’�수�있을

까?�그�자신이�(그�자신이�사용한�용어로)�‘감정적인’�상태가�

된다.�텔레비전�인터뷰�진행자는�흔히�감정적�순간을�강조한

다.�그들은�묻는다.�“이런�일�또는�저런�일이�생겼을�때�어떻

게�느끼셨나요?”�또는�“그�당시의�여러분�감정을�묘사하세

요.”�감정은�훨씬�과대평가되고�생각은�훨씬�과소평가된다.����

해설 |��

이�글은�경쟁�관계에�있는�스포츠�경기에서�팬들이�할�행동

을�기대하여�감정을�느끼는�사례를�통해�감정이�기대감에�근

거하여�생긴다는�내용이다.�따라서�빈칸에�들어갈�말로�가장�

적절한�것은�③�‘기대감’이다.�

①�과거의�실패

②�즉각적인�반응

④�타고난�기질

⑤�성취동기

구문 |���

▶  1행 / A sports announcer, prior to a game [that has 
been given a lot of media attention and has a long 
established rivalry], might say something like: “You 
can feel the emotion in the air.”
[  ]로 표시된 부분은 a gam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3행 / He says this because he anticipates [that the 
fans will {shout encouraging words}, {boo the 
referee}, {wave their arms} and {clap their hands}; 
in other words, they will do all the things fans 
usuall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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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표시된 부분은 anticipates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네 개

의 {  }로 표시된 부분은 모두 조동사 will에 이어진다. 

3������� 정답�⑤

소재 |  자기 불구화 현상(self-handicapping) 
해석 |� 1978년에�E. E. Jones와�Berglas가�비(非)스포츠�상

황에서�처음�정의한�자기�불구화�현상은�실패에�대한�변명을�

제공함으로써�자신의�자존감을�보호하는�데�도움이�되는�한�

사람의�생각�및�또는�행동으로�구성된다.�스포츠�분야의�예

는�운동선수가�자신이�예상하는�실패에�대한�이유를�설명하

며�스포츠�대회에서�질�것이라고�예상하는�것일�것이다.�자

기�불구화�현상에�빠진�사람들은�실패를�외적�원인으로�돌리

고�즉�‘변명하고’�성공은�내면화한다(즉�성공에�대한�자신의�

공을�인정한다).�그들은�실패를�자신의�부족한�능력과�결부

시키지�않음으로써�자존감을�보호한다.�그래서�운동선수들

이�실패에�자신의�책임이�없다고�느낀다면,�즉�예상되는�실

패는�다른�사람의�잘못이라고�한다면,�그들은�단체의�실패에�

대한�책임을�받아들이지�않는다.�게다가�그�팀�혹은�그�단체

는�실제로�실패할�것이�‘예상된다.’�사실,�그�운동선수는�노

력을�적게�함으로써�고의는�아니지만�실패를�촉진시킬�수도�

있다.�그래서�우리는�실패가�예상될�때�예상되는�실패�결과

를�뒷받침하는�방식으로�생각하고�행동한다.�

해설 |��

글의�내용은�자존감을�보호하기�위해�실패의�원인을�외부로�

돌리는�자기�불구화�현상에�대한�내용으로�사람들은�실패가�

예상될�때는�그�결과가�확실히�나오도록�생각하고�행동하기�

때문에�⑤�‘예상되는�실패�결과를�뒷받침하는’이�내용상�적절

하다.�

①�자존감을�해치는

②�팀의�성공을�촉진시키는

③�다른�사람의�잘못을�강조하는

④�신체적�어려움을�극복하는

구문 |���

▶  1행 / [First defined in nonsport settings by E. E. 
Jones and Berglas in 1978], self -handicapping 
consists of a person’s thoughts and/or actions [that 
serve to protect his or her self -esteem by providing 
excuses for failure].
첫 번째 [  ]는 self-handicapping을 의미상 주어로 하는 분사

구이고, 두 번째 [  ]는 명사구 a person’s thoughts and/or 
action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6행 / They do not associate failure with their poor 
skills, [thereby protecting their self -esteem].  
[  ]로 표시된 부분은 앞 절의 내용에 수반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이다. 

14 빈칸 완성 _ 절 / 문장

테스트확인

1� ⑤ 2 ④ 3 ④

본문 54~55쪽

1� 정답�⑤

소재 |  통제의 부정적 기능

해석 |� 통제는�그�자체의�필요성을�낳는다.�그래서�우리가�땅

을�다량의�살충제로�처리하면,�생겨나는�슈퍼잡초와�슈퍼버

그는�새로운�그리고�훨씬�더�많은�양의�살충제를�필요로�한

다.�누군가가�다이어트를�하고�자신의�먹고�싶은�충동을�억

제하려고�시도할�때,�어느�시점에서�그�억압된�욕망은�폭식

으로�폭발해�나와서�자신을�통제하려는�시도를�더�하게�한

다.�그리고�인간이�갇히고,�감시되고,�계획되며,�(일이)�할당

되고,�분류되고,�강요받을�때,�그들은�온갖�방법으로�때때로�

비이성적이거나�심지어�폭력적인�방법으로�저항한다.�아,�우

리는�우리가�이러한�사람들을�통제해야�한다고�생각한다.�중

독과�마찬가지로,�이러한�더�강해지는�통제�시도는�결국�개

인적이든,�사회적이든,�세계적이든�모든�이용�가능한�자원들

을�고갈시킨다.�그�결과는�통제의�기술이�미룰�수만�있을�뿐�

결코�해결할�수�없는�위기이다.�

해설 |��

통제는�그�자체의�필요성을�낳으므로�통제를�점점�더�강하게�

하면�문제가�해결되기보다는�결국�이용�가능한�자원들을�고

갈시킬�뿐이라는�흐름에서�빈칸에�들어갈�말로�가장�적절한�

것은�⑤�‘통제의�기술이�미룰�수만�있을�뿐�결코�해결할�수�

없는’이다.

①���다른�사람들을�통제하려는�욕망이�결국�이루어지는

②��인간이�실패하는�것을�배운다면�욕망과�힘이�통제할�수�

있는

③��생각을�통제하지�않는�것이�반응을�자동적이�되게�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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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있는�

④��통제되지�않은�행동이�다른�사람들의�행복을�위험에�처하

게�하는

구문 |��

▶  1행 / So, when we treat land with heavy pesticides, 
the superweeds and superbugs [that emerge] 
requ i re  new and even s t ronger  doses o f 
pesticides.
[  ]는 the superweeds and superbugs를 수식하는 관계

절이다.

▶  3행 / When someone [{goes on a diet} and 
{attempts to control her urge to eat}], at some 
point the suppressed desire explodes outward as 
a binge, [prompting further attempts to control 
herself].
첫 번째 [  ]는 When절의 술어로서, and로 연결된 두 개의 동사

구({  }로 표시)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  ]는 앞 절 내용의 결과

를 나타내는 분사구이다.  

2� 정답�④

소재 |  새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

해석 |� 새의�언어를�이해할�때,�우리는�인류학자가�인간의�문

화를�보듯이�새의�문화를�볼�필요가�있다.�각각의�종은�비록�

그�차이를�우리가�포착하기�힘들지라도�자연환경�내에서�서

로�다른�적합한�환경을�차지한다.�(그것은�새들에게는�분명

할�수도�있다.)�어떤�종들은�날면서�곤충을�잡고,�다른�종들

은�나뭇잎�밑으로부터�곤충을�긁어낸다.�특정�장소의�전체�

생태�환경을�우리가�더�잘�이해할수록,�우리는�새들의�관점

에서�이�세상을�더�잘�보게�되고,�새들의�언어를�더�잘�배우

게�된다.�모든�살아�있는�존재에게는�목적,�임무,�삶의�전략,�

일련의�재능,�그리고�일련의�약점이�있다.�그것의�행동이�무

작위적이고�무의미하다는�어떠한�가정도�제쳐�두라.�이러한�

종류의�가정은�새,�다른�동물,�그리고�인간에게�고유한�포착

하기�어려운�특유의�특징을�놓치는�결과를�초래한다.

해설 |��

각각의�종이�자연환경�내에서�서로�다른�적합한�환경을�차지

하고�있다고�했고,�모든�살아�있는�존재에게는�목적,�임무,�

삶의�전략,�재능,�그리고�약점이�있다고�한�것과�반대되는�개

념이�빈칸에�들어가야�하므로�빈칸에�들어갈�말로�가장�적절

한�것은�④�‘그것의�행동이�무작위적이고�무의미하다’이다.

①�새의�언어를�배우는�것이�가능하다

②�이러한�환경에서는�어떤�것도�존재할�수�없다

③�그것은�자신의�영역을�극적으로�바꾸지�않을�것이다

⑤�풍부한�물질적�환경이�필수적이다

구문 |��

▶  7행 / Set aside any assumption [that its behavior is 
random and meaningless].
[  ]는 any assumption과 동격을 이룬다.

▶   8행 / [Making these types of assumptions] leads to 
missing the subtle unique traits [inherent in birds, 
other animals, and people].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고, 두 번째 [  ]

는 the subtle unique traits를 수식하는 형용사구이다.

3������� 정답�④

소재 |  세계화의 역설

해석 |� 글로벌�브랜드들의�성공으로�몇몇�작가들은�지역�문

화의�몰락을�가져올�국제적�기업�브랜드에�의해�세계�문화가�

불가피하게�식민지화될�것이라�예견하게�되었다.�그러나�지

역�문화의�사회적�관계와�가치가�세계화의�추정된�점진적으

로�파괴적인�영향에�비교적�저항력이�있다는�증거�또한�있

다.�한국의�휴대폰�사용과�동아시아의�MTV에�대한�연구는�

동아시아에서의�글로벌�제품과�서비스의�확산이�지역�문화

를�파괴하기보다�지역�공동체의�도덕적�가치를�강화시키고�

재탄생시켰다는�것을�발견했다.�이것은�Giddens가�세계화

를�‘모순적이거나�대립적인�흐름으로�작동하는�복잡한�일련

의�과정’으로�정의하면서�지적하는�세계화의�역설적�측면이

다.�한편으로�세계화는�지역�문화를�파괴한다고�생각되지만,�

다른�한편으로는�그것은�세계�다른�곳에서�지역�문화�정체성

의�부활의�이유가�된다.�

해설 |��

글의�내용은�세계화가�지역�문화를�파괴할�것이라�예상되지

만�실제로는�반대로�지역�문화를�강화시키는�영향을�주기도�

한다는�내용이다.�따라서�④�‘그것은�세계�다른�곳에서�지역�

문화�정체성의�부활의�이유가�된다’가�빈칸에�들어가기에�적

절하다.��

①�그것은�지역�문화를�연구하는�방법�개선에�도움을�준다

②�그것은�아시아의�문화유산�보호로�관심을�끈다

③��그것은�시간과�공간의�제한�요소에도�불구하고�다양한�매

체의�확산을�가져왔다

⑤��그것은�전�세계�사람들에게�많은�양의�양질의�제품과�서

비스를�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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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

▶  3행 / However, there also is evidence [that social 
relationships and values in local cultures are 
relatively resistant to the assumed erosive effects 
of globalization].
[  ]로 표시된 부분은 evidence와 동격 관계이다. 

▶  7행 / This is the paradoxical aspect of globalization 
[at which Giddens points, when he defines 
globalization as “a complex set of processes that 
operate in a contradictory or oppositional fashion].” 
[  ]로 표시된 부분은 the paradoxical aspect of 
globalization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Part Ⅴ  쓰기 기본 능력

본문 56~57쪽15 무관한 문장 파악

기출 예제 � 정답�③

소재 |  농산물 취급 시 공기 관리

해석 |� �신선한�농산물을�취급할�때�온도를�관리하는�것뿐만�

아니라�공기의�관리도�중요하다.�저장하는�동안�탈수를�막기�

위해�공기�중에�약간의�습기가�필요하지만,�너무�많은�습기

는�곰팡이의�증식을�조장할�수�있다.�일부�상업용�저장�시설

은�이산화탄소와�습기�양쪽�모두의�수준이�세심하게�조절되

는�저온�저장과�함께�공기의�농도를�조절하는�장치를�갖추고�

있다.�(살아�있는�생명체가�숨을�쉴�때�이산화탄소를�방출하

지만,�이산화탄소는�오염�물질로�널리�간주된다.)�바나나와�

다른�신선한�농산물의�최적의�품질을�달성하는�데�도움이�되

도록�때때로�에틸렌�가스와�같은�다른�기체가�통제된�수준으

로�유입될�수�있다.�저장된�식품들�사이에�약간의�공기�순환

의�필요성이�기체와�습기의�관리와�관련되어�있다.

해설 |��

신선한�농산물을�취급할�때�공기의�관리의�중요성에�대한�

글에서�살아�있는�생명체가�숨을�쉴�때�방출되는�이산화탄

소가�오염�물질로�널리�간주된다는�내용의�③은�글의�전체�

흐름과�관계가�없다.

구문 |��

▶  1행 / In addition to controlling temperatures [when 
handling fresh produce], control of the atmosphere 
is important.
[  ]는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구이다.

▶  8행 / Related to the control of gases and moisture 
is [the need for some circulation of air among the 
stored foods].
[  ]는 문장의 주어로 도치가 되어 be동사인 is 다음에 위치해 있다.

테스트확인

1� ④ 2 ③ 3 ④

본문 58~59쪽

1�������� 정답�④

소재 |  인간 성공의 설명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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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해석 |� 인간의�성공을�설명하는�요소들�중�하나는�우리가�생

존이라는�개념을�개인에서�가족이나�부족�중심으로�확장시

켰다는�것이다.�우리가�한�팀으로�일하면�생존하고�번창하는�

것이�훨씬�더�쉬워진다.�한�무리의�사냥꾼들은�단지�한�사람

보다�훨씬�더�잘�동물을�궁지에�몰아넣어�죽일�수�있다.�신체

적으로는�덜�강하지만�더�솜씨�좋은�다른�사람들은�도구와�

무기를�만들�수�있다.�많은�공동체들이�개인의�생존�본능을�

능가할�수�있는�문화를�만들어�왔고,�우리의�전사들은�공공

의�이익을�위해�기꺼이�죽는다.�하지만�이것은�그들이�인류�

전체를�위해�하는�희생이�아니다.�(진정한�희생은�실천자의�

마음을�가볍게�해주고�그에게�평화와�기쁨을�준다.)�그들은�

자신들이�태어나고�충성을�맹세한�공동체를�위해서만�그들

의�생명을�포기할�준비가�되어�있다.

해설 |��

인간의�성공�요인들�중�하나는�생존이라는�개념을�개인에서�

가족이나�부족�중심으로�확장시킨�점이라는�중심�내용과�공

공의�이익을�위해�인간이�희생을�하기도�하지만�그것은�인류�

전체가�아니라�자신이�태어나고�충성을�맹세한�공동체를�위

한�것이라는�글의�맥락에서�진정한�희생의�가치에�대해�말한�

④는�전체�흐름과�관계가�없다.�

구문 |��

▶  1행 / One of the factors [that explain human 
success] is [that we have expanded our concept of 
survival from the individual to a focus on the family 
or tribe].
첫 번째 [  ]는 the factor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

는 is의 주격 보어이다.

▶  8행 / They are only prepared to give up their lives 
for the community [into which they were born] and 
[to which they have pledged allegiance]. 
두 개의 [  ]는 the community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2� 정답�③

소재 |  새로운 속성으로의 갑작스런 변화 양상

해석 |� ‘낙타의�등을�부러뜨린�지푸라기’라는�표현은�수량에

서�새로운�속성으로의�변화를�정확하게�설명한다.�추가된�하

나의�지푸라기가�그러한�효과를�낼�수는�없을�것�같지만,�어

느�시점에서�무게가�더해져�견딜�수�없는�짐이�된다.�이와�유

사하게,�물�한�잔이�한�번에�1도씩�냉각될�때,�그것은�그�액

체가�매우�다른�속성을�가진�고체인�얼음이�되는�시점에�도

달한다.�(서로�다른�속성을�지닌�서로�다른�물질은�서로�다

른�용도에�적합하다.)�변화에�대한�이러한�이해와�더불어,�

우리는�처음에는�천천히�변하는�것처럼�보이다가,�그런�다음�

갑자기�매우�다른�상황이�되는�것을�볼�수�있다.�사회가�점점�

더�두�계층으로�양극화되는�것은�겉보기에�정체되어�있는�것�

같은�시기를�어쩌면�한�번의�극적인�변화의�시기로�바꿀�수�

있다.�

해설 |��

기존의�체계가�더�이상�견딜�수�없는�시점에�도달했을�때�약

간의�변화로도�완전히�다른�것으로의�변화를�일으킨다는�흐

름에서�물질의�속성과�용도에�관한�내용인�③은�전체�흐름과�

관계가�없다.�

구문 |��

▶  3행 / Similarly, when a glass of water is cooled by 
one degree at a time, it reaches a point [where the 
liquid becomes ice, {a solid with very different 
properties}].
[  ]는 a point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그 안의 {  }는 ice와 동

격을 이루면서 부연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  7행 / The polarization of society more and more 
into two classes can potentially change [what has 
been a seemingly stagnant period] into one of 
dramatic change. 
[  ]는 change의 목적어이다. one은 a period를 대신하는 대

명사이다.

3�������� 정답�④

소재 |  설문지에 의한 연구

해석 |� 설문지는�사회과학의�연구를�수행하기�위한�타당하고�

흔히�매우�효과적인�도구이다.�그것의�효과성은�일반적으로�

질문을�구성하는�데�드는�사고와�계획의�양과�직접적으로�관

련이�있다.�이렇게�잘�계획된�질문은�언제나�나올�수�있는�대

답을�예상하는�데서�나온�결과이다.�이것은�질문들이�가능한�

적은�질문으로부터�의미�있는�반응의�비율을�가능한�높게�보

장하도록�미세하게�조정되는�것을�가능하게�한다.�다시�말해

서�질문자는�사람들이�어떻게�반응할�것인지에�대한�합리적

인�가설을�가져야�한다.�(따라서�면담과�비교하여�주요한�단

점은�그�기법의�더�수동적인�성질�때문에�얻어진�결과가�깊

이에�있어서�필연적으로�덜�풍부하다.)�‘도입’에서�그�가설과�

그것(가설)을�뒷받침하는�추론에�대한�설명은�여러분의�논리

를�설명하고�독자가�글의�나머지를�파악하고�이해하도록�준

비시키는�이상적인�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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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설문지를�활용한�사회과학�연구를�효과적으로�하기�위한�방

법을�제시하는�내용의�글이므로,�설문지�기법의�단점에�관한�

내용인�④는�전체�흐름과�관계가�없다.����

구문 |���

▶  2행 / Their effectiveness is normally directly related 
to the amount of thought and planning [that goes 
into the composition of the questions].
[  ]로 표시된 부분은 the amount of thought and 
planning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9행 / [An account of that hypothesis and the 
reasoning behind it in the Introduction] is the ideal 
way to [explain your logic] and [prepare the reader 
to grasp and understand the rest of the article].
첫 번째 [  ]로 표시된 부분은 문장의 주어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  ]로 표시된 부분은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to에 이어진다.

본문 60~61쪽16 글의 순서 

기출 예제 � 정답�③

소재 |  신뢰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

해석 |� 여러분이�어느�날�프로젝트를�하느라�바빠서�점심�식

사를�살�시간이�없다고�가정해�보자.�갑자기�가장�친한�친구

가�여러분이�가장�좋아하는�샌드위치를�들고�나타난다.�

(B) 그는�여러분이�바쁘다는�것을�알고�있으며,�샌드위치를�

사�주는�것으로�돕고�싶다고�말한다.�이런�경우에,�여러분은�

친구의�도움에�고마워할�가능성이�높다.�(C) 그러나�만약�

낯선�사람이�같은�샌드위치를�들고�나타나�그것을�여러분에

게�준다면,�여러분은�그것을�고마워하지�않을�것이다.�대신

에,�혼란스러울�것이다.�여러분은�‘당신은�누군데,�제가�어

떤�종류의�샌드위치를�먹고�싶은지�어떻게�아세요?’라고�아

마도�생각할�것이다.�(A) 이�두�경우의�주요�차이점은�신뢰�

수준이다.�여러분은�가장�친한�친구를�아주�많이�믿어서�그�

친구가�여러분을�너무�잘�알고�있다는�것에�대해�걱정하지�

않겠지만,�낯선�사람에게는�분명히�같은�수준의�신뢰를�주

지�않을�것이다.

해설 |���

여러분이�바쁠�때�친구가�샌드위치를�사�주는�상황을�가정한�

내용인�주어진�글에�이어�그�친구에게�고마워하는�내용인�

(B)가�온다.�낯선�사람이�같은�샌드위치를�가져오는�경우의�

혼란스러움을�언급한�(C)가�이어지고�두�경우의�차이가�신

뢰�수준의�차이라고�결론짓는�(A)가�오는�것이�자연스럽다.��

구문 |���

▶  1행 / Suppose [that you are busy working on a 
project one day and you have no time to buy 
lunch].
[  ]로 표시된 부분은 Suppose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  6행 / He tells you [that he knows {you are busy} 
and he wants to help you out by buying you the 
sandwich].
[  ]로 표시된 부분은 tells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하고, 그 안의 {  }

는 knows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테스트확인

1� ⑤ 2 ③ 3 ②

본문 62~63쪽

1�������� 정답�⑤

소재 |  SNS 팔로어 숫자에 대한 민감성

해석 |� 며칠�전에�나는�지하철을�타고�가면서�두�어린�소녀들

이�서로의�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계정을�자세히�읽으

며�얘기하는�것을�들었다.�(C) “너는�얼마나�많은�팔로어가�

있니?”라고�한�소녀가�물었다.�“300명밖에�없어.”라고�다른�

한�소녀가�낙담하는�것처럼�들리는�소리를�내며�말했다.�“그

럼,�너는�얼마나�있어?”�(B) 다른�한�소녀는�다섯�자리의�수

로�대답했다.�그리고�나는�첫�번째�소녀가�기가�꺾여�보이면

서�지하철�차량에�편안히�앉는�것을�보았다.�얼마나�많은�사

람을�여러분이�팔로우하는지,�얼마나�많은�사람이�여러분을�

팔로우하는지,�얼마나�많은�좋아요와�평을�여러분이�받게�되

는지와�같이�숫자에�묶이는�것은�쉽다.�(A) 하지만�사실상�

여러분이�그러한�사람들과�얼마나�많이�실제적인�방법으로�

상호작용하는지�생각해�보아라.�여러분이�얼마나�많은�사람

들과�매일�상호작용하는지를�생각한다면,�그�숫자는�아마�훨

씬�더�적을�것이다.�

해설 |��

지하철에서�두�소녀가�SNS 계정에�대해�이야기하는�것을�

들었다는�내용의�주어진�글에�이어�한�소녀가�팔로어의�수를�

다른�소녀에게�묻는�내용인�(C)가�온다.�다른�한�소녀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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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답과�사람들이�숫자에�묶이기�쉽다는�내용인�(B)가�이어지

고�매일의�실제�생활에서는�상호작용하는�사람들의�수가�더�

적다는�(A)가�오는�것이�자연스럽다.��

구문 |���

▶   3행 /  If you think of how many you interact with on 
a daily basis, the number is probably smaller still.
still은 비교급을 강조해서 ‘훨씬, 더욱’의 의미를 갖는다. even, 
much, far, a lot과는 달리 still은 비교급 앞에서도 수식을 하

지만 비교급 뒤에서도 수식을 한다. 

2�������� 정답�③

소재 |  어른의 권위 상실

해석 |� 어른에게�있던�권위의�역할과�지위와�밀접한�관련이�

있는�혼란은�젊은�세대를�사회화하는�사회의�능력에�대한�확

신의�상실로�이어졌다.�(B) 권위의�상실은�어른이�젊은�세대

에게�전달할�중요한�어떤�것을�가지고�있다는�주장을�약화시

킨다.�이러한�어른의�권위의�위기는�분명함과�확신을�가지고�

규범과�가치의�공유된�체계를�전달하지�못하는�것으로서�자

주�경험된다.�(C) 흔히�학교는�자신의�학생들의�사회화를�위

해�책임을�지는�임무를�맡는다.�그리고�그것은�때때로�학교

가�더�넓은�사회가�답을�가지고�있지�않는�문제의�해결책을�

발견하도록�기대되는�듯이�보인다.�(A) 결과적으로,�사회의�

문제는�교육의�문제와�자주�혼동된다.�어른의�권위가�줄어듦

에�따라�특히�사회화의�영역에서�학교의�역할은�확대되는�것

처럼�보인다.�

해설 |��

어른에게�있던�권위의�역할에�대한�혼란에�관한�내용인�주어

진�글에�이어�그�권위의�상실이�젊은�세대들에게�규범과�가

치를�전달하지�못하게�되었다는�내용의�(B)가�이어진다.�그�

뒤에�학교가�사회화의�책임을�지게�된다는�내용인�(C) 이후

에�학교의�역할이�확대되는�것처럼�보인다는�(A)가�오는�것

이�자연스럽다.��

구문 |���

▶  6행 / The loss of authority undermines the claim 
[that adults have something important to transmit 
to the younger generations].
[  ]로 표시된 부분은 the claim과 동격 관계이다. 

▶  10행 / Often schools are charged with the task of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socialization of their 
students], and it sometimes appears that schools 

are expected to find solutions to problems [for 
which the wider society has no answer].
첫 번째 [  ]는 the task와 동격 관계에 있는 동명사구이고, 두 번

째 [  ]는 problem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3�������� 정답�②

소재 |  유인원을 대상으로 한 바나나 실험

해석 |� 한�무리의�원숭이들이�단�하나의�우리�안에�수용된�한�

실험에서,�유인원�중�하나가�바나나를�향해�갔고,�그�순간에�

우리는�다른�모든�유인원에게�물을�퍼부었다.�바나나를�가진�

유인원은�매우�기뻤지만�나머지�유인원은�그렇지�못했다.�

(B) 그래서�우리는�바나나를�새것으로�교체하고�기다렸다.�

그�대담한�유인원은�그�바나나를�얻으려고�노력했다.�하지만�

그가�바나나를�향해�움직이자마자�다른�유인원에�의해�심하

게�공격받았다.�마침내�그�대담한�유인원은�바나나를�얻으려

는�자신의�시도를�포기했다.�(A) 결과에�매우�만족한�우리는�

두�유인원을�새로운�두�유인원으로�교체했다.�새로운�두�유

인원은�당연히(물론)�바나나를�향해�갔고,�그들은�집단의�나

머지에�의해�즉시�‘바로잡혔다.’�전체�집단이�새�유인원으로�

구성될�때까지�구�유인원을�새�유인원으로�교체하면서�실험

은�계속되었다.�(C) 유인원�중�하나가�바나나를�향해�가자마

자�그는�집단의�다른�구성원들에�의해�바로잡혔다.�이것은�

참으로�주목할만한�결과였다.�왜냐하면�유인원�중�누구도�물

에�의한�실제�벌을�경험하지�않았지만�그들�모두는�서로를�

바로잡아�결국은�바나나를�향해�가지�못했다.

해설 |��

실험에서�한�유인원이�바나나를�향해�갈�때�다른�유인원에게�

물을�퍼부은�내용인�주어진�글에�이어�그�유인원이�새로�교

체된�바나나를�향해�갈�때�다른�유인원이�그를�공격했다는�

내용인�(B)가�이어진다.�유인원을�새로운�인원으로�교체하

며�실험을�계속한�내용인�(A)로�이어진�후�누구도�물에�의

해�실제�벌을�받은�경험이�없지만�어떤�유인원도�바나나를�

향해�가지�못하게�되었다는�(C)의�내용으로�이어지는�것이�

자연스럽다.�

구문 |���

▶  11행 / [As soon as one of the apes went for the 
banana], he was corrected by the other members 
of the group.
[  ]로 표시된 부분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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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64~65쪽17 문단 안에 문장 넣기

기출 예제 � 정답�⑤

소재 |  학교 도서관의 소음 관리

해석 |� 학교�도서관에서�소리에�대한�염려는�과거보다�오늘�

날�훨씬�더�중요하고�복잡하다.�오래�전,�전자�장비들이�도

서관�환경의�아주�중요한�일부가�되기�전에는�사람들이�만들

어�내는�소음을�처리하기만�하면�되었다.�오늘날에는,�컴퓨

터,�프린터�그리고�다른�장비들의�폭넓은�사용이�기계�소음

을�더했다.�집단�활동과�교사의�설명이�학습�과정의�필수적

인�부분이기�때문에,�사람의�소음�또한�증가했다.�그래서�현

대의�학교�도서관은�더는�예전처럼�조용한�구역이�아니다.�

그러나�많은�학생들이�조용한�학습�환경을�원하기�때문에,�

도서관은�공부와�독서를�위해�여전히�조용함을�제공해야�한

다.�도서관�환경에�대한�이러한�요구를�고려해�볼�때,�원치�

않는�소음이�제거되거나�적어도�최소한으로�유지될�수�있는�

공간을�설계하는�것이�중요하다.�

해설 |��

글의�내용은�시대의�변화로�학교�도서관의�소음이�불가피하

게�증가했지만,�도서관�환경에�대한�기본적인�요구를�고려할�

때�조용한�공간을�유지하는�것이�필요하다는�내용이다.�마지

막�문장은�도서관�환경에�대한�이러한�요구에�해당하는�내용

으로�주어진�문장이�그�앞인�⑤에�들어가는�것이�글의�흐름

상�자연스럽다.�

구문 |���

▶  3행 / Acoustic concerns in school libraries are 
much more important and complex today than 
[they were (important and complex) in the past].
[  ]로 표시된 부분의 they는 Acoustic concerns in school 
libraries를 대신한다. [  ] 안에 (  )로 표시된 부분이 생략된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  9행 / Considering this need for library surroundings, 
it is important [to design spaces {where unwanted 
noise can be eliminated or at least kept to a 
minimum}].  
it은 형식상 주어이고 [  ]로 표시된 부분은 내용상 주어이다. [  ] 

안에 {  }로 표시된 부분은 spac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테스트확인

1� ② 2 ⑤ 3 ⑤

본문 66~67쪽

1������� 정답�②

소재 |  오렌지색 당근의 유래 

해석 |� 여러분이�확실히�몰랐던�사실이�여기�있는데,�당근은�

한때�오렌지색을�‘제외한’�모든�색을�가지고�있었다.�붉은색,�

검은색,�초록색,�하얀색�그리고�심지어�보라색�변종도�있었

다.�그런데�16세기의�어느�시점에,�네덜란드�재배자들은�이�

뿌리�식물에�애국적인�강점을�부여하기로�했다.�북아프리카

의�돌연변이�씨앗을�사용해서�재배자들은�스페인인들로부터�

독립을�이끌어�낸�그들의�군주인�오렌지�왕자�William 1세
에게�경의를�표하여�오렌지색�변종을�개발하기�시작했다.�오

렌지색�깃발을�가진�국가는�이제�바로�그들만의�오렌지색�당

근을�갖게�되었다.�여러분은�한�번도�사용된�적�없는�것이었

어도�역사상�가장�최고로�성공적인�브랜드�활동�중�하나로�

불러도�될�것이다.�역사상�가장�위대한�(기대를�놓쳐)�아쉬

운�브랜딩�기회를�먹고�있다는�것을�아는�것은�당근을�아작

아작�씹어�먹는�사람들은�아주�극소수이고�심지어�Bugs 
Bunney조차도�모른다.��

해설 |��

이�글은�과거에�오렌지색�당근이�없었는데�네덜란드인들의�

애국심으로�오렌지색�변종이�생겨났다는�내용으로�②�이후

로�애국심과�연관된�내용이�나오므로�주어진�문장이�②에�들

어가는�것이�글의�흐름상�자연스럽다.�

구문 |���

▶  4행 / [Using a mutant seed from North Africa], 
breeders began developing an orange variety in 
honor of their monarch, William Ⅰ, the Prince of 
Orange, [who led them to independence against 
the Spaniards].
첫 번째 [  ]는 breeders를 의미상 주어로 하는 분사구이고, 두 번

째 [  ]는 their monarch, William Ⅰ, the Prince of Orange
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  8행 / You might call this [one of history’s most 
superbly successful branding exercises], albeit 
one that was never capitalized on.
[  ]로 표시된 부분은 call의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한다. one은 an 
exercise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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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2������� 정답�⑤

소재 |  자존감을 형성하는 경험

해석 |� Pete Bradshaw는�1981년�(출간된)�자신의�책�‘The 
Management of Self-Esteem’에서�자존감을�보는�관점이�

어떻게�작동하는지를�묘사하는�소득과�저축이라는�개념을�근

거로�한�경제적인�비유를�제안했다.�그는�인생에서�자존감을�

강화시킬지도�모를�모든�경험을�잠재적인�자존감�‘수입’의�비

축으로�보았다.�개인이�이�자존감�‘계좌’에�넣기�위해�어떤�종

류의�경험을�‘입금(액)’으로�사용할지�선택하는�것은�이�모델

에서�중요하지�않은데�왜냐하면�그�경험들�모두�한�공간으로�

가기�때문이다.�‘수입의�흐름’의�강도나�빈도만이�우리의�자존

감의�수준을�결정한다.�실패는�계좌에서의�인출액과�매우�흡

사하게�자존감을�손상시키는�것으로�간주될�수�있다.�하지만�

어떤�한�통로를�막는�것이�반드시�문제가�되는�것은�아닌데�

그�이유는�다른�통로들이�성장을�보상하는�데�사용되기�때문

이다.�단지�전체�총�양만이�중요하다.�

해설 |��

이�글은�자존감을�형성하는�경험을�은행�계좌에�입금하는�것

에�비유하여�글의�마지막에�돈(자존감을�강화시키는�경험)이�

들어오는�통로에�상관없이�총�양이�중요하다는�내용이�자연

스럽게�연결되기�위해�⑤에�주어진�문장이�들어가는�것이�적

절하다.�

구문 |���

▶  3행 / Pete Bradshaw offered an economic analogy 
based on the concepts of income and savings [that 
describes how the view of self -esteem works in his 
1981 book, “The Management of Self-Esteem].”
[  ]로 표시된 부분은 an economic analogy를 수식하는 관

계절이다. 

▶  5행 / He viewed [all the experiences {that may 
enhance self-esteem in life}] as a reserve of 
potential self -esteem “income.”
[  ]로 표시된 부분은 viewed의 목적어이고, 그 안의 {  }는 all 
the experienc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3�������� 정답�⑤

소재 |  시선 변경의 전염성

해석 |� 일정�방향으로�향하게�하는�반응은�전염될�수�있다.�

우리는�자신이�막�감지한�자극(갑작스런�소음이나�주변�시야�

내의�움직임과�같은)을�향해�우리�자신을�향하게�할�뿐만�아

니라�우리는�또한�‘다른�사람들’이�향하는�방향으로�우리�자

신을�향하게�한다.�예를�들어�4개월�된�어린�유아가�다른�사

람의�시선을�따라갈�것이고,�어른들도�마찬가지로�그럴�것이

다.�이러한�반응을�시험해보기�위해�누군가와�그저�대화를�

하고�그러고�나서�그�사람의�어깨�너머로�여러분의�시선을�

돌리고�여러분의�눈을�다소�크게�하라.�그�사람이�얼마나�빨

리�돌아보는지를�보아라.�흥미롭게도�이러한�효과는�종�전체

에�걸쳐�발생한다.�여러분에게�애완동물이�있다면,�여러분이�

애완동물이�응시하는�쪽으로�여러분의�방향을�돌리고�나서�

아무것도�보이지�않아�실망했던�것을�발견했던�적이�있을�것

이다.�개와�고양이들은�인간과는�다소�다른�지각�체계를�가

지고�있기�때문에,�그들은�흔히�우리가�감지할�수�없는�것들

을�듣고,�보고,�또는�냄새를�맡을�수�있다.��

해설 |��

주어진�문장은�애완동물이�응시하는�쪽으로�자신의�방향을�

돌리고�나서�아무것도�보이지�않아�실망했던�사례에�관한�내

용이므로�개와�고양이의�지각�체계가�인간과�달라�인간이�감

지할�수�없는�것을�감지할�수�있다는�내용의�문장�앞인�⑤에�

놓이는�것이�가장�자연스럽다.�

구문 |���

▶  1행 / If you have a pet, you may have found 
yourself [orienting in the direction of your pet’s 
gaze], and [becoming frustrated when you did not 
see anything]!
두 개의 [  ]로 표시된 부분은 and에 의해 대등하게 연결되어 

found의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한다. 

▶  3행 / [Not only do we orient ourselves toward 
stimuli {we have just sensed} (like a sudden noise 
or movement in our peripheral visual field)], but we 
also orient ourselves in the direction [that others 
have oriented].
첫 번째 [  ]는 부정 표현 Not only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어 

we와 조동사 do가 도치되었으며, 그 안의 {  }는 stimuli를 수식

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the direction을 수식하는 관계

절이다.  

본문 68~69쪽18 요약문 완성

기출 예제 � 정답�①

소재 |  까마귀의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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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 까마귀는�놀랄�만큼�영리한�새�과(科)이다.�그들은�닭

과�같은�다른�새들에�비해�훨씬�더�많은�복잡한�문제들을�해

결할�수�있다.�부화한�후에�닭은,�둥지로�자신들에게�먹이를�

가져다주는�어미새에게�의존하는�까마귀보다�훨씬�더�빨리�

분주하게�자신의�먹이를�쪼아�먹는다.�하지만,�다�자랐을�때�

닭은�매우�제한적인�먹이를�찾는�능력을�지닌�반면,�까마귀

는�먹이를�찾는�데�있어서�훨씬�더�유연하다.�까마귀는�또한�

(결국)�더�크고�더�복잡한�뇌를�가지게�된다.�부화와�둥지를�

떠나는�것�사이에�그들의�긴�기간으로�인해�지능을�발달시킬�

수�있게�된다.

→�까마귀는�더�긴�의존의�기간을�가지고�있기�때문에�닭보

다�더�똑똑하다.

해설 |��

까마귀는�닭보다�더�똑똑한데�이는�부화와�둥지를�떠나는�것�

사이에�긴�기간�때문이라고�했으므로�요약문의�빈칸에�들어

갈�말로�가장�적절한�것은�①�‘똑똑한�-�의존’이다.

②�수동적인�-�의존

③�이기적인�-�경쟁

④�똑똑한�-�경쟁

⑤�수동적인�-�사냥

구문 |��

▶  1행 / They are capable of solving many more 
complex problems [compared to other birds, such 
as chickens].
[  ]는 They가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하는 분사구이다.

▶  2행 / After hatching, chickens peck busily for their 
own food much faster than crows, [which rely on 
the parent bird to bring them food in the nest].
[  ]는 관계절로 crows를 부연 설명한다.

테스트확인

1� ② 2 ③

본문 70~71쪽

1�������� 정답�②

소재 |  모호한 언어 표현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경향

해석 |� ‘feel’이라는�단어는�‘think’라는�단어의�동의어가�

아니다.�‘생각하다’가�더�적절한�경우에�‘감정을�느끼다’가�흔

히�사용된다.�감정은�마치�생각과�떨어져�있고�분리되어�존

재하는�것처럼�흔히�사용되고,�감정이�그�자체의�생명력이�

있어�어떤�의심�없는�사람에게�가서�온갖�피해를�입히기를�

기다리며�그저�떠도는�것처럼�사용된다.�어떤�이유에서인지�

우리�사회는�실제로�행동을�묘사하는�용어�대신에�‘emotion’
이나�‘emotional’ 같은�단어를,�또는�둘�다를�사용하는�것

을�선호하는�것�같다.�아마도�그것은�거의�모든�것에�대하여�

구체적이�되는�것으로부터�우리가�도망쳤기�때문일�것이다.�

우리는�일반론,�애매함,�그리고�정확성과�명료함이�부족한�

언어를�좋아하는�것�같다.�그래서�우리는�누군가가�행복하다

거나�슬프다거나�또는�그�비슷한�무엇이든�말하는�것�대신에�

우리는�그저�그가�감정적이라고�말하는�경향이�더�있다.�그

것은�감정이�애초에�어디에서부터�오는지를�이해해야�하는�

세심함을�기피한다.

→�모호한�언어를�사용하는�것이�사회적으로�더�용인되기�때

문에�사람들은�감정적인�같은�단어들을�사용한다.

해설 |��

사회가�구체적인�언어보다는�모호하고�명료하지�않은�언어

를�사용하는�것을�더�용인하기�때문에�사람들은�감정적인�같

은�단어들을�사용하는�경향이�있다는�내용의�글이므로,�요약

문의�빈칸�(A)에는�emotional, (B)에는�ambiguous가�가

장�적절하다.�

①�감정적인�-�감상적인

③�부정적인�-�모호한

④�부정적인�-�구체적인

⑤�사려�깊은�-�구체적인

구문 |���

▶  7행 / We seem to like generalities, vagueness and 
language [that lacks precision and clarity].
[  ]로 표시된 부분은 languag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8행 / So, instead of saying [someone is happy or 
sad or whatever], we are more inclined to simply 
say [he is emotional].
첫 번째 [  ]는 saying의 목적어이고 두 번째 [  ]는 say의 목적

어이다. 

2������� 정답�③

소재 |  기계의 사회화

해석 |� 대부분의�사회학자들은�사람의�능력의�대부분은�사회�

조직에�속해�있어서�얻어진다고�믿는다.�만약�기계가�인간의�

추론을�흉내�낼�수�있다면,�그러면�인간은�기계를�‘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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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시키는�방법을�알게�되었거나�‘사회적인�것’이라는�개념에�무

언가�문제가�생긴�것이다.�지금�인간들은�어떻게�기계를�사

회화시키는지�모른다.�즉�어떤�기계도�태어나서부터�길러지

고,�가족�내에서�언어를�배울�수�없으며,�이미�만들어져�있

는�일련의�사회적�능력과�사회적�상호작용을�통해�그것들(능

력)을�지속적으로�형성할�수�있는�능력이�각인되어�있는�기

계도�없다.�기계가�발달하면서�가끔�기계가�그러한�능력을�

가진�것으로�주장이�되어�왔다.�예를�들어,�신경�회로망이�

스스로�배울�수�있는�것으로�보이지만�그것은�비둘기와�같은�

것들을�훈련시킬�때처럼�서툴고�행동적인�방식으로만�가능

하므로�사회화의�더�깊은�문제는�다루어진�적이�없다.�이것

은�인공�지능의�어떤�실제적�성공이라도�사회학자의�사회적

인�것이라는�개념을�위협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집단에서의�상호작용을�통해�길러질�수�있는�인간의�능력

은�아직�인공�지능에서�성공적으로�구현된�적이�없고,�만약�

그것이�가능하다면�이는�사회적인�것이라는�개념을�위협할�

수도�있다.�

해설 |��

이�글은�인간의�능력은�다른�사람과의�상호작용인�사회화를�

통해�형성되는�것이므로�기계가�인간처럼�완전한�사회화의�

과정을�겪을�수�없다는�내용이다.�따라서�요약문의�빈칸�(A)
와�(B)에는�각각�interaction과�threaten이�들어가는�것이�

가장�적절하다.�

①�갈등�-�약화시키다

②�토의�-�수용하다

④�경쟁�-�강화시키다

⑤�학습�-�형성하다

구문 |���

▶  2행 / If machines could succeed in mimicking 
human reasoning, then either [humans would have 
learned to “socialize” machines] or [there would be 
something wrong with the idea of “the social].”
[  ]로 표시된 두 부분은 ‘둘 중 하나’라는 의미의 「either ~ or 
...」로 대등하게 연결되었다. 

▶  8행 / For example, neural nets appear to be 
capable of learning by themselves, but only in a 
crude, behavioristic way, as one might train a 
pigeon or the like, [so the deep problem of 
socialization has not been approached].
[  ]로 표시된 부분은 결과를 나타내는 절이다.

Part Ⅵ  통합적 이해

본문 72~73쪽19 장문의 이해 _ 1지문 2문항

기출 예제 � 정답�1.�②��2.�①

소재 |  유명한 과학자의 질문 능력

해석 |� Isaac Newton, Louis Pasteur, Albert Einstein, 
Thomas Edison, Pierre Curie와�Marie Curie 부부,�

Stephen Hawking 등�여러분이�알고�있는�가장�유명한�과

학자들을�생각해�보라.�이�모든�사람들이�공통으로�가진�것

은�무엇일까?�우선�한�가지는�그들이�모두�매우�똑똑하다는�

것이다.�어떤�경우에�그들은�자신들의�특정한�주제에�대해�

자신들이�알고�있는�것�대부분을�독학하기까지�했다.�사실,�

Isaac Newton 경은�오로지�자신이�물리학에서�풀려고�애

쓰고�있는�문제들을�풀기�위해�새로운�수학�분야(미적분학)

를�만들어�내야�했다.�그들을�그들�당대의�다른�똑똑한�사람

들과�구별해�주는,�그들�모두가�공통으로�지녔던�다른�것이�

있는데,�그것은�질문을�던지는�그들의�능력이다.

단지�좋은�두뇌를�갖는�것이�항상�충분하지는�않다.�훌륭한�

과학자가�되기�위해서�여러분은�수백,�어쩌면�심지어�수천�

명의�사람들이�이미�보고�풀�수�없었던�문제를�보고,�새로운�

방식으로�질문을�할�수�있어야�한다.�그러면�여러분은�그�질

문을�가지고�그것에�답하는�새로운�방법을�생각해�내게�된

다.�그것이�Newton과�여타�과학자들을�매우�유명하게�만든�

것이다.�그들은�지성을�“나는�이것에�대한�답을�알고�싶어.”

라고�말하는�호기심과�결합시켰다.�올바른�질문을�생각해�낸�

후에�그들은�그�질문들에�답하는�방법을�발견했고,�자신들의�

발견으로�유명해졌다.

해설 |��

1� �위대한�과학자가�되기�위해서는�질문을�던지고�그것에�대

한�답을�발견하는�능력이�필요하다는�것이�중심�내용이므로�

제목으로�가장�적절한�것은�②�‘위대한�과학자가�되는�데�무

엇이�필요한가?’이다.

①�과학:�독인가�약인가?

③�더�나은�미래를�위해�여러분의�재능을�나누라

④�예술�속의�과학,�과학�속의�예술

⑤�감정이�없으면�지성도�없다

2��훌륭한�과학자가�되기�위해서는�두뇌뿐만�아니라�새로운�

방식으로�질문을�던지는�자세,�즉�호기심이�필요하다고�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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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빈칸에�들어갈�말로�가장�적절한�것은�①�‘결합시켰다’

이다.

②�대체했다� ③�혼동했다� ④�최소화했다� ⑤�비교했다

구문 |��

▶  6행 / There is something else they all had in 
common [that set them apart from the other smart 
people of their time]—their ability to ask questions.
[  ]는 something else they all had in common을 수식

하는 관계절이다.

▶  8행 / To be a great scientist, you need to be able to 
look at a problem [that hundreds, maybe even 
thousands, of people {have already looked at} and 
{have been unable to solve}], and ask the question 
in a new way.
[  ]는 a problem을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그 안에 {  }로 표시된 

두 개의 동사구가 and로 연결되어 있다. 

테스트확인

1� ② 2 ⑤

본문 74~75쪽

1〜2�������� 정답�1.�②��2.�⑤

소재 |  인간의 마음을 읽는 식물

해석 |� 검류계의�수치가�뛰게�할�수�있을�정도로�강한�반응을�

인간에게서�유발하는�가장�효과적인�방법은�그�사람의�행복

을�위협하는�것이다.�CIA의�심문�전문가인�Cleve 
Backster는�바로�그것을�식물에게�해�보기로�결심하여,�손

에�든�뜨거운�커피잔에�드라세나�잎�하나를�넣었다.�측정�장

치에�이렇다�할�만한�반응이�없었다.�Backster는�몇�분�동

안�그�문제를�연구한�후�더�심한�위협을�생각했다.�즉,�그는�

전극이�부착된�실제�잎을�태우려�했다.�그가�불꽃의�그림을�

마음속에�품은�순간,�그리고�성냥을�향해�움직여�갈�수도�있

기�전에,�기록하는�펜의�계속적인�상향�곡선의�형태로�그래

프의�기록�패턴에�인상적인�변화가�있었다.�Backster는�식

물을�향해서나�기록계를�향해서�이동하지�않았다.�

Backster가�방을�나와�성냥�몇�개를�가지고�돌아왔을�때,�

그는�그�차트에�또�다른�갑작스러운�급상승이�기록되어�있었

다는�것을�알았는데,�그것은�분명히�그�위협을�실행하려는�

그의�결심�때문에�유발된�것이었다.�마지못해�그는�나뭇잎을�

태우기�시작했다.�이번에는�그래프에�나타난�반응의�최대치

가�더�낮았다.�나중에,�그가�나뭇잎을�태우는�척하는�행동을�

했을�때,�전혀�아무런�반응도�없었다.�그�식물은�실제�의도

와�가짜�의도를�구별할�수�있는�것처럼�보였다.

해설 |��

1� �마음속에�실제로�나뭇잎을�태울�것이라는�위협적인�생각

을�품었을�때�식물이�반응을�보였으나�나뭇잎을�태우는�척하

는�행동을�했을�때는�아무런�반응도�없었다는�내용이므로�제

목으로�가장�적절한�것은�②�‘식물은�인간의�마음을�읽을�수�

있나?’이다.

①�생명의�식물,�죽음의�식물

③�모든�정원에�알맞은�식물

④�민감한�영혼:�식물의�의사소통

⑤�멸종�위기에�처한�식물:�사라질�운명인가?

2��나뭇잎을�태우겠다는�위협을�실행하려는�결심을�했을�때

는�기록계에�변화가�크게�나타났으나�나뭇잎을�태우는�척하

는�행동을�했을�때는�전혀�아무런�반응도�없었다고�했으므로�

빈칸에�들어갈�말로�가장�적절한�것은�⑤�‘실제�의도와�가짜�

의도를�구별할’이다.

①�알맞은�양의�영양소를�흡수할

②�그�자체의�방어력을�끌어올려�준비할

③�어떤�상황에서도�빠른�속도로�성장할

④�어떤�사람이�친구인지�적인지�확인할

구문 |��

▶  1행 / The most effective way [to trigger in a human 
being a reaction strong enough {to make the 
galvanometer jump}] is to threaten his or her well- 
being.
[  ]는 The most effective way를 수식하는 to부정사구이고, 

그 안의 {  }는 enough의 기준을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다.

▶  10행 / When Backster left the room and returned 
with some matches, he found another sudden 
surge had registered on the chart, [evidently 
caused by his determination to carry out the 
threat]. 
[  ]는 앞의 내용에 대해 부연 설명하는 분사구이다.

본문 76~77쪽20 장문의 이해 _ 1지문 3문항

기출 예제 � 정답�1.�④��2.�⑤��3.�⑤

소재 |  자신감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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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해석 |� (A) �많은�빚을�져서�벗어날�길이�보이지�않는�한�회

사�중역이�있었다.�그는�어떠한�은행에서도�돈을�더�빌릴�수�

없었고,�공급�업체에게�돈을�지불할�수도�없었다.�어느�날,�

그는�회사가�파산하는�것을�막을�무언가가�있을까�생각하며�

머리를�감싸�쥔�채�공원�벤치에�앉아�있었다.�

(D) �갑자기�한�노인이�그의�앞에�나타났다.�그는�“무엇인가�

당신을�괴롭히고�있는�것�같군요.”라고�말했다.�그�중역의�

걱정을�듣고�난�후�그�노인은�“내가�당신을�도울�수�있다고�

믿습니다.”라고�말했다.�그는�그�남자에게�이름을�물었고,�

수표를�써서�그의�손에�밀어�넣었다.�그는�“이�돈을�가져가

시오.�오늘로부터�정확히�일�년�뒤에�여기서�나를�만나�그때�

내�돈을�갚으면�됩니다.”라고�말했다.�그러고�나서�그는�돌

아섰고�왔던�것만큼이나�빠르게�사라졌다.

(B) �그�중역은�그�당시�세계에서�가장�부유한�사람�중�하나

인�John D. Rockefeller가�서명한�오십만�달러짜리�수표

가�자기�손에�있는�것을�보았다!�그는�‘나는�당장�돈�걱정을�

잊을�수�있겠네!’라고�생각했다.�그러나�대신에,�그�중역은�

수표를�자신의�금고에�넣어두기로�결심했다.�단지�그�수표가�

거기�있다는�것을�아는�것만으로�그의�회사를�구할�방법을�

찾아낼�힘을�얻을�수도�있다고�생각했다.�몇�달�이내에�그는�

빚에서�벗어났고�다시�돈을�벌게�되었다.

(C) �정확히�일�년�후에�그는�그�수표를�가지고�공원으로�다

시�갔다.�약속된�시간에�그�노인이�나타났다.�그러나�바로�

그때,�한�간호사가�달려와서�그�노인을�붙잡았다.�“이�사람

이�당신을�성가시게�하지�않았기를�바랍니다.�그는�항상�요

양원을�탈출해서�사람들에게�자신이�John D. Rockefeller
라고�말합니다.”라고�간호사가�말했다.�놀란�중역은�그저�거

기에�서�있었다.�갑자기�그는�자신의�인생을�전환시킨�것이�

진짜이든�상상이든�그�돈이�아니라는�것을�깨달았다.�그가�

추구하는�것이�무엇이든�그것을�성취할�수�있게�해준�것은�

바로�새로�발견한�자신감이었다.

해설 |���

1� �빚�때문에�곤경에�처한�회사�중역에�관해�언급한�주어진�

글�(A) 다음에�한�노인으로부터�수표를�받고�일�년�뒤�만나

서�갚으라는�말을�들은�내용인�(D)가�이어진다.�John D. 
Rockefeller라고�서명된�수표를�금고에�넣어두고�쓰지�않

은�채�빚에서�벗어난�내용인�(B)로�이어지고�노인을�다시�만

났으나,�그�노인이�John D. Rockefeller가�아니라는�것을�

알고�자신감의�중요성을�깨달은�내용인�(C)가�이어지는�것

이�자연스럽다.

2��(e)는�노인을�가리키고,�나머지는�모두�회사�중역을�가리

킨다.�

3��회사�중역은�노인에게�자신의�고민을�털어놓았다고�했으

므로,�글의�내용과�일치하지�않는�것은�⑤이다.�

구문 |���

▶  1행 / There was a business executive [who was 
deep in debt and could see no way out].
[  ]로 표시된 부분은 a business executive를 수식하는 관계

절이다.  

▶  14행 / Suddenly, he realized [that it was{n’t the 
money, real or imagined}, that had turned his life 
around].
[  ]로 표시된 부분은 realized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그 안에 「it 
was ~ that...」의 강조 구문이 사용되었는데 {  }로 표시된 부분

을 강조하고 있다. 

단어와 숙어 |

executive (기업이나�조직의)�중역��

debt 빚��

check 수표��

grab 붙잡다��

self-confidence 자신감

테스트확인

1� ⑤ 2 ④ 3 ③

본문 78~79쪽

1~3�������� 정답�1.�⑤��2.�④��3.�③

소재 |  유언으로 남긴 말의 분배

해석 |� (A) �한�부자�남자가�죽었을�때�19마리의�말을�소유하

고�있었다.�그가�쓴�유언에는�자신이�죽었을�때�자신이�소유

한�말의�절반을�자신의�외아들에게�주고,�4분의�1은�마을의�

사원에,�5분의�1은�충실한�하인에게�주라고�씌어�있었다.�마

을�원로들은�계속�자신들의�머리를�긁적일�수밖에�없었다.�

19마리의�말의�절반을�그들이�어떻게�아들에게�줄�수�있을

까?�말을�조각낼�수는�없는�게�아닌가?�그들은�2주�넘는�동

안�이�딜레마를�해결하려고�머리를�짜냈고�이웃�마을에�사는�

현명한�남자를�부르러�사람을�보내기로�결정했다.��

(D) �그�현명한�남자는�자신의�말을�타고�왔고�마을�사람들

에게�자신이�그들에게�어떤�도움이�될�수�있는지�물었다.�마

을�원로들은�그에게�19마리의�말의�절반이�부자의�외아들에

게�주어져야�하고�4분의�1은�마을의�사원에,�5분의�1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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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한�하인에게�주어야�한다는�부자의�유언에�대해�말했다.�

현명한�남자는�자신이�그�어떤�지체함�없이�그들의�문제를�

즉시�해결할�것이라고�말했다.�

(C) �그는�19마리의�말을�서로�옆으로�일렬로�서�있도록�배

치했다.�그러고�나서�그는�스무�번째�말로�그�자신의�말을�더

했다.�이제�그는�아들에게�20마리의�절반인�10마리를�주며�

일을�시작했다.�20마리의�4분의�1,�즉�5마리의�말은�사원�

위원회에�주어졌다.�20마리의�5분의�1,�즉�4마리의�말은�충

실한�하인에게�주어졌다.�10�더하기�5�더하기�4는�19마리

의�말이�되었다.

(B) �마지막�스무�번째�말은�그�자신의�말이었는데,�그는�신

속하게�말에�올라�몇�마디�격려의�말을�하고,�집으로�말을�타

고�돌아갔다.�마을�사람들은�그저�어안이�벙벙했고,�믿기지�

않았고�감탄으로�가득�찼다.�그리고�현명한�남자의�작별의�

말은�그들의�마음과�정신에�새겨졌는데,�그들은�그것들을�매

우�소중히�했고�오늘날까지�그들의�다음�세대에�전했다.�

해설 |���

1� �한�부자�남자의�유언�내용을�해결하지�못해�이웃에�사는�

현명한�남자를�부른�내용인�주어진�글�(A) 다음에�현명한�남

자가�문제를�즉시�해결하겠다고�말한�내용인�(D)가�이어진

다.�자신의�말을�포함시켜�20마리를�만들어�슬기롭게�말을�

배부한�(C)의�내용이�이어지고�작별의�말을�남기고�자신의�

집으로�되돌아간�내용인�(B)로�이어지는�것이�자연스럽다.

2��(d)는�부자�남자를�가리키고,�나머지는�모두�현명한�남자

를�가리킨다.

3��현명한�남자는�자신이�타고�온�말을�타고�집으로�돌아갔다

고�했으므로,�글의�내용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③이다.�

구문 |���

▶  5행 / They puzzled over this dilemma for more than 
two weeks and then decided to send for a wise 
man [who was living in a neighboring village]. 
[  ]로 표시된 부분은 a wise man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9행 / And the parting words of the wise man were 
inscribed in their hearts and minds, [which they 
great ly  cher ished and passed on to thei r 
succeeding generations till today].
[  ]로 표시된 부분은 the parting words of the wise man
을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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