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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담화의 목적 고르기
M: Good morning, Lakeside High School students. 

This is your principal. As you know, Mrs. 
Smith retired a few weeks ago. So, we were 
without a music teacher for the past few 
weeks. But today, I’m happy to announce that 
Cindy White joined our school as the new 
music teacher. Ms. White is a passionate 
teacher and a talented violinist in the local 
orchestra. She worked at Wellington High 
School for three years. There, she organized a 
school band and led many successful 
performances. We’re excited to have such an 
enthusiastic music teacher in our school. 
Please give her a warm welcome when you 
see her!

2. [출제의도] 의견 고르기
W: Jake, you look so nervous today. 
M: That’s because I have a big test this 

afternoon. 
W: Oh, you must be concerned. Have you studied 

a lot?
M: Sure. But the problem is, I usually get so 

nervous that I make stupid mistakes on tests.
W: Then, why don’t you try eating chocolate 

before the test? 
M: Chocolate? Do you think that will help?
W: Yes, eating chocolate will relieve your anxiety.
M: Really? I always thought that chocolate was 

just a kind of dessert or snack.
W: Actually, chocolate was originally used as a 

medicine. It can lower levels of anxiety‑related 
hormones.

M: Hmm... But I heard that chocolate can increase 
one’s heart rate.

W: If you eat too much, that’s true, but a proper 
amount of chocolate helps you feel calmer.

M: Sounds interesting. Thanks for the tip.
3. [출제의도] 대화자의 관계 고르기
M: Ms. Miller, it’s been such a long time since 

we last met. How have you been?
W: Good. I went abroad on a business trip for 3 

months.
M: You must have been very busy. What brings 

you here today?
W: I want to make a change to refresh my look.
M: Hmm... What were you thinking of? 

W: I want to get my hair colored and cut.
M: Unfortunately, your hair’s condition doesn’t 

look good. Why don’t you change your hair 
color next time?

W: Fine. Then, I’ll get a haircut today and visit 
you again to get my hair colored.

M: Okay. What style of cut do you want?
W: I don’t want it too short.
M: Don’t worry. I’ll take care of it.

4. [출제의도] 내용 불일치 고르기(그림)
M: Rebecca, look at this picture.
W: Sure. What is it?
M: This is the garage in my new house. I finally 

have one.
W: Great. It was your dream to have your own 

garage, right?
M: Right. Look at this tool board on the wall. It’s 

very convenient for hanging tools.
W: Good. And you put a table below the board.
M: Yes, I use it for repairing broken things. Can 

you see the skateboard in the box? I changed 
its wheels all by myself.

W: Awesome. But isn’t it boring to work alone?
M: Yes, that’s why I put a big speaker in the 

corner to listen to music.
W: Cool. Is that your new bicycle near the door?
M: Yes, now I can safely store it inside the 

garage.
W: That’s good. You were always worried about 

your bicycle when it rained. Congratulations.
5. [출제의도] 할 일 고르기
W: Billy, I’m so excited about our first trip to 

Jeju Island next week.
M: Indeed, honey. We’ve been waiting so long for it. 
W: Yeah. I checked the weather forecast, and it 

says it will be nice.
M: Good. Is there anything we’re forgetting to do 

before going?
W: Hmm... Oh! I forgot to make a reservation for 

a rental car.
M: Don’t worry. I’ve already made one at a 

reasonable price.
W: What a relief! How about our plan to change 

our room from a city view to an ocean view?
M: I’ve already called the hotel and changed it to 

have an ocean view.
W: Great. I heard that the Jeju Tourism 

Organization is having a special event. They 
provide discount coupons to fancy restaurants. 

M: Really? How can we get some?
W: We can download them from their website.
M: Okay, I’ll do that right away.

6. [출제의도] 숫자 정보 파악하기
M: Welcome to Sky Cable Car. How may I help 

you?
W: Hi. I want to buy tickets. I see two types of 

cable cars.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gular and the Crystal Cable Car?

M: The Crystal Cable Car has a glass floor, so 
you can see below you. 

W: That must be thrilling! How much is it for an 
adult?

M: An adult ticket is $20.
W: Is that round‑trip?
M: No, this is a one‑way ticket. You need to pay 

an additional $5 each for round‑trip tickets.
W: Then I’ll buy round‑trip tickets for two adults.

M: So round‑trip Crystal Cable Car tickets for two 
adults, right?

W: Yes, and I have a discount coupon for local 
residents. Can I use it?

M: Let me take a look. [Pause] Yes. You can get 
a $5 discount off the total.

W: Very good. Here’s my credit card.
7. [출제의도] 5W1H(이유) 고르기
W: Hi, Jason. I like your T‑shirt.
M: Thanks. I bought it for just $3 at the flea 

market.
W: What a bargain! I want to buy a T‑shirt like 

yours, too.
M: Then, how about going to the flea market 

together? It’ll be held this Saturday.
W: This Saturday? I’d love to, but I can’t.
M: Oh, I know you work at Tom’s Bakery. Do 

you work on Saturdays? 
W: No, I only work on weekdays.
M: I see. Then is it because of the medical 

check‑up you reserved last week? 
W: I did make an appointment, but I changed the 

date to next Friday.
M: So, then what’s your plan for Saturday?
W: Actually, it’s my uncle’s wedding that day. I 

promised to play the piano for him at the 
ceremony.

M: Great! Maybe some other time, then.
8. [출제의도] 세부 내용 고르기(언급 유무)
M: What are you looking at, Hailey?
W: I’m browsing our local community website to 

check out this month’s events. It says the 
Brantown Community Picnic is coming up.

M: Sounds interesting. It could be a good chance 
to meet our neighbors and talk with them. 
When is it?

W: It’s on June 18th, from 11 a.m. to 3 p.m. 
Would you like to go with me?

M: Why not? I don’t have any plans for that day. 
W: Great! Guess where it will be held. We’ve 

been there several times.
M: Is it going to be in Brantown Park? 
W: That’s right.
M: I like that place. Let me see... It says they 

will hand out a tumbler as a gift to all of the 
participants.

W: Terrific! How do we sign up?
M: We just need to call the community center by 

this Friday.
W: Then let’s do it right now!

9. [출제의도] 담화 내용 불일치 고르기
W: Good morning, everyone. I’m Olivia Benson, 

the president of Golden Star Observatory. 
We’ll be hosting Space Science Camp for 
teenagers this summer vacation. It’s a 3‑day 
camp which goes from August 21st to August 
23rd. Our programs will help you learn more 
about space. A former astronaut, Dr. Michael 
Russell, will give a special lecture about space 
travel. Participants will even have a chance to 
look at stars through our telescopes. If you 
want to join this camp, you should sign up at 
our website. The reservation page will open 
two weeks before the camp. The participation 
fee is $50 per person. We hope to see you 
then. Thank you.

10. [출제의도] 세부 내용 고르기(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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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Tom, we have so many dishes to wash after 
every meal.

M: You’re right. Let’s buy a dishwasher from this 
online mall.

W: Well, what’s our budget for that?
M: We can’t spend more than $800. We’ve 

already spent too much this month.
W: I agree. Well, dishwashers get dirty easily, so 

white is not a good choice for the color.
M: Right. Plus, silver or black would match our 

kitchen cabinets.
W: Okay. Which would you prefer, a portable or a 

built‑in type?
M: I’d prefer a built‑in. We would have more 

space with a built‑in.
W: Besides, it would look more stylish.
M: Good point. Then, there are two options left. 

Which one would be better?
W: Definitely this one. When it comes to warranty 

periods, the longer, the better.
M: Perfect! Then let’s order this one.

11. [출제의도] 짧은 대화의 적절한 응답 고르기
M: Emily, the plants you gave me are dying.
W: When taking care of plants, giving them 

enough sunlight and water is very important.
M: I think there’s enough sunlight. But how often 

should I water the plants?
W:                                              

12. [출제의도] 짧은 대화의 적절한 응답 고르기
W: Richard, have you chosen a place for Mom’s 

birthday party? It’s already next week!
M: I’ve been trying to make a reservation at 

Palace Bistro, but the restaurant never 
answers my calls.

W: Haven’t you heard? It’s closed for repairs until 
next month!

M:                                              
13. [출제의도] 긴 대화의 적절한 응답 고르기
M: Sarah, where did you get those bananas?
W: I just took them out of the parcel box in front 

of the door.
M: What box? I haven’t ordered anything recently. 
W: Really? I thought you ordered them, so I ate 

some.
M: Let’s check the address on the box.
W: Oh no! The package was misdelivered. This is 

not our address.
M: Umm... The bananas were supposed to be 

delivered to our next‑door neighbor, Mr. Jones.
W: What should I do? 
M: I think it would be good to explain to him 

why you took them. And we should buy him 
some new bananas. 

W: Okay. I’ll tell him what happened right away. 
M: Wait! It’s too late. Mr. Jones usually goes to 

bed really early, so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to wake him up now.

W:                                              
14. [출제의도] 긴 대화의 적절한 응답 고르기
W: Hi, Tim. Nice to see you. 
M: Hi, Christine. You look like you’re in good 

shape. Are you working out these days?
W: Yes, I go to the gym every morning and take 

a swimming class some evenings.
M: I want to learn how to swim, but I haven’t 

had a chance to take lessons.
W: How about signing up for the swimming course 

I’m taking?
M: Good idea. Where are you taking it? 
W: At the community center near our apartment. 

The fee is quite reasonable and the swimming 
instructors are kind.

M: That sounds like a perfect place to start.
W: If we work out together, I’m sure we’ll have a 

great time.
M: Me, too! So, how can I register?
W: You can register online starting this afternoon. 

But the swimming classes are popular, so sign 
up soon!

M:                                              
15. [출제의도] 상황에 적절한 응답 고르기
W: Amy and Jerry are close neighbors. They live 

next to each other and their children go to 
the same kindergarten. One day, when Amy is 
about to leave work, she’s given some tasks 
that must be done immediately. Amy looks at 
her watch and finds that there’s only one hour 
left before the kindergarten classes end. She 
realizes that no matter how fast she finishes 
the work, she will never be able to get to her 
son in time. Amy needs someone to help her 
and thinks of Jerry. So, she wants to ask 
Jerry to bring her son back home from 
kindergarten.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Amy most likely say to Jerry?

[16~17]
M: Hello, students. Last time, we talked about 

the problem of wasting materials. Today, 
we’re going to discuss how used materials are 
recycled and turned into new products. Used 
paper is usually cut down into small pieces 
and sent into a machine to remove any ink or 
glue on it. Then it can be used for making 
things such as toilet paper and paper bags. 
Metals like steel and iron are also valuable as 
recyclable materials. They are melted down 
and easily transformed into car parts, frames, 
foils, and other things. Glass is another 
special material that can be recycled 
endlessly. Like metals, glass is also melted 
down after being crushed, and then it is made 
into new bottles and jars. Plastics are 
complicated to recycle because there are so 
many types. After sorting and melting the 
plastics, they can be turned into new products 
like bottles and toys through a special 
process. Now, let’s take a look at some video 
clips and then we’ll discuss them in detail.

16. [출제의도] 긴 담화 듣기(담화의 주제 파악하기)
17. [출제의도] 긴 담화 듣기(담화의 언급 유무 고르기)
18. [출제의도] 글의 목적 고르기
 Stevens씨께,

제 이름은 Peter Watson이고, 저는 Springton 도서관
의 관리자입니다. 우리의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주 6일로 확대
하는 것을 계획 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줄 자원봉사자를 더 많이 모집해야 할 필요
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원봉사자 중 한 명
이 올 수 없었을 때 당신이 우리를 위해 채워 준 일주
일을 아직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정말 그 이야기들에 
생명을 불어넣었죠! 그런 이유로, 매주 금요일 오전 10
시부터 11시까지 한 시간 동안 미취학 아동들에게 책을 
읽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당신이 이 기회를 받아들

여서 더 많은 아이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되길 바
랍니다. 우리는 당신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
니다.
Peter Watson 드림

19. [출제의도] 심경 변화 고르기
나는 작고 짙은 갈색 문으로 걸어가서 문을 두드렸다.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문을 밀었
다. 녹슬어서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 문이 획 열렸
을 때, 한 남자가 그 방의 뒤쪽 구석에 서 있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며 두 손을 입에 갖다 댔다. 그는 
나를 지켜보면서, 거기 서 있었다! 내 심장이 계속 요
동칠 때, 나는 그 역시 두 손을 그의 입 위로 올린 것
을 보았다. 잠깐... 그것은 거울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테이블을 지나 방 뒤쪽에 세워져 있는 오래된 거
울로 걸어갔다. 나는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고, 차분하게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구] creak 삐걱거리는 소리

20. [출제의도] 필자의 주장 고르기
개인의 성취와 인정을 향한 질주 속에서, 성공한 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작은 시작을 잊는다. 그들은 
종종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잊는다.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어버리고, 상황이 힘들
고 진척이 없을 때 곁에 있어 준 사람들을 소홀히 한다
면, 당신의 성공은 가치가 없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도
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도움을 주는 부모님, 친구, 
조언자, 코치들이 있다. 당신은 당신을 도와준 사람들 
모두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다. 감사는 당신과 다른 사
람들을 연결해 주는 접착제이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 
과거에 그곳에 있었고 마지막에도 그곳에 있을 것 같은 
사람들과 당신을 계속해서 연결해 주는 다리이다. 관계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당신의 진
정한 성공을 결정한다.
[어구] humble 작은, 시시한 gratitude 감사 

21. [출제의도]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
고객들을 즐겁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기업들에게, 

뛰어난 가치와 서비스는 기업 문화 전반의 일부가 된
다. 예를 들어, 해마다, 고객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Pazano는 서비스업 중 최상위 또는 상위권을 차지한다.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 기업의 열정은 그것의 신조
에 요약되어 있고, 이는 그 기업의 고급 호텔이 진정으
로 기억될 만한 경험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고객 중
심 기업은 경쟁사 대비 높은 고객 만족을 제공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고객 만족을 최대화하려고 하지는 않는
다. 기업은 가격을 낮추거나 서비스를 증진시킴으로써 
고객 만족을 항상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더 낮
은 이윤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따라서, 마케팅의 목적
은 수익을 내면서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것
은 매우 미묘한 균형을 필요로 한다: 마케팅 담당자는 
더 많은 고객 가치와 만족을 계속해서 창출해야 하지만 
‘집을 거저나 다름없이 팔아서는’ 안 된다. 
[어구] hospitality industry (호텔, 식당 등의) 서비스업 

22. [출제의도] 글의 요지 파악하기
대중적인 양육법을 단순히 채택하는 것의 문제는 그

것이 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변수, 즉 자녀의 독특함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가지 양육 방식이 모든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우
리는 정원사의 안내서의 일부를 참고할 수도 있다. 정
원사가 의문이나 거부감 없이 식물의 요구 사항을 받아
들이고 각각의 식물이 자라고 번성하는 데 필요한 적절
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도 역시 각각의 
아이들의 타고난 욕구에 맞는 양육을 맞춤 설계할 필요
가 있다. 그것이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가능하다. 일
단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진정 어떤 아이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양육하도록 축복 받은 아이에게 보다 긍
정적이고 수용적이도록 양육 방식에 변화를 줄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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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내기 시작할 수 있다.
[어구] adopt 채택하다 flourish 번성하다 

23. [출제의도] 글의 주제 파악하기
영화 Groundhog Day 에서, Bill Murray가 연기한 기

상캐스터는 하루를 반복해서 다시 살아야 한다. 끝이 
없어 보이는 이 고리에 직면하여, 그는 결국 같은 날을 
같은 방식으로 두 번 사는 것에 저항한다. 그는 프랑스
어를 배우고, 위대한 피아노 연주자가 되고, 이웃들과 
친구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우리는 왜 그
를 응원하는가? 왜냐하면 반복되는 것이 매력적일지라
도, 우리가 완벽한 예측 가능성은 원하지 않기 때문이
다. 놀라움은 우리를 끌어들인다. 그것은 우리를 자동 
조종 장치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계속 인식하게 한다. 실제로, 보상과 관련된 신
경전달물질 체계는 놀라움의 수준과 관련이 있다: 규칙
적이고, 예측 가능한 때에 전달되는 보상은 임의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때에 전달되는 동일한 보상보다 뇌에서 
훨씬 적은 활동을 산출한다. 놀라움은 만족감을 준다. 
[어구] rebel 저항하다

24. [출제의도] 글의 제목 추론하기
빌딩은 무생물이지만,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

물은 아니다. 아무리 단순한 집이라도 항상 진술을 하
는데, 그것은 말보다 벽돌과 돌, 나무와 유리로 표현되
지만 꽤 크고 명확하다. 잡초와 버려진 자동차로 둘러
싸인 녹슨 트레일러나 높은 벽을 가진 아주 새로운 소
형 저택을 볼 때, 우리는 즉시 메시지를 받는다. 이 두 
경우 모두, 비록 다른 억양이지만, 그것은 “여기에 들어
오지 마시오”이다. 물론 우리와 소통하는 것은 집뿐만이 
아니다. 교회, 박물관, 학교, 병원, 식당, 사무실 등 모
든 종류의 건물들이 우리에게 조용히 말한다. 때때로 
그 진술은 의도적이다. 가게나 레스토랑은 주로 저소득
층 또는 고소득층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설계될 수 
있다. 건물들은 우리가 그들의 메시지를 의식적으로 명
심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어구] inanimate 무생물의

25. [출제의도] 내용 불일치 고르기(도표)
위 그래프는 2019년과 2020년 5개국 각각의 GDP에 

대한 여행 및 관광의 기여를 보여 준다. 5개국 모두에
서, 2020년에 GDP에 대한 여행 및 관광의 기여는 전년
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2019년과 2020년 모두에서, 
5개국 중 미국이 GDP에 대한 여행 및 관광의 가장 큰 
기여를 나타냈고, 중국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에서, 
2020년에 GDP에 대한 여행 및 관광의 기여는 2019년
의 그것의 3분의 1미만이었다. 2019년에, 독일은 GDP
에 대한 여행 및 관광의 기여가 일본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20년에는 그 반대였다. 2020년에는, 영
국이 GDP에 대한 여행 및 관광의 기여가 2,000억 달러 
미만인 유일한 국가였다. 

26. [출제의도] 내용 불일치 고르기
제왕나비는 날개에 예쁘고 밝은 색의 얼룩무늬가 있

다. 날개 바깥쪽 가장자리에 흰 점들이 있다. 뒷날개는 
둥글고, 앞날개보다 더 밝은 색을 띤다. 몸통은 검은 바
탕에 흰 점이 있다. 어미 나비는 밀크위드 잎의 아래쪽
에 오직 한 개의 알만 낳고, 그것은 약 3일에서 5일 후
에 부화한다. 제왕나비는 3월부터 10월까지 미국 전역
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날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제왕나비는 북부 주의 추운 겨울 기온에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현명하게 북부 주에서 남부
로 이주하여 동면한다. 제왕나비는 더 따뜻한 지방으로 
4천 킬로미터 넘게 날 수 있는 유일한 곤충이다.
[어구] monarch 제왕

27. [출제의도] 내용 불일치 고르기(실용문)
2022 한국어 말하기 대회

당신은 한국어를 뽐내고 싶은 외국인 학생인가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신만의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 주제: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의 경험”
∙ 영상 제출 마감일: 9월 5일
∙ 상품
- 1등: $100 및 한국 전통차
- 2등: $50 및 한국 전통 인형
∙ 세부 사항
- 영상의 도입부에 이름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 영상은 3분에서 5분이어야 합니다.
- 영상 파일을 k‑speech@kcontest.com에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28. [출제의도] 내용 일치 고르기(실용문)

EZ 휴대용 사진 프린터
사용자 설명서

LED 표시기에 대한 유의 사항
∙ 흰색: 전원 켜짐
∙ 빨간색: 배터리 충전 중
작동 방법
∙ 프린터를 켜려면 전원 버튼을 누르시오.
∙ 프린터를 끄려면 전원 버튼을 두 번 누르시오.
∙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케이블을 USB 포트에 연결하

시오. 완전 충전은 60 - 90분이 소요됩니다.
∙ 프린터에 무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모바일 장치에 

‘EZ Printer App’을 다운로드하시오. 
인화지 장착 방법
∙ 프린터의 상단 덮개를 들어 올리시오.
∙ 인화지를 로고가 아래로 향하도록 넣으시오.

29. [출제의도] 문법성 판단하기
World Bank와 같은 기관들은 “선진” 국가와 “개발도

상” 국가를 구별하기 위해 부를 사용하지만, 그들은 또
한 발전이 경제 성장 그 이상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발
전”은 경제 성장에 의해 야기되거나 경제 성장을 수반
하는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변화도 포함할 수 있으며, 
그 변화의 일부는 긍정적이고 따라서 (일부는) 부정적
일지도 모른다. 경제 성장이 인간과 지구에 어떻게 영
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
다는 인식이 커졌고 — 그리고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국
가들은 경제 활동이나 프로젝트의 폐해를 피해가 나타
난 이후보다, 그것이 계획되는 때인, 초기에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고 훨씬 적은 고통을 야기
한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쉽
지 않고 항상 불완전하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의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만 
집중했던 이전의 널리 퍼진 태도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이해와 도덕적 관심을 나타낸다.
[해설] ⑤ was → did

30. [출제의도] 문맥상 적절한 어휘 파악하기
가장 진보된 군사용 제트기는 전자식 비행 조종 장치

이다. 그것들은 매우 불안정해서 계속 제어하기 위해서
는 인간 조작자보다 더 빠르게 감지하고 행동할 수 있
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스마트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의존은 역설로 이어졌다. 기술이 향상될수록 그 
기술은 신뢰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지고, 인간 조작자들
은 훨씬 더 그것에 의존한다. 결국, 그들은 집중력을 잃
고, 산만해지며,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하도록 내버려 둔 
채로 떠난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 대형 여객기를 조종
하는 것은 TV를 보는 것과 같은 수동적인 직업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괜찮다. 예상치 못한 일은 인간의 가치를 드러낸다. 우
리가 제시하는 것은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
연성이다. 기계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협력하
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도구의 역할을 할 뿐이다. 따라서 

인간 조작자가 관리를 포기하면 그 시스템이 심각한 사
고를 겪을 가능성이 더 적을(→ 많을) 것이다.

31.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추종자는 부하라는 직책이나 리더의 바람에 따르는 

행동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추종자도 이끌 힘
이 있다. 추종자는 리더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그 반대
도 마찬가지이다. 이로 인해 Ronald Heifetz와 같은 일
부 리더십 분석가들은 추종자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을 피하고 권력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시민” 또
는 “구성원”으로 지칭하게 되었다. 추종자에 대한 너무 
단순한 관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Heifetz의 
말은 옳다. 현대의 삶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리
더와 추종자가 되고, 그 범주는 꽤 유동적일 수 있다. 
우리의 목표가 변함에 따라 추종자로서의 우리의 행동
도 바뀐다. 만약 내가 음악에 대한 나의 판단보다 당신
의 판단을 더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떤 콘서트에 참석
할지에 대해서는 당신의 주도를 따를 수 있다 (당신이 
비록 공식적으로 지위상 나의 부하일지라도). 하지만 
내가 낚시 전문가라면, 공식적인 지위나 내가 어제 콘
서트에 대해 당신을 따랐다는 사실과는 관계없이, 낚시
할 장소에 대해서는 당신이 나를 따를 수 있다.
[어구] subordinate 부하

32.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색은 파장에 대한 해석으로, 내부에서만 존재하는 것

이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파장은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 이어지는 파장의 스펙트럼인 “가시광선”이
라고 부르는 것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더 생소하게 느
껴진다. 그러나 가시광선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극히 일
부만을 구성하는데, 그중 10조 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전파, 마이크로파, X선, 감마선, 휴대폰 통화, 와이파이 
등 나머지 모든 스펙트럼이 지금 우리를 통해 흐르고 
있으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이것
은 우리가 스펙트럼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이러한 신호
를 포착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생물학적 수용체도 가
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의 
단면은 우리의 생명 작용에 의해 제한된다.
[어구] wavelength 파장 fraction 파편, 소량

33.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직업으로서의 저널리즘에 관해 특이한 점은 그것의 

독립성의 부족이다. 이론적으로, 의학이나 성직자와 같
은, 고전적인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머리
와 손에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나 고용주
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고객이나 환자로부
터 직접 수입을 끌어낼 수 있다. 게다가, 전문직 종사자
들이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객들은 
그들에게 의존한다. 언론인들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론적이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환자들이 의사들에게 의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
중이 언론인들에게 의존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언론인은 일반적으로 뉴스 기관을 위해 일해야
만 대중들에게 봉사할 수 있으며, 그 기관은 그녀나 그
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 언론인들의 수입은 대중
이 아닌, 고용한 뉴스 기관에 의존하는데, 이는 종종 광
고주들로부터 수익의 대부분을 얻는다.
[어구] practitioner 전문가

34.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오늘날 세계 대부분에서 자본주의와 자유 시장은 경

제적 자원을 분배하고 경제적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최
고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
가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다른 시스템들을 
시도했지만, 많은 경우 그들은 자유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하거나 자유 시장의 측면들을 받아들였다. 자유 시
장 시스템의 광범위한 수용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완전
히 자유로운 상태로 맡겨지는 경우는 드물다. 정부의 
개입은 법과 규정의 제정과 집행에서부터 미국의 담보 
기관과 같은 실체를 통한 직접적인 경제 참여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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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중요
한 형태의 정부 개입은 중앙은행과 국가 재무기관이 경
기 주기의 흥망성쇠를 통제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로 나타날 것이다.
[어구] allocate 분배하다 mortgage 담보 

35. [출제의도] 무관한 문장 파악하기
인플레이션에 관한 위험성은 개인 투자의 미래 실질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당
신이 수수료가 없고 이자가 생기지 않는 은행 계좌에 
100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은행 계좌에는 항상 100달러가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1년 동안 은행에 그 돈을 보관하고 그 기간에 
인플레이션이 100퍼센트라면, 당신은 여전히 100달러
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만약 당신이 그 돈을 인
출해서 당신의 지갑에 넣어둔다면, 당신은 1년 전에 당
신이 살 수도 있었던 물건들의 반만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만약 인플레이션이 당신이 받고 
있는 이자의 양보다 더 빨리 증가한다면, 이것은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당신 투자의 구매력을 감소시킬 것이
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상품의 가격을 올린다면 당신 
회사의 총수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아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를 구별하는 이유이다.
[어구] differentiate 구별하다

36.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촉감 수용체는 신체 곳곳에 퍼져 있지만 골고루 퍼져 

있지는 않다. 대부분의 촉감 수용체는 손가락 끝, 혀, 
그리고 입술에서 발견된다. (C) 예를 들어, 각각의 손가
락 끝에는 약 5천 개의 서로 떨어져 있는 촉감 수용체
가 있다. 몸의 다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적다. 당신의 
등 피부에는, 촉감 수용체가 2인치만큼 떨어져 있을 수
도 있다. (B) 당신은 스스로 이것을 테스트해 볼 수 있
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등을 한 손가락, 두 손가락, 또
는 세 손가락으로 찌르게 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손가락을 사용했는지 추측해 보라. 만약 손가락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다면, 당신은 아마 그것이 한 개라고 생
각할 것이다. (A) 하지만 만약 손가락끼리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당신은 그것들을 각각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만
약 그 사람이 당신의 손등에 같은 행동을 한다면(몇 개
의 손가락이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 
당신의 눈을 감은 채로), 당신은 아마 손가락이 서로 
가까이 있을 때조차도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어구] evenly 골고루

37.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네트워크 시장의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은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한 가지 유명한 예는 당신의 컴
퓨터와 사용되는 QWERTY 키보드이다. (B) 당신은 어
색한 문자 배치를 가진, 이 독특한 키의 배열이 왜 표
준이 되었는지 의아해할지도 모른다. 19세기 QWERTY 
키보드는 물리적 키가 있는 수동 타자기의 시대에 개발
되었다. (C) 그 키보드는 자주 사용되는 (E와 O 같은) 
키가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도록 
설계되었다. 전자 타이핑 기술이 발전했을 때 즈음,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수백만 개의 QWERTY 타자
기에서 타자 치는 법을 배웠다. (A) QWERTY 키보드를 
더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교체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고 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영어 
키보드에서 문자의 배치는 구식 QWERTY로 남아 있다.
[어구] placement 배치

38. [출제의도] 문장 삽입하기
온도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불 속에 놓아둔 금

속 부지깽이처럼 눈에 띄게 빛이 날 정도로 물체가 뜨
거울 때 생긴다. 빛나는 물체의 색은 온도와 관련이 있
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물체는 먼저 빨간색 그리고 
나서 주황색으로 변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뜨거운” 색

인 흰색이 된다. 온도와 빛나는 물체의 색 사이의 관련
성은 천문학자들에게 유용하다. 별의 색은 그것들의 온
도와 관련이 있고, 사람들이 아직 별까지의 먼 거리를 
이동하고 더 정확한 방법으로 그것들의 온도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그것들의 색에 의존한다. 
이 온도는 보여질 수 있는 빛을 방출하는 별의 부분인, 
별 표면의 온도이다. 별의 내부는 비록 숨겨져 있지만, 
온도가 훨씬 더 높다. 하지만 별의 색깔에서 얻은 정보
는 여전히 유용하다.
[어구] emit 방출하다 poker 부지깽이 glow 빛나다 

39. [출제의도] 문장 삽입하기
창의성 연구의 첫 번째 물결의 궁극적 목표는 IQ가 

전반적인 지능을 측정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전반적
인 창의력을 측정하기 위한 성격 검사였다. 한 사람의 
창의성 점수는 IQ 점수가 물리학, 수학 또는 문학에 국
한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력하는 어떠한 분야에
서도 우리에게 그 또는 그녀의 창의적 잠재력을 말해 
줄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심리학자들은 전반적
인 “창의성 지수”와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전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창의적인 
것은 아니다; 그들은 활동의 특정 범위, 즉 특정 영역에
서 창의적이다. 우리는 창의적인 과학자가 또한 재능 
있는 화가가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창의적인 바
이올린 연주자는 창의적인 지휘자가 아닐 수도 있고, 
창의적인 지휘자는 새로운 곡을 작곡하는 데 매우 뛰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제 창의성이 특
정 영역에만 한정된 것이라는 것을 안다.

40. [출제의도] 문단 요약하기
퍼포먼스 심리학의 큰 아이러니는 개개의 운동선수들

이, 그가 능력이 있는 한, 이길 것이라고 믿도록 가르친
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
도 내면의 회의에 빠지지 않는다. 그것이 스포츠 심리
학의 논리이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스포츠의 논리이다. 과학자와 운동선수의 차이
점을 주목하라. 의심은 과학자의 일상적인 업무이다. 진
보는 이론을 반박하는 증거에 집중하고 그에 따라 이론
을 개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회의론은 과학적 진보의 
추진 연료이다. 하지만 운동선수에게 의심은 독이다. 진
보는 증거를 무시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그것은 의심과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고방식을 만드는 것이
다. 다시 한 번 되풀이하자면: 이성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건 미친 짓이나 다름없다. 왜 운동선수는 자신이 질
거라는 모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길 것이
라고 확신해야 하는가? 선수는 이기기 위해서, 증거가 
아니라, 마음이 유용하게 해낼 수 있는 무엇이든지 간
에 자신의 신념을 할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학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 회의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과학자들과는 달리, 스포츠 심리학은 운동선수들이 성
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
한 감정을 없애야 한다고 한다.
[어구] indulge ~에 빠지다 skepticism 회의론 
immune to ~에 영향을 받지 않는 

[41~42]
상식은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과의 토론이 그 집단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온건한 태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한다. 놀랍게도, 이것이 항상 사실은 아니
다. 집단 양극화에서, 일정 기간의 토론은 집단 구성원
들이 이미 선호하는 경향이 있던 방향으로 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압박한다. 집단 양극화는 태도의 방향
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에 가졌던 태도를 
강화한다. 두 가지 압력들이 집단 토론 후에 개인들이 
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순응과 소속 욕구는 집단 양극화에 기여한다. 만
약 어떤 집단의 다수가 특정한 방향으로 기울어 있다
면, 그 다수에게 동의하고, 심지어 그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소속 방법이 무엇이겠는

가?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뭉치는 경향
이 있는데, 이는 기존 의견에 대한 강화를 제공하고, 그
러한 의견에 대한 사람들의 확신을 높이고, 그러한 의
견에 대한 새로운 근거 및 상반되는 관점에 대한 반론
의 발견을 야기하며, 상충되는 생각에의 노출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주제에 대한 토론에의 노출은 태도를 바
꾸는(→ 유지하는) 데 대한 새로운 이유를 도입한다. 만
약 당신이 이미 총기 규제에 반대하고 있으며 당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추가적인 주장을 듣는다면, 당신은 결
국 원래보다 더 반대하게 될지도 모른다.
[어구] polarization 양극화 conformity 순응
counterargument 반론 

41. [출제의도] 1지문 2문항(글의 제목 추론하기)
42. [출제의도] 1지문 2문항(문맥상 적절한 어휘 파악하기)
[43~45] 

(A) 한 사업가가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의 자리에 도
착한 후, 그는 여행 동반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창가
에 앉아 있는 중년 여성과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있는 
어린 소년. 가방을 머리 위 짐칸에 넣은 후, 그는 그들 
사이에 앉았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 그는 어린 소년과 
대화를 시작했다. 그는 그의 아들과 나이가 비슷해 보
였고 색칠 공부 책을 칠하느라 바빴다.

(D) 그는 소년에게 그의 나이, 취미, 좋아하는 동물과 
같은 몇 가지 일상적인 질문을 했다. 그는 그런 어린 
소년이 혼자 여행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그를 지켜보기로 했다. 비행 
시작 1시간여 만에 비행기가 갑자기 난기류를 타기 시
작했다. 조종사는 악천후를 만났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매고 침착하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다.

(B) 비행기가 여러 차례 오르락내리락하자 사람들은 
긴장해 자리에 똑바로 앉았다. 그 남자도 긴장해서 그
의 좌석을 최대한 꽉 잡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어
린 소년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색칠 
공부 책과 크레용은 앞 좌석 주머니에 가지런히 치워져 
있었고, 그의 손은 차분히 다리에 놓여 있었다. 놀랍게
도, 그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C) 그러다가, 갑자기, 난기류가 끝이 났다. 조종사는 
험난한 비행에 대해 사과하고 그들이 곧 착륙할 것이라
고 알렸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을 때, 그 남자는 
어린 소년에게 말했다, “너는 어린 소년일 뿐이지만, 나
는 평생 동안 더 용감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어른
들 모두가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있었
는지 말해 주겠니?”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는 말했다. 
“저희 아버지께서 조종사이신데, 아버지께서 저를 집으
로 데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구] aisle 통로 descent 하강 

43. [출제의도] 1지문 3문항(글의 순서 파악하기)
44. [출제의도] 1지문 3문항(지칭 추론하기)
45. [출제의도] 1지문 3문항(세부 내용 파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