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편입생모집 편입고사 영어
문제 해설
1. ②
[설명] distract는 ‘(마음, 주의를) 흩뜨리다’란 뜻이므로 동일한 의미를 가진 ②diverted가
정답이다.
2. ①
[설명] pockets는 ‘지역’이라는 뜻으로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①areas가 정답이다.
3. ①
[설명] jaded는 ‘싫증난’, ‘물린’이라는 의미로 이와 유사한 뜻을 가진 ①bored가 정답이다.
4. ③
[설명] drab은 ‘칙칙한,’ ‘재미없는’이라는 의미로 이와 유사한 뜻을 가진 ③uninteresting이
정답이다.
5. ②
[설명] go to any length는 '(~하기 위해) 많은 애를 쓰다’라는 의미의 관용적 표현이다.
따라서 ‘(~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다’라는 의미의 ②make a great effort와
가장 유사하다.
6. ①
[설명] 다국적 기업의 가격 담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의 이유를 묻는 내용이므로 ‘독점’의
의미를 가진 ①monopoly가 정답이다.
7. ②
[설명] 아이의 생명을 구한 것은 이타적 행동이므로 ②altruistic이 정답이다.
8. ③
[설명] 영장류는 5개의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엄지손가락을 다른 4개의 손가
락과 ‘마주보게 할 수 있어서’ 나뭇가지에 매달리거나 음식을 잡을 수 있다는 내용이
므로 정답은 ‘마주볼 수 있는’의 뜻을 가진 ③opposable이다.
9. ④
[설명]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에 –ever가 붙은 복합관계대명사(④whichever)가
뒤의 명사(team)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다.
10. ①
[설명]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받은’ 직원들이라는 의미이므로, 수동
의 의미를 지닌 과거분사 ①given이 앞의 명사 workers를 꾸며주게 된다. 주격관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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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와 be동사(who were)가 생략된 구조이다.
11. ③
[설명] 미국에서 지난 7월 이래 코로나바이러스가 더 적게 발견되었다는 내용으로 7월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므로 현재완료시제와 주어에 대한 수동의 의미를 가진
③have been detected가 정답이다.
12. ④
[설명]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2그램의 크레아틴이 필요하고 그중의 절반은 우리 몸에서 만
들어진다는 내용이다. 선행사 two grams를 지칭하면서 빈칸 뒤의 절과 연결시켜주는
기능은 관계대명사이므로 ④half of which가 정답이다.
13. ③
[설명] not only ~ but (also)의 구문으로 부정부사구인 not only가 해당 절의 맨 앞에 위
치하면 뒤따르는 표현의 어순이 바뀌어야 하고, 또한 but이하의 절에서의 시제를 고
려하면 ③not only had I written이 정답이 된다.
14. ①
[설명]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상호보완적 매체로서 광고판과 라디오의 기능을 설
명하는 글이다. each has advantages over the other를 분사구문으로 바꾼 표현이고
두 개의 매체를 언급하는 것이므로(one / the other) the others는 답이 될 수 없다.
15. ②
[설명] 일부 국가에서는 시민들에게 노출되는 위험요소를 통제하는 것을 정부의 책임이라고
여긴다는 내용이다. citizens are exposed to the risk가 형용사절로 바뀐 구문이므로
②exposing은 수동태인 exposed로 고쳐야한다.
16. ②
[설명] 이 도시들이 지구의 거대한 판(plates)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험에 직면
해 있다는 내용이다. As they are located near~를 분사구문으로 바꾼 것이므로
being이 생략된(수동태 분사구문) Located로 고쳐야한다.
17. ④
[설명]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다. 에너지 절약용 전구와 수도
계량기 등을 도입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지만, 일상에서 꼭 필요한 물 또는 음식
을 낭비하는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러한 필수품 가격을 비싸
게 만든다는 것이 맥락상 가장 자연스러우므로 ④much more expensive가 적합하다.
18. ④
[설명] 중국과 일본의 문자 체계(상형문자)의 유사성을 설명하는 글이다. 각 언어의 ‘생선’
을 표현하는 소리(음성 언어)는 다르지만, ‘생선’을 표현하는 각 언어의 문자는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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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상반되는 내용이 접속사(but) 뒤에 이어져야 하므로 ④write it the same way
가 적합하다.
19. ①
[설명] 첫인상이 강력하지만 반드시 영구적(permanent)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Suzette가
미용사에게 가졌던 부정적인 첫인상이 후에 호의적으로 바뀐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①permanent가 적절하다.
20. ③
[설명] 뉴턴의 운동법칙을 골프공의 움직임으로 설명한 글이다. 골프 공을 치면 공은 곧장
앞으로 나가지만, 중력이 공을 지상으로 끌어당겨서 곧장 가는 것을 방해하며, 공기
중에서는 공기의 저항이 공의 속도를 낮추고, 공이 지상에 닿으면 잔디표면의 마찰로
인해서 공의 속도가 한층 더 느려진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한층 더 느려진다’는 의미
를 가진 ③slows down even more가 정답이다.
21. ①
[설명] 공자는 자식은 부모를, 신하는 군주를 존경하고 따라야 한다고 믿었지만 그렇다고
전제정치를 옹호했던 것은 아니며, ‘그와는 반대로’ 국가는 군주가 아니라 백성을 위
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예전 시대의 도덕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
했는데, ‘사실’ 그가 말한 개혁은 예전 시대의 통치관행으로부터의 변화 혹은 진보를
주장한 것이라는 내용이므로

①On the contrary-In fact가 정답이다.

22. ②
[설명] 자민족(집단/인종)중심주의를 Eskimo(날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Inuit(진실된/진짜 사
람들)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통해 들여다본 글이다. 다른 집단의 문화적 관행을 자민
족(집단) 위주의 편견을 가지고 관찰(ethnocentric observation)해서 나온 단어가
Eskimo이므로 ②가 정답이다.
23. ①
[설명]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Poetics)에 나타난 비극의 특징을 설명하는 글이다. 모든 비
극은 비극적 영웅이 있고 그 영웅은 비극을 초래하는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몰락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볼 때 빈칸에는 downfall과 action이 들어가야 한다.
24. ④
[설명] (6세 미만의) 아이들이 보여주는 왕성한 호기심의 대상은 예측할 수 없게 자주 바뀌
는데,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집중력의 결여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어
른들이 아이들이 지닌 이러한 ‘호기심의 (진가를) 인정한다’면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지식의 양을 몇 배나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④가 정답이다.
25. ③
[설명] 타인을 위해 소비하는 금액과 기쁨의 정도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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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되었다는 내용의 글이다. 실험 전 ‘평상시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실험 후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연구자는 실험 참
가자가 본인의 보너스의 1/3를 타인을 위해 소비한다면 행복지수가 1포인트 상승한
다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가끔(sometimes)’ 행복하다고 답변한 참가자는 타인을 위
한 소비활동 후에는 sometimes보다 1포인트 높은 답이 나와야 하므로 빈칸에는 ③
most of the time이 들어가야 한다.
26. ④
[설명] 독순술(speech-reading)을 이용한 의사소통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다. ‘똑같아 보이
는 소리들은 입술을 보고 읽는 이들이게 고통스런 부분이다’라는 내용 다음에는 그런
소리들의 예(b, p, m)가 나와야 어울리므로 ④ D가 정답이다.
27. ①
[설명] 1800년대에 시작된 Dixieland jazz의 음악적 특징 및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난 변화
를 서술하는 글이다. ②,③,④는 글의 내용과 다르고 Dixieland jazz는 소규모 앙상블
그룹이 특징이라는 내용이 언급되었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28. ③
[설명] 위대한 것은 불확실성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글이다. 토마스 에디슨의 전
구의 발명이나 스티브 잡스의 미니컴퓨터의 발명은 사물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우리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나 불확실성과 직면해
야 한다. 그러므로 글의 제목은 ‘불확실성에 직면할 필요성’인 ③이 적당하다.
29. ②
[설명] 우리는 소득과 지식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전문지식(expertise)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학교교육은 소득으로 연결되며, 국가 전체인구가 1년간 더 교육을 받으면 1인
당 GDP(국내총생산) 30% 증가와 연계된다. 교육과 국가의 GDP간의 놀라운 상관관
계(correlation)는 경제학자들이 칭하는 인적자본의 외적영향, 즉 사람들이 숙련된 사
람들과 함께 할 때 더욱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②의 전문지식
(expertise)과 상관관계(correlation)가 빈칸에 적절하다.
30. ④
[설명] 대다수 청소년들의 가출 동기는 ‘내재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글이므로 ④가 정답
이다.
31. ②
[설명] 인간의 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분(subcortex, neocortex, cerebrum)이 수행하
는 다양한 기능(brathing, eating, logical thinking etc.,)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므로
②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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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②
[설명] 그는(Steve Jobs)는 Apple에서 퇴출된 뒤에도 여전히 ‘기계와 아름다운 디자인을
접목시켜보려는 바람’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외양보다는 내적 실용성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글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33. ③
[설명] 비둘기들도 사람들처럼 사물의 이미지를 많은 논리적 카테고리로 나누어 구성한다는
것을 밝혀낸 실험 결과에 대한 내용이다. 찰스 다윈은 지능 발전이 동물에서 인간으
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집필했고 따라서 이런 실험 결과는 그에게 놀랄 일
(surprise)이 아닐 거라는 내용이 나오므로 ③‘다윈은 실험 결과에 동의했을 것이다’
가 정답이다.
34. ④
[설명] 새들의 깃털과 날개가 생태계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온 모습을 설명하
는 글이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35. ④
[설명] showy는 ‘화려한, 보기 좋은’의 의미를 가진 단어이므로 ‘장식적인’이라는 뜻의 ④
ornamental이 가장 유사하다.
36. ③
[설명] 영화 제작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일부 책들은 그 내용을 영화로 각색하기 불가능하다
고 설명하는 글이므로 이 글의 주된 내용은 ③movie adaptation of books이다.
37. ④
[설명] 독특한 문학 스타일로 쓰인 일부 책들은 영화로 각색될 경우 본래 책이 가진 위대한
점에 필적하기 힘들다는 내용이다. rival은 ‘~에 못지않다, ~에 필적하다’는 의미이고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의 단어는 ④equal이다.
38. ②
[설명] (A)에서는 많은 작가들이 영어의 표준화를 위해 영어 아카데미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고 (B)에서는 17, 18세기의 작가들이 구체적인 패턴과 규칙이 없는 영어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영어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C)에서는 적절한 영어 사
용을 위한 문법 규칙에 대한 책을 출판한 작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B)-(A)-(C)의 순서가 가장 자연스럽다.
39. ③
[설명] Swift와 Dryden은 영어에 대한 타락(corruption)을 언급하는데 이는 특정한 패턴과
규칙이 없는 영어를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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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②
[설명] 영어의 표준화를 위한 여러 작가들의 노력과 시도를 상술하고 있으므로, 제목으로는
②Writers’ Attempts to Standardize English가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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