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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시모집
세종캠퍼스 적성시험 – 영어(공통)

1.� 일반정보

유형 □�논술고사� � □�면접�및�구술고사� �☑ 선택형�및�단답형�문항
전형명 학생부적성전형

해당�대학의�계열(과목)� /�문항번호 인문계열(영어)� /� 문제� 1-25

출제�범위
영어과�교육과정�

과목명

실용�영어Ⅰ,�실용�영어�회화,�실용�영어�독해와�작문,�실용�

영어Ⅱ,� 영어Ⅰ,�영어�회화,� 영어�독해와�작문,� 영어Ⅱ

예상�소요�시간 50분� /�전체� 50분

2.� 문항�및�제시문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답하시오.�

          
1.� 윗글의� 목적으로�가장� 적절한�것은?�

①� � To� warn� against� exercise-related� stress

②� � To� offer� students� fitness� classes

③� � To� remind� students� of� the� importance� of� exercise

④� � To� offer� students� a� healthy� schoolwork�

⑤� � To� introduce� a� squeezing� exercise� for� students

   � Do� you� find� yourself� sitting� behind� your� desk� all� day� long?� Do� you� always� feel�

tired?� You� may� be� suffering� from� “I’m� too� busy� to� exercise”� syndrome,� which� is�

very� comm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one� survey,� over� 60%� of�

Korean� teens� aged� 15� to� 19� said� they� didn’t� exercise� at� all� while� only� 5.9%�

managed� to� exercise� five� days� a� week.� This� guide� will� help� teens� like� you� learn�

how� to� squeeze� time� to� exercise� into� your� hectic*� day.� After� all,� exercising� is� not�

a(n)� ____________;� it’s� a� must!�

*� hectic:� 분주한,� 매우�바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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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윗글의� 빈칸에�들어갈�말로� 가장�적절한�것은?�

①� � schedule�

②� � choice

③� � service

④� � success

⑤� � obligation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답하시오.�

3.� 윗글의� 요지로�가장�적절한�것은?�

①� � Difficult� livelihood� of� women� in� the� developing� world

②� � Importance� of� electricity� in� everyday� life

③� � Importance� of� riding� bicycles� in� rural� areas

④� � Benefits� of� a� pedal-powered� machine� in� the� developing� world

⑤� � Stress� reliever� for� women� in� the� developing� world

4.� 윗글의� 빈칸에�들어갈�말로� 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 unsuitable

②� � unfit

③� � impractical

④� � useless

⑤� � efficient

 �
� � In� the� developing� world,� women� typically� spend� 8� hours� each� week� washing�

their� family’s� clothing� by� hands� in� open� streams� or� lakes.� Powered� washing�

machines� exist,� but� they� are� _____________� in� many� rural� areas� because� electricity�

is� unavailable� or� too� expensive.� The� Bicilavadora� is� a� low-cost,� pedal-powered�

washing� machine.� It� does� not� use� any� electricity� and� is� easy� to� operate� � just� like�

riding� a� bike!� Its� innovation� is� its� simple� design� and� its� use� of� inexpensive� plastic�

or� metal� barrels� and� bicycle� parts� that� are� readily� available� locally.� It� can� be�

produced� and� maintained� within� the� community� instead� of� relying� on� imported�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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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 윗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리스 요리 moussaka를 소개하려고
② 지윤의 가족의 주말 식단을 소개하려고
③ 그리스 요리 moussaka의 유래를 알리려고 
④ 아테네의 유명한 식당에 대해 알리려고
⑤ 지윤의 가족의 그리스 여행에 대해 소개하려고 

6. 윗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Do you have a favorite food that comes from another country? Maybe you 
like spaghetti or tacos. How about food from Greece? Have you ever had Greek 
food? Here is a story about Jiyoon’s family who fell in love with Greek ① 
cuisine.
  Jiyoon’s family took a trip to Greece last summer and had a chance to 
experience one of the most famous Greek dishes, moussaka,* at a well-known 
② restaurant in Athens.** They all loved the dish. After returning from the 
trip, none of the family could forget the unique, delicious taste of moussaka. 
They really missed it. So, Jiyoon’s father found the recipe on the Internet. 
Since then, he has cooked it almost every weekend for his family. What a great 
father he is! 
  Jiyoon’s family likes vegetable moussaka, which is a(n) ③ essence of the 
traditional, meat-based Greek dish. It contains no beef, but a(n) ④ variety of 
vegetables including tomatoes, zucchini, eggplant, onions, and potatoes. It’s a(n) 
⑤ colorful food, almost like eating a rainbow!
  Have you ever eaten moussaka? If not, how about cooking moussaka this 
weekend for your family?  

*� moussaka:� 그리스� 요리�이름� � � **� Athens:� 아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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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7. 윗글의 PSA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PSA is focused on making maximum profits.
②  PSA uses creative ideas to find ways to change people’s minds.
③  It is impossible for PSA to create a sensation without posters.
④  The strategy of PSA is to make people rich.
⑤  PSA is not interested in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8. 윗글의 내용에 나타난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calm and relaxing
②  optimistic and encouraging
③  romantic and fantastic 
④  gloomy and pessimistic
⑤  exciting and nervous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Can a single picture or a simple phrase move people’s hearts? Is it possible 
for one advertisement to change the world for the better? The answer is “yes.” 
There is a special type of advertisement called public service advertisement 
(PSA). Through creative advertisement, PSA creators draw people’s attention, 
raise their awareness of social issues, move their hearts, and make them act. 
They are bringing a breath of fresh air to social campaigns. 
  One example of PSAs is an advertising designer’s anti-war poster. Instead of 
putting posters on the wall as we usually do, he wrapped his posters around 
poles. At the bottom of the poster was written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This poster shows that the bullets we fire will be directed back toward 
us in the end. The idea is simple, but the message is powerful. 

  
  Black pepper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spices in the world. At first, it 
was cultivated in India as a simple ingredient for cooking. However, it became a 
lot more important to some Europeans who also used it for keeping meat from 
(A) going bad / going badly. Until the 15th century, some cities in Italy were 
the center for trading black pepper. As the Ottoman Empire in the Middle East 
grew stronger in the 16th century, however, it forced the European traders to 
pay them a high tax. This made black pepper (B) as / so expensive that onl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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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윗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Black pepper has had a great influence on American culture.
②  Black pepper is the most valuable ingredient in the world. 
③  Europeans thought of black pepper as precious as Indians did.
④  Black pepper is a commodity that has greatly influenced human history.
⑤  Historic importance of black pepper comes from its origin. 

10. 윗글의 (A), (B), (C)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짝지어진 것은? 
 
       (A)                  (B)            (C)
①  going bad   …… as   ……   had
②  going bad          ……    so  ……  had 
③  going bad  …… so   ……  has                   
④  going badly  …… so ……  has
⑤  going badly       ……    as ……  has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few rich people could afford it. In some parts of Europe, black pepper was 
even considered as valuable as gold. The great demand for black pepper 
caused Europeans to search for new sea routes to India. It was during this time 
that Europeans first visited America. It is said that Christopher Columbus, who 
discovered America, thought it was India until he died. Europeans might have 
never found the New World if it (C) has / had not been for black pepper.

  
  The Red Ocean has hundreds of fishermen all fishing for the same fish. On 
the other hand, you are the only fisherman in an ocean full of fish in the Blue 
Ocean. The Red Ocean market emphasizes competing with other enterprises and 
using already existing ideas or products. Often in this type of market, profits 
shrink due to declining market shares as a result of price reductions. However, 
a Blue Ocean pursues creating new demand in an uncontested* market. A Blue 
Ocean offers the opportunity for profitable and rapid growth to an entirely new 
market. 
  A good example of a Blue Ocean is Cirque du Soleil – Circus of the Sun. 
Performances by Cirque du Soleil earn a million dollars a night. They entered 
the circus business when it was a failing industry. They eliminated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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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윗글의 요지는 무엇인가? 

①  To compare characteristics of the Red Ocean and the Blue Ocean 
②  To introduce Cirque du Soleil, the famous circus business 
③  To convince readers to invest in the Blue Ocean 
④  To persuade that the Red Ocean is better than the Blue Ocean 
⑤  To show that there is no competition in the Red Ocean 

12. 윗글에 Blue Ocean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①  People willingly pay high cost for the products that they want.
②  The Blue Ocean provides new opportunities because it is an uncontested market. 
③  A new Blue Ocean can be discovered within an existing Red Ocean.
④  A new idea is introduced to create new demand in the Blue Ocean. 
⑤  Many people fish for the same ideas and products in the Blue Ocean.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from the show. Instead they added more artistic sophistication and targeted 
customers who are willing to pay for expensive tickets for theater. They 
experienced rapid growth and profit because they tapped into a Blue Ocean 
customer base in an existing Red Ocean. 

* uncontested: 무경쟁의, 겨룰 대상이 없는

  By and large, extroverts like breadth — knowing lots of friends and 
experiences, knowing a little bit about everything, and being a generalist. One 
of your extroverted friends might tell you, “I love to flit* around a party and 
just catch the highlights from each conversations.” For extroverts, life is about 
collecting experiences. They can graze at the banquet** fill up on all sorts of 
treats, and leave when they are full to bursting. They want to wring every drop 
of stimulation they can from life. Variety is stimulating and energizing to them.
  Introverts, ______________, like depth. They often have fewer friends but 
more intimate with them. They like to delve*** deeply into topics and look for 
“richness” more than “muchness.” Their mind absorbs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environment and then reflects on it. Long after they have taken in the 
information, they are still munching and crunching it a little like cows chewing 
their cud.**** This is also why introverts resent being interrupted. It’s difficult 
for them to pull themselves up and out of their deep well of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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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외향적인 사람은 폭을 중시하는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깊이를 중시한다. 
②  필자는 외향적인 사람을 사교성이 있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③  내향적인 사람은 친밀감보다 친구의 수를 더 중시한다. 
④  필자는 내향적인 사람을 반추동물에 비유하고 있다. 
⑤  내향적인 사람은 집중이 중단될 때 화가 나기도 한다.

14.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in addition 
②  all the more
③  after all
④  what is worse
⑤  on the other hand

[15-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flit: 휙 지나가다  ** banquet: 연회  *** delve: 파다  **** cud: 새김질 감  

  Now that winter break is ending, it is time to think about the coming spring 
semester. I’m looking forward to (A) meet / meeting new friends and teachers 
in a new environment. This time around I also want to be a better student and 
friend. ( ① ) Before that can happen, I’ll need to change a few things. 
  Thinking of bad habits and setting goals give me something to work towards. 
First, I make a list of bad habits that I want to quit to help me become a 
better student. After identifying problematic things I do, I try to find ways to 
stop them.  ( ② ) Every semester, I try to focus on one or two bad habits to 
break. ( ③ ) I also create a list of goals that I try to accomplish each 
semester. Having a few goals is always a good way to make me more (B) 
motivating / motivated.
  So here are my lists. I’ll post updates now and then, so everyone can see 
how I’m doing. I hope with your love and support (C) what / that I’ll do away 
with my bad habits and achieve my goals this semester. ( ④ ) I’ll make a 
strong effort though, to quit bad habits, and also to accomplish the goals I set. 
Now that I have made lists of all of my bad habits, as well as my goals for the 
semester, I hope you’ll do the same. ( ⑤ ) Believe me, it really will pay off.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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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윗글의 (A), (B), (C)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짝지어진 것은? 
 
    (A)               (B)           (C)
① meet  …… motivating …… what
② meet …… motivating ……  that
③ meet     …… motivated  ……    that    
④ meeting …… motivated   ……  that 
⑤ meeting     ……    motivated   ……    what

16.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Of course, it will be really hard to stick to my goals.>

①  
②  
③  
④  
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We all love using search engines to learn things. Search engines check the 
entire Internet to find sites that are related to the words you enter into them. 
But when you use a search engine, not only does your computer use energy, 
but also the site links up to thousands of other websites and their servers also 
use energy to come up with all the results you see.
  At this moment, countless desktops, smartphones, and laptops are being used 
to find answers to _______ the silliest questions. But most of us don’t know that 
the simple act of searching for a word like “pizza” can cause harm. With every 
search, you send information to (A) hundred / hundreds of machines, 
thousands of miles away. So, many machines  being used at the same time 
consume a lot of energy. This can be harmful to our environment. 
  When you do a search for “pizza,” you get hits (B) so / such as suggested 
restaurants, maps showing pizza places, restaurant reviews and _______ recipes. 
Every search requires many machines to process huge amounts of information 
in less than a second. Think of all the people doing similar searches at the 
same second. That is an incredible number of searches. In December 2009 
alone, Web users around the world (C) conducted / have conducted an 
estimated 131 billion searches. Think of all the power required to display results 
for all those 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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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윗글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① search engines and the Internet 
② use of the latest technology 
③ effectiveness of search engines
④ best way to find information on pizza 
⑤ energy consumption while searching the Internet

18. 윗글의 (A), (B), (C)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짝지어진 것은?     
    (A)                  (B)              (C)
① hundred     ……  so  ……  conducted
② hundred     ……  so      ……  have conducted
③ hundreds      ……     such  ……   conducted     
④ hundreds  ……  so      ……  conducted
⑤ hundreds      ……     such    …… have conducted

19. 위 글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lso 
② even
③ still 
④ more
⑤ further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urrealism was started in France in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Sur” means “over or beyond” in French, so surrealism means “beyond 
reality.” Like its name, surrealist artists tried to present ideas taken (A) 
______ their dreams and imaginations, instead of simply painting images from 
the real world. René Magritte was one of the most famous and influential 
artists of this movement and inspired the works of many other artists. 
  Magritte challenged our tendency to accept our everyday experiences (B) 
_____ true and clear. He thought the relationships between images and objects 
aren’t as strong as people may think. Through his works of art and these 
kinds of ideas behind them, René Magritte had a great influence not only on 
the art of other artists, but also on graphic design, movies, and even TV 
commercials. He challenged the common views of what’s real and unreal by 
presenting regular things (C) _____ an unusual way. He wanted people to 
question what they see and think about art and the world around them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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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Magritte and His Surrealist Paintings
②  A Conventional Way of Seeing
③  How to Illustrate Dreams and Imagination
④  A New Way of Promoting Art
⑤  Marketing Art on TV 

21. 윗글의 (A), (B), (C)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짝지어진 것은? 
    (A)                (B)             (C)
①  from  …… by   ……  with
②  to …… for  ……  behind 
③  from …… for   ……  at                              
④  to …… as   ……  on 
⑤  from …… as   ……  in

22. 윗글의 빈칸 (D)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interpret 
②  challenge
③  obtain 
④  respect
⑤  conceal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different points of view. Therefore, there is no single correct way to (D) 
________ his paintings. It’s up to you to decide what you see.

  Many significant changes were triggered by the arrival of Christopher Columbus 
in the Americas in 1492. After this, _______ of food, plants, animals, and even 
diseases occurred at a global level. This brought together the Old World (Europe, 
Africa, and Asia) and the New World (North and South Americas), affecting 
nearly all the peoples of the world in one way or another. People were and are 
still under the influence of this phenomenon called the Columbian Exchange. 
  The Columbian Exchange was most evident in the _______ of agricultural crops 
between the two worlds. Potatoes, corn, tomatoes, cacao, and other crops were 
carried from the New World to the Old. Sugar, coffee, soybeans, oranges, 
bananas, and other crops traveled in the opposite direction. This exchange of 
food crops resulted in far-reaching consequences in both worlds. In the 
Americas, for instance, the introduction of crops from Europe led to rich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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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various causes of the Columbian Exchange 
② arrival of Christopher Columbus in the New World 
③ history of agriculture in the New World and the Old World
④ impact of the Columbian Exchange around the world
⑤ strengthening of dynamics of the Columbian Exchange 

2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The New World employed slave labor for farming.
② Sugar is originally a native crop of the Old World.    
③ Tomatoes were introduced to Europe from the New World.
④ The Columbian Exchange caused boom in European population.
⑤ Some farmers in the Old World became wealthy with large-scale production. 
  
25. 위 글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rise
② change
③ transfer
④ cultivation
⑤ discount

3.� 출제�의도

본 적성고사의 영어 영역 문항은 현행 고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에서 인문, 자연,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해당하는 제시문을 고르게 선정하여 수험생의 어휘력, 문법 지식, 독해력을 종
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제되었다. 이러한 출제 의도 하에서, EBS 수능 교재의 
문제 형식을 참고하여 글의 대의, 문맥과 글의 흐름, 세부 정보 파악 및 내용 일치·불일치 등
을 묻는 유형의 문제를 통하여 수험생의 영어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하고자 하였다.

some farmers. They could produce the crops on a large scale and make a large 
profit. The Americas quickly became the major supplier of European crops. For 
many others, however, the _______ meant slavery. Many slaves had to work on 
the plantations owned by the rich. 
  In Europe, the nutritious food crops from the Americas stimulated a population 
explosion. Around 1492, Europe’s population stood at about 60 million. By 1800, 
however, it had increased sharply to 150 million. The new crops grown on the 
continent could feed a greater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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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제�근거

�

가)� 교육과정�및� 관련� 성취�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14] “영어과 교육과정” 
- 과목명: 실용 영어Ⅰ, 실용 영어 회화, 실용 영어 독해와 작문, 실용 영어Ⅱ, 영어Ⅰ,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문항
번호 과목 영역 교육과정내용 (성취기준)

1 실용영어Ⅱ 읽기 영고24341. 실생활 중심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p.95)

2 실용영어Ⅱ 읽기 영고24331-2. 실생활 중심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인과관계와 같은 내용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p.95)

3 영어Ⅰ 읽기 영고25311-2.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p.123)

4 영어Ⅰ 읽기 영고25331-2.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p.123)

5 실용영어Ⅰ 읽기 영고21341. 실생활 중심의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p.46)

6 실용영어Ⅰ 읽기 영고21321. 실생활 중심의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p.46)

7 실용영어Ⅰ 읽기 영고21321. 실생활 중심의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p.102-105)

8 실용영어Ⅰ 읽기 영고21342-2. 실생활 중심의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p.102-105)

9 영어Ⅰ 읽기 영고25311-2.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p.209,212)

10 영어Ⅰ 읽기 영고25321-1. 일반적 주제에 관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p.209,212)

11 영어Ⅱ 읽기 영고28311-2.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p.166)

12 영어Ⅱ 읽기 영고28321-1. 다양한 주제에 관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p.166)

13 영어Ⅱ 읽기 영고28321-1. 다양한 주제에 관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p.144-45)

14 영어Ⅱ 읽기
영고21331-2. 실생활 중심의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인과관계와 같은 내용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p.144-45)

15 실용영어Ⅰ 읽기 영고21321. 실생활 중심의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p.19)

16 실용영어Ⅰ 읽기 영고21331-1. 실생활 중심의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내용의 논리적 순서를 파악할 수 있다. (p.19)

17 실용영어Ⅱ 읽기 영고24311-2. 실생활 중심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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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료� 출처

18 실용영어Ⅱ 읽기 영고24321. 실생활 중심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p.140)

19 실용영어Ⅱ 읽기 영고24331-2. 실생활 중심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인과관계와 같은 내용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p.140)

20 영어 독해와 
작문 읽기 영고27111-1.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p.128-32)

21 영어 독해와 
작문 읽기 영고27121-1.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글에 나타난 

세부 안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p.128-32)

22 영어 독해와 
작문 읽기

영고27131-2.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내용의 글의 
도입, 중심 내용, 결론과 같은 논리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p.128-32)

23 영어Ⅱ 읽기 영고28311-1.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p.155)

24 영어Ⅱ 읽기 영고28321-1. 다양한 주제에 관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p.155)

25 영어Ⅱ 읽기 영고28331-2.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p.155)

문항번
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1
Practical�

English� II
김진완�외 천재교육 2016 95 지문활용 X

2
Practical�

English� II
김진완�외 천재교육 2016 95 지문활용 X

3 � English� I 홍민표�외 비상교육 2016 123 지문활용 ○

4 � English� I 홍민표�외 비상교육 2016 123 지문활용 ○

5
� Practical�

English� I�
김성곤�외 동아출판 2016 46 지문활용 ○

6
Practical�

English� I�
김성곤�외 동아출판 2016 46 지문활용 ○

7
Practical�

English� I
이창봉�외 천재교과서 2016 102-105 지문활용 ○

8
Practical�

English� I
이창봉�외 천재교과서 2016 102-105 지문활용 ○

9 English� I 이찬승�외 능률교육 2016 209 지문활용 X

10 English� I 이찬승�외 능률교육 2016 209 지문활용 X

11 English� II 신정현�외 YBM 2016 166 지문활용 ○

12 English� II 신정현�외 YBM 2016 166 지문활용 ○

13 English� II 양현권�외 미래앤 2016 144-45 지문활용 ○

14 English� II 양현권�외 미래앤 2016 144-45 지문활용 ○

15 English� I 윤민우�외 동아출판 2016 19-21 지문활용 X

16 English� I 윤민우�외 동아출판 2016 19-21 지문활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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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항�해설

17
� Practical�

English� II
김성곤�외 동아출판 2016 140-141 지문활용 ○

18
� Practical�

English� II
김성곤�외 동아출판 2016 140-141 지문활용 ○

19
� Practical�

English� II
김성곤�외 동아출판 2016 140-141 지문활용 ○

20

English�

Reading� and�

Writing

이찬승�외 능률교육 2016 128-32 지문활용 ○

21

English�

Reading� and�

Writing

이찬승�외 능률교육 2016 128-32 지문활용 ○

22

English�

Reading� and�

Writing

이찬승�외 능률교육 2016 128-32 지문활용 ○

23 � English� II 김진완�외 천재교육 2015 155-157 지문활용 ○

24 � English� II 김진완�외 천재교육 2015 155-157 지문활용 ○

25 � English� II 김진완�외 천재교육 2015 155-157 지문활용 ○

문항
번호

1
제시문은� 청소년기� 건강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면서� 10대� 학생들에게� 시간을� 할애해� 규칙적인�

운동을� 할� 것을� 권고하는� 글이다.� 이와� 같은� 제시문의� 대의를� 파악하면,� 글의� 목적이� ③번�

“학생들에게� 운동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하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2

빈칸이� 있는� 문장은� 바로� 뒤에� 오는� 짧은� 문장과� 세미콜론으로� 연결되어� 있다.� 전후� 문장의�

연관성을� 이해하면,� 빈칸에는� “a� must”(의무)와� 반대의� 뜻을� 가진� 단어가� 위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 “choice”(선택)이다.� �

3

제시문은� 개발도상국에서� 여성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 Bicilavadora에� 대한�

내용이다.� 전기가� 비싸거나� 전력공급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여성들이� 페달을� 밟아� 에너지를�

생성하여� 손쉽게� 빨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이� 기계는� 인근지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만들고�유지할�수�있는�장점이�있다.�따라서�글의�요지는�④개발도상국에서�페달을�밟아�

사용하는� 기계의� 장점이며,� 그� 외의� ①개발도상국의� 여성들이� 얼마나� 고된� 삶은� 살고� 있는지�

②일상에서의�전기의�중요성�③농촌지역에서의�자전거�타기의�중요성�⑤�개발도상국에서�여성들의�

스트레스� 해소법� 등은� 답이� 될� 수� 없다.� 정답은� ④이다.

4

빈칸이� 들어가는� 문장은� “(전기를� 사용하는)� 세탁기도� 있지만� 전기가� 비싸거나� 없어서� ___이다”�

로서� 빈칸에� 들어가는� 말로� 적절하지� 않는� 단어는� 정답인� ⑤� 효과적인,� 능률적인� 밖에� 없다.�

따라서� ①�②�③�④�의� 쓸모없다,� 모두�적절하지�않다,� 비실용적이다�등의�뜻은�빈칸에�적절하지�

않는� 단어로� 들어갈� 수� 없다.� �

5
제시문은 지윤의 가족이 그리스 여행 때 처음 먹어봤던 무싸카라는 음식에 대한 것으로 정답은 
①번 “그리스 요리 moussaka를 소개하려고”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6

이 문제는 수험생의 어휘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밑줄 친 어휘 중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묻는 문항으로 주어진 다섯 개의 단어 중 essence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③번이 
답이다. 지문에 지윤의 가족은 원래 고기가 들어가는 Moussaka 대신 채소를 넣은 걸 
좋아한다는 내용이므로 들어갈 단어는 essence가 아니라 vari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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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시문은 공익광고(PSA: public service advertisement)의 의미와 역할에서 가치와 사례까지 
기술한 글이다. 제시문을 꼼꼼히 읽으면 이 글이 주장하는 바가 ②번 “공익광고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다”임을 파악할 수 있다. 

8

이 문제는 제시문 내용의 종합적 이해를 통해 글의 분위기나 화자의 심경을 묻는 유형의 
문항이다. 이 글은 공익광고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강력한 사회적 파급력이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이 글의 분위기는 ②번 “낙관적이고 고무적이다”이다. 

9

제시문은 후추의 역사적 유래와 전파 과정에 따른 지정학적 함의를 잘 요약한 글이다. 이와 
같은 제시문의 대의를 파악하면, ④번 “후추는 인류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상품이다”가 
글의 요지에 가장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번 보기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제시문의 요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10

이 문제는 수험생의 문법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A)에서 동명사 going이 ‘가다’라는 
의미의 1형식 동사가 아니라 ‘되다/변하다’라는 의미의 2형식 동사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을 
파악하면, 주격보어 자리에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와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ad”가 
타당하고 “going bad”는 (음식이) 상하다/부패하다는 뜻이다. (B)는 so ~ that 구문의 이해도를 
묻는다. (C)의 경우,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에 관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이므로, 종속절에 had 
+ p.p.가 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11

제시문은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의 특징을 소개하는 글로써 ①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의 특징 
비교만 글의 요지가 될 수 있으며 ② Cirque du Soleil 서커스단 소개 ③ 블루오션에 투자 
유치 설득 ④ 레드오션이 블루오션보다 더 좋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은 모두 글의 요지가 
아니므로 답이 될 수 없고 ⑤ 레드오션에는 경쟁이 없다는 내용은 본문과 다른 내용이므로 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12

제시문에서 서술한 블루오션의 특징은 “① 원하는 상품/서비스가 있을 경우 사람들은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② 경쟁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며 ③ 기존의 
레드오션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을 수 있고 ④ 새로운 아이디어가 새로운 수요를 가져온다” 
이다. 따라서 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아이디어와 상품을 찾는다”는 블루오션의 특징이 될 수 
없으므로 유일한 답이다.

13

제시문은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의 속성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글이다. 
“extrovert”와 “introvert”라는 용어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다소 낯선 어휘라고 여겨질 수 
있겠으나, 제시문이 이 두 용어의 의미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내용이므로 어렵지 않게 보기 
진술의 일치·불일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정답은 ③이다. 아울러 이 문항은 해당 용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보기 문장을 한글로 제시함으로써 수험생의 이해도를 제고한다.   

14

두 단락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는 제시문이 대조적인 혹은 상반된 내용을 각각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면, ⑤번 “on the other hand”(이와 반대로/다른 한편으로)가 정답임을 알 
수 있다.

15

 이 문제는 수험생의 문법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A)에서 look forward to + ing 
형태이어야 하므로 “meeting”이어야 하고, (B)는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수동태인 “motivated”이어야 하고 (C)의 경우, 동사 hope는 that 절을 목적어로 취하므로 
that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6

제시문은 이제 겨울 방학이 끝나가고 새 학기를 맞이하는 학생의 시점으로 쓰여진 글로써, 새 
학기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나쁜 습관은 버릴 것이라는 내용이다. 
주어진 문장은 “goals”를 지키기는 매우 어렵다는 뜻으로, 이 문장이 들어갈 장소는 문맥상으로 
볼 때 “목표를 지키기는 매우 어려워도 강한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자연스러운 문맥상 흐름이 
있는 ④번이 정답이다.

17

제시문은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단순한 검색을 할 때도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내용이다. 지문 
내용 중에는 ①번의 검색엔진, 인터넷이 나오고 ④번의 피자검색을 예로 들었지만 이는 모두 
아주 단순한 검색을 할 때도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이므로 답은 ⑤번의 
energy consumption while searching the Internet 이다.

18

이 문제는 수험생의 문법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A)에서 “of machines”가 빈칸 뒤에 
오므로 “수백 대”의 기계로 정보를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hundreds of machines”이어야 
한다. (B)는 빈칸 뒤에 “as suggested restaurants”라고 예를 드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such가 들어가야 한다. (C)는 과거형과 현재완료형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인데 “In 
December 2009”에 행해진 일에 대한 설명이므로 과거형 conducted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9 제시문에 있는 빈칸 3개에 공통으로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말을 찾는 문항이다. 본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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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 선다형�문제로�모든� 문항�동일�배점함

7.� 답안 �

문항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정답 3 2 4 5 1 3 2 2 4 2 1 5 3 5 4 4 5 3 2 1 5 1 4 5 3

보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심지어”의 뜻인 “even”이 가장 적절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20

제시문은 프랑스 초현실주의 미술사조에 속하는 화가로 분류되는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의 작품의 특성을 해설하는 글이다. 제시문에서 비교적 짧은 윗 단락은 초현실주의의 
의미를 밝히고 있고, 아래의 긴 단락은 마그리트의 미술작품이 어떻게 리얼리티를 
재현/표상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번 “마그리트와 그의 
초현실주의 회화”이다. 

21

이 문항은 문법 지식 중 전치사의 올바른 용례에 관해 질문한다. 빈칸 (A)가 있는 구문은 “꿈과 
상상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다”라는 의미이므로 전치사 from이 와야 하고, (B)에는 
accept ~ as ~라는 5형식 구문에서 목적격 보어의 자격을 이끄는 문법적 기능을 하는 as가 
와야 하고, (C)에는 방식(way/manner)을 이끄는 전치사 in이 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2

이 문항은 빈칸 추론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빈칸이 포함된 문장 다음에 오는 문장의 의미가 
“당신이 [어떤 그림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이므로, 
빈칸에서 그림을 해석하는 법이라는 맥락의 동사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23

이 문항은 주어진 제시문의 주제를 묻는 것으로 전체 지문의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보기가 
답이다. 제시문의 내용은 콜럼비안 엑스체인지의 영향에 대해 논한 것으로 이에 맞는 적절한 
답은 ④번 “impact of the Columbian Exchange”이다. 참고로 원인을 논하는게 아니므로 
①번은 아니고, ②번의 콜럼버스의 미대륙 도착은 지엽적 내용이라 답이 아니고, ③번은 농업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답이 아니고, ⑤번은 콜럼비안 엑스체인지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제시문에 없었으므로 이 역시 답이 아니다. 

24

콜럼비안 엑스체인지 관련해서 일치하지 않는 보기를 찾는 문항이다. ①, ②, ③, ④의 내용은 
모두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답이 아니다. ⑤은 
대량생산으로 부자가 된 농업 종사자는 New World 즉, America의 거주자들이므로 정답이다.

25

이 문항은 빈칸 3군데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찾는 것으로 ① rise, ④ cultivation, ⑤ 
discount는 문맥상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②의 change는 얼핏 
보면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두 번째 빈칸 뒤의 between the two worlds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답이 아니다. ③의 transfer는 빈칸 3군데 다 자연스럽게 문맥이 이어지므로 정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