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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편

목적 · 심경
Chapter

01

Let’s Check It Out  본문 8쪽

정답 ③

소재 학교에서 발생한 미국너구리 출현

해석 학부모와 보호자께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편지를 씁니다. 오전 7시 50분경, 우리 4학년 학생 중 한 

명이 교실에서 미국너구리를 보았습니다. 그 학생은 그것을 만지지 

않았고 대신 선생님에게 알렸습니다. 그 선생님은 즉시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나가라고 말했고 행정팀에 알렸습니다. 우리 직원 중 한 사

람이 그 교실에 가서 그 미국너구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야생 동물 

보호 센터로 보내졌습니다. 그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학생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으며, 모두 그 미국너구리가 옮겨진 다음 자기 교

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수업은 정상적으로 계속되

었습니다. 질문이나 우려하시는 점이 있으면 학교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Jessica Brooks 드림

구문 해설

 I am writing [to let you know about an incident {that 

occurred at our school this morning}].

[ ]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며, { }는 an  

incident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01 ⑤ 02 ⑤ 03 ③ 04 ④ 

본문 10~11쪽rx i ee c s sE

01
정답 ⑤ 

소재 채용을 위한 신체 능력 검사 안내

해석 Sanderson 씨께

Bulls Supplies의 제조 라인 근무직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귀하의 이력서를 검토했고 귀하가 그 일에 적합한 자격을 가

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사에서 일정 수준의 힘

과 조정력이 필요한 비교적 소수의 일자리 중 하나입니다. 적당한 양

의 무게를 들어 올리고 신체적으로 힘든 특정한 도구 및 기계를 작

동하는 귀하의 능력을 측정할 필수 신체 능력 검사의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저희 회사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제3의 평가 업체에 의해 시행될 것이며, 귀하는 검사를 위해 약 1시간

을 할애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저희 회사의 채용에 관심을 가져 주

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Martha Flynn 드림

문제 해설

회사의 제조 라인 근무직에 지원한 사람에게 회사 웹 사이트에 방문

하여 신체 능력 검사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라고 하였으므로, 글의 목

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구문 해설

 However, it is one of a relatively few positions at the 

company [that require certain levels of strength and 

coordination].

[ ]는 a relatively few positions at the company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relatively 비교적

•coordination (신체 동작, 근육 운동의) 조정력, 공동 작용

•measure 측정하다, 평가하다

•reasonable 적당한, 무리 없는, 온당한

•demanding 힘든, 부담이 큰

•administer (시험 등을) 시행[실시]하다

•assessment 평가

02
정답 ⑤ 

소재 야영장이 있는 산으로 가는 길

해석 해가 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가 바라던 대로 Catskills에 도

착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지도를 꺼내 야영할 장소를 

찾기로 결정했다. 나는 Mount Washington이라고 불리는 산의 꼭

대기에 무료 야영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 산으로 향해 가

기 시작했다. 산으로 가는 차도는 점점 험난해졌다. 모든 거리에 이름

이 없었다. 나는 그저 잠을 자기에 괜찮은 곳을 찾으려 애쓰면서 도시

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작은 마을에 있었다. 먼 곳에 높은 산이 있었

는데, 나는 그곳이 Mount Washington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

곳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마다, 길은 나를 산의 반대 방향으로 데려가

는 것 같았다. 돌고 돌아 나는 그곳에 다다를 길을 찾기 위해 애쓰며 

갔지만, 어찌 된 일인지 도무지 가로질러 도달할 수 없었다. 나는 마

침내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가 결국 길을 잃게 되었다. 한숨이 나왔다. 

나는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을 수 없었다. 실패로 고개가 처졌다.

문제 해설 가려고 했던 Catskills에 도착하지 못할 것을 깨닫고 야영

을 하기 위해 무료 야영장이 있는 산에 가려 애를 썼지만, 결국 길을 

잃고 산의 입구를 찾는 데 실패하여 한숨이 나오고 고개가 처졌다고 

했다. 따라서 ‘I’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낙담하고 실망한’ 

이다.

① 시샘하고 화가 난

② 자랑스럽고 희망에 찬

③ 무관심하고 지루한

④ 매우 기쁘고 고마워하는

구문 해설

 I was [off the map in some tiny town] [just trying to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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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ice piece of land to sleep on].
첫 번째 [ ]는 주어 I가 처해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전치사구이고, 

두 번째 [ ]는 I의 행동을 부수적으로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어휘와 어구

•set (해·달이) 지다

•make it to ~에 도착하다[이르다]

•spot 장소, 지점

•head 향하다, 가다

•off the map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distance 먼 곳, 거리

•figure 생각[판단]하다

•end up doing 결국 ~하게 되다

•sigh 한숨, 한숨 소리

•hang (고개가) 처지다

03
정답 ③

소재 제품 가격 인상 통보

해석 소중한 M&H Ltd. 판매자께

지난 몇 달 동안, 저희는 모두 미국 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 가치가 크

게 떨어지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통화 변동을 부

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환율의 이런 내림세로 인해 저희는 어쩔 수 없

이 저희의 상황을 재평가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2015년 3월 9일을 

기하여, 저희는 2015년 발표된 모든 가격에 5%의 순 인상을 적용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M&H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해서 유감입니다

만, 다른 통화에 대한 캐나다 달러의 현 상황으로 인해 저희가 이 손

실을 계속해서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상황을 계속해

서 살펴보고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므로 안심하십시오. 이러한 가격 

조정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해 주

십시오. 여러분의 이해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영업부장 Peter Bennet 올림

문제 해설 미국 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의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기존

에 발표된 제품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리며 이를 이해해 달라

고 하고 있으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구문 해설

 However, this downward trend in exchange rates has 

forced us [to re-evaluate our situation]. 

[ ]는 forced의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구이다.

 M&H regrets [having to take such action], but the current 

state of the Canadian dollar versus other currencies makes 

it impossible [{for us} to continue to absorb these losses].
첫 번째 [ ]는 regret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다. it은 

makes의 형식상의 목적어이고, 두 번째 [ ]가 내용상의 목적어이

다. { }는 to부정사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낸다.

어휘와 어구

•significantly 크게, 상당히

•absorb 부담하다, 흡수하다

•currency 통화, 화폐

•downward (시세가) 내려가는, 내림세의

•effective (특정한 일시를) 기하여, 유효한

•  assure 안심[확신]시키다 

•accordingly 그에 맞춰, 부응해서

•adjustment 조정, 수정, 적응

04
정답 ④

소재 숲속에 나타난 사슴

해석 Jonah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의 목 뒷

부분의 털이 쭈뼛 섰고 그는 재빨리 둘러보았다. 산꼭대기에서 갑작

스러운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가 숲을 응시했을 때 나무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Jonah는 심호흡을 하고, 머리를 흔들며, 그처럼 

바보같이 굴지 말라고 혼잣말을 했다. 과연 여기에서 무엇이 그를 해

칠 수 있겠는가? 그는 몸을 굽혀 흠뻑 젖은 청바지를 걷어 올렸고, 오

른쪽에 있는 나무들 위쪽으로 또 한 번 어른거리는 움직임을 흘낏 보

았다. Jonah는 자세를 바로 하고 위에 있는 산등성이를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아무 동요도 없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있었다. 너도

밤나무들 사이로 뭔가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Jonah는 몸이 뻣뻣해졌

고, 그러고 나서 그는 숲에서 사슴 몇 마리를 보았다. 그는 안도의 미

소를 지었다. 그는 삼촌이 계곡에 사슴이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했다. 

아마도 그들은 먹이를 먹기 위해 내려오곤 했을 것이다.

문제 해설 Jonah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주변을 둘러

보았지만, 갑작스러운 움직임만 보일 뿐 정확하게 무엇이 있는지 알

지 못해서 털이 쭈뼛 서고, 심호흡을 하고, 자기 머리를 흔들고, 몸이 

굳었다가 사슴 몇 마리를 발견하고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는 내용이

다. 따라서 Jonah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겁먹은 → 안

도하는’이다.

① 몹시 화가 난 → 동정하는

② 부끄러운 → 자랑스러워하는

③ 무관심한 → 당혹한

⑤ 지루한 → 아주 흥분한

구문 해설

 He [bent down to roll up his soaked jeans] and [saw, out 

of the corner of his eye, another flicker of movement up in 

the trees to his right]. 
두 개의 [ ]가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주어 He의 술어 역할을 한다.

 He remembered [his uncle telling him there were deer 

in the valley].

[ ]는 remember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고, his  

uncle이 이 동명사구의 의미상의 주어이다.

어휘와 어구

•motionless 움직이지 않는, 정지한

•soaked 흠뻑 젖은

•out of the corner of one’s eye 흘낏 (보고), 곁눈질로

•straighten (자세를) 바로 하다, 똑바르게 하다

•gaze 바라보다, 응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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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r 움직이다, 휘젓다

•slip 빠져나가다, 미끄러지다

•stiffen (몸의 부위가) 뻣뻣해지다, 경직되다
필자의 주장 · 글의 요지

Chapter

02

Let’s Check It Out  본문 12쪽

정답 ⑤

소재 동정과 친절의 중요성

해석 동정과 친절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인 뇌에서 이성적인 뇌로 

전달되는 메시지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므로, 여러분에 대한 판단 중

에서 그것(동정과 친절)의 영향력에 의해 물들지 않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착한 사람은 꼴찌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실수를 더 자주 용

서받고, 더 빨리 신뢰받고, 더 쉽게 믿음을 받으며, 더 매력적으로 보

이고, 어떤 미심쩍은 점도 일관되게 선의로 해석된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친절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줄 때보다 다른 이들이 여러분에 대한 우호적인 의견을 더 빠르

고 더 지속적으로 형성하게 하는 것은 없다. Albert Schweitzer가 

언젠가 말했듯이, “변함없는 친절은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태양

이 얼음을 녹게 하듯이, 친절은 오해, 불신, 그리고 적개심을 사라지

게 한다.” 좋은 인상을 구축하려 시도할 때, 다른 이들에 대한 여러분

의 동정과 친절이 여러분에 대한 그들의 인상에 미치는 힘을 결코 무

시하지 말라.

구문 해설

 They’re [forgiven their mistakes more frequently], 

[trusted more quickly], [believed more readily], [seen as 

more attractive], and [consistently given the benefit of any 

doubt].
다섯 개의 [ ]가 콤마와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선행하는 are와 

함께 문장의 술어를 이루고 있다.

 Nothing predisposes others to form a favorable opinion 

of you more quickly and enduringly than [when you 

show {the people you work with} {that you’re a kind and 

compassionate person}].
비교 구문이 사용되었으며, than 이하의 [ ]는 시간의 부사절이고, 

두 개의 { }는 각각 동사 show의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01 ③ 02 ④ 03 ③ 04 ②  

본문 14~15쪽rx i ee c s sE

01 
정답 ③

소재 거짓말에 대한 간파

해석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임수를 간파하는 데 매우 능하다고 

믿는다. 그들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예민하지 않을 때 자신

들이 거짓말을 정확히 탐지해 냈던 사례를 들먹이기까지 할지도 모른

실전 연습이 불안한 수험생이라면! 
단 한 번의 수능을 위한 

2회분 모의고사 긴급 처방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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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 입증되지 않은 증거가 가지는 문제는 언제 거짓말을 믿는 잘

못을 범하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

다는 독립적인 증거가 이후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판단이 틀리다

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당연히, 성공적인 거짓말은 간파되지 않

고 그것에 대해 계속 파악하는 방법은 없다. 사실, 많은 실험 전체에

서, 평균 간파 정확성은 우연보다 단지 조금 더 나을 뿐이다. 구체적

으로 말해, 50%라는 우연의 정확성의 기준점을 가지고 볼 때 평균 

간파 정확성은 대략 55%이다. 게다가 판단에 있어서의 확신과 정확

성 사이에는 관계가 거의 없거나 전무하다.

문제 해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임수나 거짓말을 간파해 내는 데 매우 능숙하다

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거짓말에 대한 평균 간파 정확

성은 우연에 의한 것보다 조금 높을 뿐이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해설

 The problem with such unproved evidence is [that it’s 

difficult {to know when one is wrong in believing a lie}].

[ ]는 주격 보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Unless there was independent evidence later [that 

someone was lying], how would you discover your 

incorrect judgment?

[ ]는 independent evidence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절

이다. 

어휘와 어구

•detect 간파하다, 알아차리다

•cite (이유·예를) 들다, 인용하다

•spot 탐지하다, 발견하다

•sensitive 예민한, 민감한

•unproved 입증되지 않은

•evidence 증거

•by definition 당연히, 정의상

•keep track of ~을 계속 파악하다

•scores of 많은, 다수의

•accuracy 정확성

•baseline 기준점

•confidence 확신

02 
정답 ④

소재 부모의 디지털 기기 사용 모범 보이기

해석 기술에 관한 한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갖고 있을 가능

성이 상당히 있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라. 영국의 

한 연구에서, 부모의 60%가 자기 아이들이 화면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걱정한 반면, 아이들 중 70%는 자신의 부

모가 기기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느꼈다. 여러분은 디지털 기기를 

책임 있게 사용하는 본보기를 보여 주어야 한다. 여러분 자신의 노력

을 포함하여, 기기 사용을 조절하기 위한 보편적인 노력에 대해 아이

들에게 이야기하라.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

가 있었던 비법을 권해 보라. 자녀가 여러분과 대화하려고 애쓰는 동

안 여러분이 자신의 전화기를 확인하면 아이가 여러분을 지적할 수 

있게 허락하라. 사과하라. 그들(자녀)에게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라. 우리 친구 중 한 명이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갔을 때,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주어 보이지 않도록 간수해 두게 

했다. 그녀는 만약 자신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너무 이메일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가족에게 집중하고 싶은 순간으로부터 자

신이 벗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제 해설

부모 스스로 자신의 디지털 기기 사용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먼저 해결하려 노력하면서, 이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자녀와 공유

하고, 평소 올바르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자

녀에게 보여 주라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구문 해설

 Offer tips [that have worked for you or other people {you 

know}]. 

[ ]는 tip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 }는 other people을 수식하

는 관계절이다.

 She knew [{if she had access to it}, she’d be too inclined 

to check her e-mail, {taking her out of the moments <she 

wanted to focus on her family>}].

[ ]는 kne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첫 번째 { }는 조

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며, 두 번째 { }는 앞의 절(she’d be ~ her 

e-mail)의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 >는 the moment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recognize 인식하다, 인정하다

•engage in ~에 관여[참여]하다

• screen time (휴대 전화·PC·TV 등 전자기기의) 화면을 응시하

는 시간

•struggle 노력, 고투

•regulate 조절하다, 통제하다

•inclined to do (~하고 싶은) 마음[생각]이 드는

03
정답 ③

소재 아이디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해석 긍정적인 태도라 하여 모든 아이디어가 훌륭한 것으로 취급되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어떤 아이디어가 가지

고 있는 좋은 특징이면 무엇이든 그것을 발견하고 보여 주기 위해 아

이디어를 긍정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다음 단계는 아마 

그 약점을 찾아내는 것일 터인데, 그것은 그 아이디어를 거부하기 위

한 수단으로 그 약점을 이용하기보다는 그 약점을 피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충분히 진전된 그 아이디어가 사용되지 않

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이거나, 혹은 

그것이 비록 좋을 수도 있지만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자주 우

정답과 해설 _ Chapter 02 필자의 주장 · 글의 요지  5

001~074 수능완성(영어)정답-12.indd   5 2022-05-10   오후 6:58:13



리는 결국 우리가 그 아이디어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거부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느낀다.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왜 그것을 채택할 수 없

는지를 마지막에 솔직하게 보여 주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 해설 긍정적인 태도로 아이디어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약점을 

피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부족한 점을 찾아 아이디어를 진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에 가서 결국 그 아이디어를 채택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구문 해설

 It means a positive exploration of an idea to discover 

and show up [whatever good features it has]. 

[ ]는 to discover and show up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이다. 

 There is nothing wrong with [being positive about an 

idea] and [showing, honestly, at the end why it is not 

possible {to adopt it}]. 
두 개의 [ ]가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with의 목적어 역할을 한

다. 두 번째 [ ]의 why가 이끄는 절에서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어휘와 어구

•exploration 탐구, 탐험

•weakness 약점, 약함

•strengthen 강화하다

•suitable 적합한, 적절한

•reject 거부하다, 거절하다

•act upon ~에 따라 행동하다, 조치를 취하다

•adopt 채택하다, 취하다 

04
정답 ②

소재 개인 브랜드의 필요성

해석 자신의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자신의 가치, 포부, 성격, 

전문 지식,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가치를 더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방

법이다. 자신의 브랜드는 변화와 기회의 바다에서 닻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직업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어떤 직업이 다른 사람

에 의해 가장 잘 채워지는지, 또는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가 자신에게

서 최선을 이끌어 내고 어떤 것이 자신을 그저 시시하다고 느끼도록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것은 또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차

별화하도록 도와준다. 매년 동일한 유형의 학위(예를 들어, 경영, 교

육, 공학, 법학, 심리학, 사회학, 보건학)로 졸업하는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학위만으로 자신이 나머지와 구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 눈에 띄기 어렵다. 조직이나 분야에서 일급

비밀로 남을 필요도 없으며, 자신의 관심사와 강점이 무엇인지 사람

들이 추측하도록 만들 필요도 없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어디에서 어

떻게 최고의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알리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기 때

문이다.

문제 해설 개인 브랜드를 만듦으로써 어떤 직업이나 프로젝트가 자신

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이해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고 눈

에 띄게 하며, 자신의 관심사와 강점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

는 건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

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구문 해설

 It helps you [understand {which jobs fit you best and 

which jobs are best filled by someone else}, or {what kind 

of projects bring out the best in you and which leave you 

feeling just meh}].

[ ]는 helps의 목적격 보어이다. 두 개의 { }가 or로 대등하게 연

결되어 understand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You don’t want to be the best-kept secret in your 

organization or field, nor do you want to make people 

[guess what your interests and strengths are], [because it’s 

your responsibility {to let people know where and how 

you can make your best contributions}].
첫 번째 [ ]는 make의 목적격 보어이다. 이유의 부사절인 두 번째 

[ ]에서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어휘와 어구

•clarify 명확하게 하다, 분명히 말하다

•aspiration 포부, 열망

•expertise 전문 지식, 전문적 기술

•anchor 닻, 정신적 지주

•differentiate 차별화하다, 구별하다

•sociology 사회학 

•best-kept secret 일급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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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Check It Out  본문 16쪽

정답 ①

소재 확률 추론의 어려움

해석 우리의 추론은 다양한 편견과 결함을 가지고 있다. 숫자는 우

리의 추론 기술의 가장 명백한 결함을 드러내는데, 특히 확률과 관련

된 숫자가 그러하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들을 참조하지 않고는 확률

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 도박사의 오류라고 알

려져 있다. 몬테카를로의 오류라고도 알려진 도박사의 오류는, 어떤 

일이 특정 기간 동안 정상보다 더 자주 일어나면 미래에는 덜 자주 일

어날 것이라거나, 어떤 일이 특정 기간 동안 정상보다 덜 자주 일어나

면 미래에는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다. 우리의 뇌는 

의사 결정의 강력한 엔진이지만, 확률은 우리의 인지적 장치를 방해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진화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우리는 확

률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훨씬 더 단순한 시대에 존재

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훨씬 더 간단한 방정식을 따랐다. ‘곰’ =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한 빨리 달려라.”

구문 해설

 Numbers  expose the most  obvious defic i ts  in 

our reasoning skills, especially numbers [involving 

probabilities].

[ ]는 바로 앞의 numbers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The gambler’s fallacy, also known as the Monte Carlo 

fallacy, is the mistaken belief [that, if something happens 

more frequently than normal during some period, it will 

happen less frequently in the future], or [that, if something 

happens less frequently than normal during some period, it 

will happen more frequently in the future]. 
두 개의 [ ]가 or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the mistaken belief의 구

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절 역할을 한다.

01 ④ 02 ⑤ 03 ④ 04 ①  

본문 18~19쪽rx i ee c s sE

01 
정답 ④

소재 진화를 통한 살충제 저항력 강화

해석 어떤 살충제가 한 개체군에 살포될 때, 그것은 그것의 작용 방

식에 민감한 개체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목표가 되는 그 개체군이 

유전적으로 균일하지 않으면, 개체는 독소에 대한 민감성에서 다를 

가능성이 있다. 만약 소수의 개체가 그 살충제를 분해할 능력을 지니

고 있다면, 그것은 막대한 선택적 이익을 누릴 것이다. 이 개체는 그 

살충제에 노출된 후에 생존하고 번식할 우월한 능력을 갖출 것이고, 

그것은 따라서 (그 살충제에) 민감한 개체가 남길 것보다 더 많은 자

손을 남길 것이다. 다음 세대에서는, 더 높은 비율의 개체가 그 살충

제에 저항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살충제 살포는 그것에 저항하

려는 강한 선택압을 만들어 낸다. 그 과정이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될 

때, 모든 또는 대부분의 개체가 그 살충제에 저항력이 있는 개체군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은 보통 더 새롭고, 훨씬 더 독성이 강한 제품

을 찾도록 유도한다.

문제 해설 특정 살충제에 노출되고서도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는 개

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남기고, 다음 세대에서 더 

높은 비율의 개체가 그 살충제에 저항력을 지니게 될 것이며, 이런 과

정이 반복되면 대부분의 개체가 살충제 저항력이 있는 개체군이 만들

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살충제 저항력이 발생하는 진화 과정’이다.

① 야생 동물의 살충제 중독 위험성 증가

② 식물의 해충 저항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③ 살충제에 대한 노출로 인한 잠재적인 건강상의 영향을 줄이는 방법

⑤ 화학적인 살충제를 생물학적인 대안으로 대체하는 것의 어려움

구문 해설

 These individuals will have a superior ability to survive 

and reproduce after being exposed to the pesticide, and 

[they will therefore leave more offspring than susceptible 

individuals will leave]. 

[ ]에는 비교 관계를 나타내는 「more ~ than ...」 표현이 사용되 

었다.

 When the process is repeated over several generations, a 

population [in which all or most individuals are resistant to 

the pesticide] can be created. 

[ ]는 a population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apply 살포하다, 바르다

•population 개체군

•sensitive 민감한, 예민한 

•genetically 유전(학)적으로 

•toxin 독소

•selective advantage 선택적 이익

•superior 우월한, 우수한, 우세한

•reproduce 번식하다, 재생하다

•offspring 자손, 자식

•proportion 비율, 부분

•application 살포, 적용, 응용

•  selective pressure 선택압(서식처에서의 각종 환경 조건이 종 또

는 개체들에게 해당 서식처에 살아남도록 하는 압력)

•resistance 저항, 저항력

•resistant 저항력 있는, 저항하는

02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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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도덕성 발달과 직접적 관계 맺기

해석 소셜 미디어는 ‘우리’에서 ‘나’로 이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것(소셜 미디어)이 창조하는 세상에서, 나는 무대에 서서 관

심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내 관객이 된다. 

이것은 인격이 만들어지는 방식도 아니고, 우리가 도덕적 행위자로서 

발달하는 방식도 아니다. 도덕성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출 때 생겨나며, 내가 상대방 역시 감정, 욕망, 열망, 그리고 두려움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생긴다. 나는 이 사실을 내가 상대

방에게 존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존재하게 함으로써 배운다. 우리

가 가족, 친구, 동료, 교사, 멘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계속되는 

대화를 통해 천천히 그리고 인내심 있게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대단히 

미묘한 상호 작용이다. 우리는 공감과 동정심을 발달시킨다. 우리는 

친절한 행동을 받고 그런 다음 그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운다. 

도덕성은 세심하게 광을 낸 이미지 아래 놓여 있는, 다른 사람들의 다

듬지 않은 인간적인 취약성과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의 일부

를 치유하는 우리의 능력과 관계가 있다. 내가 나를 상대방의 입장에 

둘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때 도덕적으로 되는 것을 배우게 되며, 그

것은 내가 상대방과 마주 보거나 나란히 관계를 맺음으로써 오직 배

우는 기술이다.

문제 해설 도덕성은 소셜 미디어와 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에 공감하고 동정심을 느끼는 직접

적인 상호 작용의 경험 등을 통해서만 발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도덕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다른 사

람들과의 직접적인 관계 맺기의 필요성’이다.

① 자존감 형성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

② 관계에서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

③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

④ 도덕적 가치 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들

구문 해설

 We learn [what it is {to receive acts of kindness and 

then to repay them}]. 

[ ]는 lear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it은 형식상의 주어

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Morality is [about engaging with the raw human 

vulnerabilities of others {that lie beneath the carefully 

burnished image}], and [about our ability to heal some of 

the pain]. 
두 개의 [ ]는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동사 is에 이어진다. { }
는 관계절로 the raw human vulnerabilities of others를 수식 

한다.

어휘와 어구

•bid for ~을 얻으려고 애쓰다[노력하다]

•agent 행위자

•morality 도덕성, 윤리성

•aspiration 열망

•ongoing 계속 진행 중인

•empathy 공감, 감정 이입

•sympathy 동정(심)

•engage with ~과 관계를 맺다, ~에 관여하다

•raw 다듬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03
정답 ④

소재 서식지의 영역 분배 시스템

해석 자연 선택은 동물이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해야 할 필요 없이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게 해 주는 시스템을 뒷받침해 왔다. 하나

의 시스템에서 동물들은 서식지의 사용 가능한 공간을 영역으로 나눈

다. 각 영역 소유자는 시각적 표시, 냄새 자취 또는 소리로 자신의 소

유권을 알리고 침입자를 막기 위해 (영역의) 경계 지역을 순찰한다. 

이웃하는 소유권 보유 동물이 가끔 ‘담장 라인’에서 대결할 준비를 할 

수도 있지만, 그때에도 그것들은 자기 쪽에 머무는 것을 선호한다. 서

식지의 상태가 좋은 지역에서는 그 시스템이 멋지게 작동하여, 거의 

모든 동물이 먹이와 은신처를 찾고, 짝에 구애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자기의 유전자를 물려주는 데 필요한 사생활과 공간을 가지고 있다. 

영역 시스템은 또한 유연하여, 어떤 동물들은 번식하거나 그것들이 

풍부한 먹이 공급원을 독점하고 싶을 때만 구역을 지킨다. 그 동일한 

동물들이 물웅덩이에 있는 무리와 합류하기 위해 또는 먹이를 찾아 

이동할 때는 보안 경보 장치를 끌 수도 있다.

문제 해설 동물이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도, 서식지에서 

사용 가능한 영역을 지키고, 때로는 그러한 영역을 지키는 것에 유연

성을 가지기도 하는 시스템 중의 하나인 영역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소개하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동물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영역 시스템’이다.

① 지속 가능한 서식지의 생태적 특징

② 먹이사슬이 영역에 구축되는 방식

③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동물의 영역 행동

⑤ 자신의 영역을 주장하는 방식으로서의 동물의 공격성

구문 해설

 Each territory holder [advertises its claim with visual 

displays, scent marks, or sound] and [patrols the borders {to 

guard against trespassers}]. 
두 개의 [ ]가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Each territory holder의 

술어 역할을 한다. { }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다.

 ~; almost every animal has the privacy and space [it 

needs to {find food and shelter}, {court a mate}, and, {most 

importantly, pass on its genes}].

[ ]는 the privacy and spac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세 개의 { } 

는 콤마와 and로 연결되어 to에 이어져 목적의 to부정사구를 이룬다.

어휘와 어구

•natural selection (Darwin 진화론의) 자연 선택

•favor 뒷받침하다, 지지하다, 편들다

•defend 방어하다, 지키다

•jeopardize 위태롭게 하다

•available 사용 가능한

•habitat 서식지

•territory 영역, 세력권

•claim 소유권, 권리, 주장; 주장하다

8  EBS 수능완성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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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t mark 냄새 자취(동물이 배설물 따위로 지면에 남겨 두는 자

기 고유의 냄새), 냄새 표시

•patrol 순찰하다

•border 경계 지역, 가장자리, 국경

•neighboring 이웃의, 인접한

•face off 대결할 준비를 하다

•beautifully 멋지게, 아주 잘

•shelter 은신처

•court 구애하다

•gene 유전자

•breed 번식하다

•keep ~ to oneself ~을 독점하다

•abundant 풍부한

•turn off ~을 끄다

•security 보안, 경비

•alarm 경보 장치

•herd 무리

•migrate 이동하다

04
정답 ①

소재 지역 사회 행사로서의 스포츠 경기

해석 스포츠 경기가 지역 사회 행사로 경험될 때, 운동선수는 물건

으로 여겨지지 않고 팬은 상품의 소비자가 아니다. 대신 운동선수와 

팬은 결코 되풀이되지 않을 독특한 경험의 일부로 그들을 연결하는 

시간상의 한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 한데 모인다. 초인적인 눈부신 기

량을 펼치는 선수들의 감정과 신화는, 이런 식으로 경험되면, 그들이 

남을 즐겁게 해 주는 사람으로 대접받거나 소비를 위해 팬에게 선물

되는 물건으로 대접받을 경우 못지않게 강렬하다. 그러나 이런 방식

에서 선수와 팬 사이의 유대감은 더 단단해지고, 그 기억은 더 깊어진

다. 52년 전 Brooklyn Dodgers가 자치구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Brooklyn 시민들의 마음속에 굳게 간직되어 있는 이유가 있

고, Jerry West, Sam Huff, Major Harris, Darryl Talley, 그

리고 Pat White가 West Virginia에서 전설인 이유가 있다. 그들은 

모두 소비자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 경험의 일부분이다.

문제 해설 스포츠 경기가 지역 사회 행사로 여겨질 때, 그 경험은 선

수와 팬 모두에게 강렬하고,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커진다는 내

용이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스포츠 경기가 지

역 사회 행사로 인식되는 것의 영향’이다.

② 사람들이 실황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가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

③ 프로 스포츠 클럽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 사회의 노력

④ 지역 사회 스포츠 리그 참가의 이점

⑤ 팬 증가가 선수의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구문 해설

 [Experienced this way] the emotions and the mythology 

of athletes [performing superhuman feats] are no less 
intense than if they were treated as entertainers and 

objects presented to fans for consumption.

첫 번째 [ ]는 the emotions and the mythology of athletes 

performing superhuman feats를 의미상의 주어로 하는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두 번째 [ ]는 athletes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no less ~ than ...」은 ‘…에 못지않게 ~한’이라는 의미

이다.

 There is a reason [the Brooklyn Dodgers are still 

cemented into the minds of Brooklynites {even though the 

team left the borough fifty-two years ago}], ~.

[ ]는 a reason을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even though가 이끄는 

{ }는 양보의 의미를 지닌 부사절이다. 

어휘와 어구

•duplicate 되풀이하다, 복제하다

•mythology 신화

•intense 강렬한

•bond 유대

•cement 굳게 결합하다; 시멘트

•perceive 인식하다, 지각하다

어휘력이 수능 합격을 좌우한다!
수능 필수 적중 어휘만 선별 수록한

 40일 단기 완성 VOCA

수능연계 기출 
Vaccine VOCA 2200

고교.indd   2 2021. 9. 7.   오후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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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소재 청력을 상실한 개와 지내는 요령

해석 청력 상실은 이전에 잘 훈련된 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가 또한 더 쉽게 겁먹을 수도 있

기 때문에, 여러분은 방문자와 가족에게 개에게 몰래 다가가지 말라

고, 그렇지 않으면 개가 두려움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물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력이 좋지 못한 일부 개들은 

훨씬 더 많이 짖기 시작한다. 그것들은 자신이나 여러분의 소리를 들

을 수 없어서 주의를 끌기 위해 ‘경보 울음소리’를 사용한다. 개에게 

부가적인 간식을 주거나 쓰다듬는 것은 단순히 그 행동을 보상하게 

되어 짖는 것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대신에 작은 방에서 잠깐 ‘휴식’

하게 하면 대개 짖는 것이 진정되며, 그 후에 개가 차분해지면 다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 여러분은 또한 개의 주의를 끌기 위해 발을 

구르거나, 손을 흔들거나, 다른 시각 신호를 이용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개들은 음성 명령을 대신하는 손짓 신호를 쉽게 배우고, 흐릿

해지는 감각에 매우 빨리 적응하여 여러분은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구문 해설

 [{Giving her extra treats} or {petting}] [simply rewards 

the behavior] and [can make barking worse].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인데, 동명사구인 두 개의 { }가 or로 대

등하게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 ]는 and로 대등하게 연

결되어 문장의 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Dogs readily learn hand signals instead of voice 

commands, and adjust so quickly to dimming senses that 
you may not know anything is different at all.
「so ~ that ...」은 ‘매우 ~해서 …하다’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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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새들에게 먹이 주기

해석 영국에서는 주택 거주자의 40~50%가 자신의 정원에서 새에

게 먹이를 주는데, 매년 어림잡아 5만~6만 톤의 새 먹이를 준다. 겨

울에 먹이를 공급하면, 그때는 자연 먹이가 부족할 수도 있어서, 새가 

먹이 부족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지만, 연중 먹이를 주는 것이 새에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치 않다. 

미국에서는 새 모이통을 매우 자주 이용하는 종들이 더 이따금씩 도

움을 받는 종만큼 혹은 그보다 더 잘 살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영국의 일부 연구는 겨울에 먹이를 주는 것은 이후의 번식 성과에 부

정적 영향을 미쳐, 산란 시기는 앞당기지만 알의 개수와 번식 성공률

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여 준다. 이는 추가적인 먹이가 새에게 번식 

시기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제공하기 때문일 수 있다. 모이통은 또한 

새의 진화를 변화시켜서, 안에 있는 먹이에 더 잘 닿는 더 긴 부리를 

선택하게 하고, 이주 행동을 바꾼다.

문제 해설 많은 사람이 새에게 먹이를 나눠 주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

가 새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새 모이통은 새를 돕는 것일까 아니면 해치는 것일까?’ 

이다.

① 도시 새는 더 많은 먹이를 필요로 한다!

② 정원에서 새에게 먹이를 주는 방법

③ 도시 새 번식의 비밀

⑤ 새가 겨울철 추위에 대처하는 방법

구문 해설

 Providing food in winter, [when natural foods might 

be scarce], allows birds to survive food shortages, but it 
is not clear [whether feeding year-round has a positive or 

negative effect on birds].
첫 번째 [ ]는 관계절로 선행하는 winter를 부연 설명한다. it은 형

식상의 주어이고, whether가 이끄는 명사절인 두 번째 [ ]가 내용

상의 주어이다. 

 But some studies in the UK suggest [that winter 

feeding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following breeding 

performance, {advancing laying date} but {decreasing 

clutch size and breeding success}].

[ ]는 sugges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두 개의 { }는 

but으로 대등하게 연결된 분사구문으로 앞선 절이 기술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어휘와 어구

•householder 주택 거주자, 세대주

•dish out ~을 주다

•estimated 어림잡은

•scarce 부족한

•shortage 부족

•bird feeder 새 모이통

•breeding 번식

•advance (일정을) 앞당기다 

•laying 산란(産卵)

•evolution 진화

•bill 부리

•migratory 이주(성)의, 이동의

•cope with ~에 대처하다

02 
정답 ①

10  EBS 수능완성 영어

001~074 수능완성(영어)정답-12.indd   10 2022-05-10   오후 6:58:18



www.ebsi.co.kr

소재 박물관 교육의 오락적 요소 도입

해석 박물관은 오락 산업으로부터 ‘스토리’(이야기)가 가르치려는 내

용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박물관은 이제 방문

객을 그 내용에 정서적으로 관련시키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포함하는 

전시 대본을 만든다. 1980년대 이전에, 그리고 플로리다에 있는  

Epcot Theme Park가 개장하기 전에는, 많은 박물관이 단지 가르

치려는 계획만을 생각했다. Epcot의 개장과 함께, 박물관은 교육적

인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야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극적인 변화였고 지금도 그렇다. 2013년, 미국 박물관 연합의 연례 

회의 주제는 ‘스토리의 힘’이었다. 최근에는 비디오 게임 세계에서 가

져온 게임화가 일부 박물관에서 자리를 잡아, 전시실 내 대화형 전시

물과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관람객에게 배지를 수여하고 참가자 간

의 경쟁을 유발하여 학습을 게임으로 바꾸었다. 방문객은 자신이 내

용을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피드백을 요구받는다. 그들은 보상

을 받고 다른 방문객과 자신을 비교할 수 있다.

문제 해설 박물관이 오락 산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교육적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스토리’ 요소를 활용하고, 비디오 게임에서 아이

디어를 가져와 학습에 게임과 경쟁의 요소를 포함하는 식으로 전시 

방식을 변화시켜 왔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박물관이 오락을 교육으로 가져오다’이다.

② 이야기의 영향력: 어떻게 이야기가 사고방식을 바꾸는가

③ 박물관에서 관람객 참여의 문제점

④ 오락 산업이 현대의 박물관을 지배하다

⑤ 박물관의 핵심적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 오고 있는가

구문 해설

 Museums have learned from the entertainment industry 

[that a “story” (narrative) can become a vehicle {to 

enhance the didactic content}]. 

[ ]는 learn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 }는 a vehicle
을 수식하는 to부정사구이다.

 Museums now create exhibition scripts [that include a 

personal narrative {that involves the visitor emotionally 

with the content}]. 

[ ]는 exhibition script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 }는 a  

personal narrativ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entertainment 오락

•vehicle 수단

•enhance 강화하다, 높이다 

•convey 전달하다

•gamification 게임화, 게임의 요소를 적용하기

•take hold in ~에 자리 잡다, 정착하다

•interactive 대화형의, 쌍방향의

•exhibit 전시물, 전시품 

03
정답 ④

소재 세포 속 단백질과 노화

해석 하나의 세포는 수백만 개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단백질은 세포에 의해 끊임없이 조성되고 분해된다. 그것은 끊임없이 

재활용되지만, 이 재활용 과정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

다. 때때로 단백질은 이 과정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분해되지 않

고 그 세포에 남는다. 처음에는 몇몇 단백질만 있지만, 수십 년이 지

나면서 점점 더 많은 단백질이 그 세포에 남게 된다. 그것은 또한 함

께 무리를 이루는 경향이 있어서, 분해되지 않는 단백질 덩어리들이 

결국 그 세포를 가득 채운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세포는 결집된 

단백질로 가득 차서 더 이상 기능을 잘하지 못한다. 그로 인해 그것은 

노화하게 된다. 심장 세포는 더 이상 제대로 수축하지 않고, 신경 세

포는 신호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않으며, 소화 세포는 예전에 그랬

던 것만큼 음식을 잘 흡수하지 않는다. 마침내 많은 세포가 단백질의 

그물 속에 질식하여 그냥 죽고 만다.

문제 해설 세포 속 단백질이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단백질 일부가 세

포에 남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단백질이 남고, 무

리를 이룬 덩어리가 세포를 가득 채우게 되면, 세포가 결국 노화 상태

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세포 속 단백질은 어떻게 그것의 노화의 원인이 되는가’이다.

①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방법

② 노화 과정은 늦춰질 수 있는가?

③ 활동과 장수의 연관성

⑤ 노화와 약화되는 면역력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구문 해설

 [As time goes by], our cells become so filled with 

aggregated proteins that they no longer function well.

[ ]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고, 주절에는 ‘너무 ~해서 …하다’라

는 뜻의 「so ~ that ...」 구문이 사용되었다.

 That causes them [to age]: Heart cells no longer contract 

properly; nerve cells do not transmit signals efficiently; 

digestive cells do not absorb food as well as they used to.

[ ]는 causes의 목적격 보어이다.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조동사 

used to 뒤에는 absorb food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휘와 어구

•continuously 끊임없이

•smoothly 순조롭게

•cluster 무리를 이루다

•age 노화하다, 나이가 들다

•contract 수축하다

•transmit 전달하다

•digestive cell 소화 세포

•absorb 흡수하다

04
정답 ③

소재 식물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

해석 여러분은 식물이 자신이 먹히고 있을 때를 안다는 것을 알았는

가? 음, 최근의 연구가 밝혀내고 있는 것처럼, 식물은 알지만, 그냥 

그곳에 앉아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식물은 그 포식

정답과 해설 _ Chapter 04 글의 제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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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멈추기 위한 노력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병력을 배치한다. 

이 경우에, 그 연구 대상은 양배추과에 속하는 애기장대(Arabidopsis 

thaliana)라고 불리는 식물이었다. 애기장대는 유전체의 배열 순서

가 밝혀진 최초의 식물이었기에, 연구자들은 그것의 내적 활동을 대

부분의 다른 식물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다. 식물이 먹히고 있다는 것

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 과학자들은 애벌레가 

잎을 먹을 때 내는 진동을 재현했다. 그들은 또한 바람이 부는 진동과 

같은 그 식물이 경험했을 다른 진동도 녹음했다. 예상대로 애기장대

는 포식자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약하게 독성이 있는 겨자기름의 생산

을 늘려 그것을 잎으로 전달함으로써 우적우적 먹어 대는 애벌레를 

흉내 내는 진동에 반응했다. 이 식물은 바람이나 다른 진동에는 반응

을 보이지 않았다.

문제 해설 식물이 포식자에 의해서 먹힐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

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포식자를 저지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언가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식물은 포식자에 맞서 자신을 방어한다’이다. 

① 식물이 진동을 보호책으로 사용하는 방법

② 곤충은 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④ 식물은 다른 식물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가?

⑤ 식물의 놀라운 병 저항성 기제   

구문 해설

	To	find	out	 if	 the	plant	was	aware	of	being	eaten,	 the	

scientists	re-created	the	vibrations	[that	a	caterpillar	makes	

as	it	eats	the	leaves].

[ ]는 the	vibration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Sure	enough,	the	cress	responded	to	the	vibrations	[that	

mimic	a	munching	caterpillar]	by	[upping	its	production	of	

mildly	toxic	mustard	oils	and	delivering	them	to	the	leaves	

to	deter	predators].
첫 번째 [ ]는 the	vibration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
는 by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어휘와 어구

•deploy 배치하다, 동원하다 

•troop 병력, 군대 

•defend 방어하다 

•predator 포식자 

•cabbage 양배추 

•genome 유전체 

•vibration 진동 

•caterpillar 애벌레 

•mimic 흉내 내다 

•up 늘리다, 증대하다 

•toxic 독성이 있는 

•mustard 겨자  

•deter 저지하다

도표
Chapter

05

Let’s Check It Out  본문 24쪽

정답 ⑤

소재 2020년의 지역별 재생 에너지 발전 용량과 세계 점유율

해석 위의 표는 2020년의 지역별 재생 에너지 발전 용량과 세계 점

유율을, 2019년과 2020년 사이의 변화량 및 성장률과 함께 보여 준

다. 아시아의 재생 에너지 발전 용량은 167.6GW 증가해서 

1,286GW에 도달했는데, 이것은 세계 재생 에너지 발전 총량의 

46%를 차지했다. 유럽과 유라시아의 용량은 각각 34.3GW와 

6.2GW 늘었지만, 그 두 지역의 성장률은 6.0%로 동일했다. 남아

메리카는 용량, 세계 점유율, 변화량 면에서 4위를 차지했으나, 성장

률은 아프리카의 성장률보다 낮았다. 오세아니아는 세계 점유율이 

2%에 불과했지만, 18.5%의 성장률로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지역이었

다. 중동과 중앙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은 각각 세계 재생 에너지 

발전 총량의 1%를 차지했으며, 중동은 성장률 면에서 모든 지역 중

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구문 해설

	Asia	increased	its	renewable	energy	generation	capacity	

by	167.6	GW	to	reach	1,286	GW,	[which	accounted	for	

46%	of	 the	 total	 global	 renewable	 energy	 generation	

capacity].

[ ]는 1,286 GW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South	America	ranked	fourth	in	terms	of	capacity,	global	

share,	and	change,	but	its	growth	rate	was	lower	than	that	
of	Africa.

that은 the	growth	rate을 대신하는 대명사이다.

01 ⑤ 02 ⑤ 03 ③ 04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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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답 ⑤

소재 성별에 따른 디지털 게임 시간

해석 위의 그래프는 노르웨이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일 디

지털 게임을 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성별에 따라 보여 준다. 남성이 매

일 게임을 하는 데 소요한 시간은 2017년 34분에서 2020년에  

44분으로 증가하면서, 남성은 5년 내내 디지털 게임을 하는 데 매일 

30분 넘게 소요했다. 여성은 2016년에 디지털 게임을 하는 데 매일 

28분을 소요했지만, 다음 해에는 매일 게임을 하는 데 소요한 시간이 

그 수치의 딱 절반으로 떨어졌다. 여성이 매일 디지털 게임을 하는 데 

소요한 시간은 2016년에 가장 높았고, 2018년과 2019년 두 해에 여

성은 매일 디지털 게임을 하는 데 19분을 소요했는데, 이는 2016년 

12  EBS 수능완성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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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많은 시간이었다. 남성과 여성이 매일 디지털 게임을 하는 

데 소요한 시간 사이의 차이는 2016년에 가장 작았고 2020년에 가

장 컸다. 남성은 조사 기간 중 2016년을 제외하고 매일 디지털 게임

을 하는 데 여성보다 2배가 넘는 시간을 소요했다.

문제 해설 2017년과 2020년에는 노르웨이 남성이 여성보다 디지털 

게임을 하는 데 하루에 2배가 넘는 시간을 소요하였고, 2019년에는 

남성이 여성의 2배가 되는 시간을 소요하였으며, 2016년뿐만 아니

라 2018년에도 남성이 소요한 시간이 여성이 소요한 시간의 2배가 

넘지 않았다. 따라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구문 해설

	Men	spent	more	than	30	minutes	per	day	playing	digital	

games	throughout	the	five	years,	[with	their	daily	playing	

time	increasing	from	34	minutes	in	2017	to	44	minutes	in	

2020].

[ ]에는 「with+명사구+분사구」의 구조가 사용되어 주절의 부수적

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The	gap	between	men’s	and	women’s	daily	digital	game	

playing	time]	was	the	smallest	 in	2016	and	the	largest	 in	

2020.

[ ]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이다.

어휘와 어구

•drop 떨어지다, 내려가다

•gap 차이, 격차

•exception 예외, 이례

02
정답 ⑤

소재 자동차를 통한 이동의 지역별 점유율 변화

해석 위의 표는 자동차를 통한 이동의 2015년 여행 점유율과 2050
년 예상 점유율을 지역별로 보여 주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50년

까지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북아메리카에서 자동차로 

이동하는 비율은 2015년 81.2%였으나 2050년 76.1%로 점유율

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에서 교통수단으로서의 자동차 비율

은 2015년보다 12.0퍼센트포인트가 하락하여, 2050년에 44.4%
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과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자동차로 

이동하는 비율이 2015년부터 2050년까지 각각 1.7퍼센트포인트, 

1.9퍼센트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에서의 자동차를 

통한 이동 비율은 2015년의 28.3%에 불과했던 것에서 12.0퍼센트

포인트 상승하여 2050년에는 4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아프리카에서 자동차로 이동한 비율은 라틴아메리카의 절반

에도 못 미쳤지만 2050년에는 아프리카에서의 비율이 라틴아메리카

의 비율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 해설 자동차로 이동하는 비율은 2015년 아프리카에서 20.2%
이어서 40.5%의 라틴아메리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은 올바른 

기술이지만, 2050년에는 아프리카가 27.4%이고, 라틴아메리카는 

42.4%여서 아프리카의 비율이 라틴아메리카의 비율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은 잘못된 기술이다. 따라서 표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구문 해설

	The	 table	above	shows	[the	percentage	share	of	 trips	

taken	by	car	in	2015]	and	[the	projected	share	for	2050],	

by	 region,	 [including	 information	on	 the	changes	 from	

2015	to	2050].
첫 번째와 두 번째 [ ]는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shows에 이

어진다. 세 번째 [ ]는 ‘~을 포함하여’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  

including이 유도하는 전치사구이다.

	[In	the	Middle	East	and	Latin	America],	the	percentage	

of	trips	by	car	is	expected	to	increase	[by	{1.7	percentage	

points}	and	{1.9	percentage	points}],	 respectively,	 from	

2015	to	2050.
첫 번째 [ ]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이다. 두 번째 [ ]는 정도

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이고, 두 개의 { }는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

어 by에 이어진다.

어휘와 어구

•percentage (백분율로 나타낸) 비율

•projection 예상

•current 현재의 

•transportation 교통, 수송

•decline 감소하다

•respectively 각각

03
정답 ③

소재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해석 위의 그래프는 미국에서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의료 소비

자가 정보 보안을 유지함에 있어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신뢰하는 

정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 준다. 그래프가 다루고 있는 3년 동

안 80%가 넘는 의료 소비자가 자신의 전문 의료진을 신뢰했다. 

2019년 자신의 전문 의료진을 신뢰한다고 말한 소비자의 비율은 

2017년의 비율과 겨우 1퍼센트포인트 차이가 났다. 2020년에는 자

신의 전문 의료진을 신뢰하지 않는 소비자의 비율이 2019년의 비율

보다 더 컸지만, 자신의 전문 의료진에 대해 ‘매우 많이’ 신뢰한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비율은 2017년의 비율의 두 배가 넘었다. 전문 의

료진에 대한 신뢰도의 비율과 달리, 2019년과 2020년 각각 기술 기

업에 대한 신뢰도의 비율은 50%를 넘지 않았다. 더욱이 2017년부

터 2020년까지 기술 기업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한 소비자의 

비율이 두 배가 넘었다는 것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문제 해설 자신의 전문 의료진을 ‘매우 많이’ 신뢰한다고 응답한 소비

자의 비율은 2020년에 49%이고 2017년에는 36%이므로, 전자는 

후자의 두 배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이다.

구문 해설

	The	percentage	of	consumers	[who	said	they	trusted	in	

their	medical	professionals	 in	2019]	differed	by	only	1	

percentage	point	from	that	in	2017.	

[ ]는 consumer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that은 the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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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nsumers who said they trusted in their medical  

professionals를 대신한다.

 Moreover, it is worth noting that the percentage of 

consumers [who said {they did not trust in tech companies 

at all}] more than doubled from 2017 to 2020.

[ ]는 consumer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 }는 that이 생략된 

명사절로 said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어휘와 어구

•trust in ~을 신뢰하다

•secure 안전한, 보안이 철저한

•respond 응답하다

•exceed 넘어서다

04
정답 ④

소재 전통 매체나 온라인 매체를 읽거나 이용하는 한국 학생 비율

해석 위의 그래프는 2018년 한 달에 한 번 넘게 전통 매체나 온라인 

매체를 읽거나 이용한 한국 학생 비율을 보여 준다. 한국 학생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두 가지 전통적인 매체 유형은 만화책과 소설이었지

만, 그것들을 읽은 학생의 비율은 어느 쪽도 50%를 넘지 않았다. 다

른 전통 매체 유형에 있어서, 더 많은 한국 학생이 신문이나 잡지보다 

논픽션을 읽었다. 온라인 매체의 경우,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학생

의 비율은 93.8%였는데, 이는 이메일을 이용한 학생 비율의 2배가 

넘었다. 온라인 뉴스는 실용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웹 사이트보다 더 

많은 한국 학생에 의해 읽히거나 이용되었다. 온라인 매체의 경우 가

장 작은 비율의 한국 학생이 한 달에 한 번 넘게 온라인 토론이나 포

럼을 읽거나 이용한다고 말했다.

문제 해설

온라인 뉴스를 읽거나 이용한 학생의 비율은 80.4%로, 실용적인 정

보를 담고 있는 웹 사이트를 이용한 학생의 비율인 84.0%보다 더 낮

다. 따라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구문 해설

 The graph above shows [the percentage of Korean 

students {who read or used traditional/online media more 

than once per month in 2018}].  

[ ]는 show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이고, { }는 Korean 

student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For online media, the percentage of students [who used 

messaging services] was 93.8%, [which was more than 

twice that of students {who used e-mail}]. 
첫 번째 [ ]는 student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두 번째 [ ]는 

93.8%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that은 the percentage를 대

신하며, { }는 student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comic book 만화책

•fiction 소설

•forum 토론회, 포럼

•exceed 넘다, 초과하다

세부 내용 파악
Chapter

06

Let’s Check It Out  본문 28쪽

정답 ③

소재 Judith Sargent Murray의 생애

해석 가장 잘 알려진 18세기 여성 수필가이자 서간문 작가 중 한 명

인 Judith Sargent Murray는 1751년 5월 1일 부유한 상인 가정

에서 Winthrop Sargent와 Judith Saunders Sargent의 여덟 자

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Murray는 여성 교육 운동의 선구자이자 여

성에 대한 기회균등의 주창자로 기억된다. 그녀는 당대의 젊은 여성

으로는 이례적으로 교육을 잘 받았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남

동생 Winthrop이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

녀에게 남동생과 함께 서양고전학 가정 교습을 받을 것을 고집했다. 

Judith는 십 대 시절에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1769년 10월에 

해상 무역상 John Stevens와 결혼했다. Stevens와의 결혼 생활 동

안 Murray는 당대의 자유주의적 종교 흐름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

녀와 Stevens는 조합 교회주의에서 보편 구제설로 개종했다. John  

Stevens는 1786년에 사망했고, 2년 후 그녀는 보편주의 목사 John 

Murray와 결혼했다.

구문 해설

 Murray is remembered [as a pioneer in the movement 

for women’s education] and [as an advocate of equal 

opportunity for women]. 
‘~로서’라는 의미의 전치사 as에 의해 유도되는 두 개의 [ ]는 and
로 연결되어 is remembered에 이어진다.

 She was exceptionally well educated for a young woman 

of her day; her father insisted [that she be tutored in the 

classics along with her brother Winthrop as he was being 

prepared to enter Harvard University]. 

[ ]는 insist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인데, 그 안에 ‘당위’

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should) 동사원형」이 술어동사로 사용되 

었다.

01 ② 02 ③ 03 ⑤ 04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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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답 ②

소재 얼룩매가오리

해석 얼룩매가오리는 지구 전역의 산호초와 수심이 얕은 열대 지역 

바다에서 발견될 수 있는 멋진 물고기이다. 그것은 둥근 모양이 아니

라 다이아몬드 모양에 더 가까운 몸 모양으로 매우 각이 져 있다. 너

14  EBS 수능완성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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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길이보다 두 배 넓을 수도 있으며, 꼬리는 온전하다면 매우 길 

수 있다. 그것들은 대집단으로 떼를 지어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를 횡단하며, 물 속을 ‘날고’ 때로는 추격을 피해 완전히 공중으로 뛰

어오르기도 한다. 그것은 좋은 식용 물고기로 여겨지지 않고, 잡히면, 

큰 소리를 내며 독이 있는 꼬리지느러미 가시 때문에 매우 주의해서 

다루어야 한다. 표면을 덮고 있는 흰색 반점과 고리 모양은 이 종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점과 고리 모양의 패턴은 개체마다 다른 

듯 보인다. 사진 분석 결과 (반점과 고리의) 이러한 패턴은 지문과 매

우 흡사하게 서로 다른 개체를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 주었다.

문제 해설 몸의 너비가 몸의 길이보다 두 배 정도 넓을 수도 있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②이다.

구문 해설

 They school in large groups to cross open water, 

[{‘flying’ through the water} and {sometimes leaping 

completely into the air to escape pursuit}].

[ ]는 주절의 주어인 They의 부수적 동작을 설명하는 분사구문인

데, 분사구인 두 개의 { }가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

 It is not considered a good food fish, and [when caught], 

makes loud sounds and should be treated with extreme 

caution because of its poisonous tail spines.

[ ]는 when과 caught 사이에 it is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휘와 어구

•magnificent 멋진, 장엄한

•coral reef 산호초

•round 둥근

•angular 각이 진

•width 너비

•length 길이

•tail 꼬리

•school (물고기 따위가) 떼를 짓다, 떼를 지어 나아가다

•open water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외해역(外海域)

•leap 뛰어오르다

•pursuit 추격

•caution 주의, 조심

•poisonous 독이 있는

•identify 식별하다, 확인하다

•fingerprint 지문

02
정답 ③

소재 로마 시대 건축가 겸 군 공학자 Marcus Vitruvius

해석 Marcus Vitruvius는 로마 시대 건축가이자 Julius Caesar 

휘하의 군 공학자였다. 그는 건축에 관한 10권의 책으로 구성된 De 

architectura의 저자로 매우 유명하다. Vitruvius는 그리스 건축의 

숭배자였고 신전과 공공건물의 설계에 있어서 고전적인 전통을 보존

하기를 원했다. 그는 건축의 성공은 여러 과학, 예술, 그리고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그는 De architectura에 지하

수를 찾기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제안을 포함시켰다. 이 사례 중 하

나는 해가 뜨기 전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턱을 땅에 대고 떠오르는 증

기를 찾으라고 했다. Vitruvius는 토양 유형 표도 제공했는데, 거기

에는 토양 유형별로 예상할 수 있는 지하수의 양과 맛이 포함되었다. 

말년에 그는 로마 황제 Augustus로부터 연금을 받았고, 그 

(Augustus)에게 De architectura가 헌정되었다.

문제 해설 Vitruvius는 그리스 건축의 숭배자였고 신전과 공공건물

의 설계에 있어 고전적인 전통을 보존하기를 원했다고 했으므로, 글

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이다. 

구문 해설

 One of these examples required a person [to lie on his 

stomach before sunrise, {placing his chin on the ground to 

look for rising vapors}]. 

[ ]는 required의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구이다. { }
는 a person의 부수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In his final years, he was granted a pension by the 

Roman emperor Augustus, [to whom De architectura was 

dedicated]. 

[ ]는 the Roman emperor Augustus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 

이다.

어휘와 어구

•architect 건축가

•military 군의, 군대의

•architecture 건축

•admirer 숭배자, 찬미자

•preserve 보존하다, 유지하다

•temple 신전

•groundwater 지하수

•vapor 증기

•grant 주다, 수여하다

•pension 연금, 장려금

03
정답 ⑤ 

소재 인쇄업자 William Caxton

해석 William Caxton은 Kent에서 태어났으며, 아마도 그의 출생

지로 제안된 Strood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포목상으로서

의 도제 생활 후, Caxton은 잉글랜드인과 플라망인들 간 무역의 주

요 중심지인 Bruges로 이사해, 그곳에 섬유 사업체를 세웠다. 결국 

그는 Bruges의 Governor of the English Nation으로 임명되었

다. 그의 공식적인 직무의 일부로서 그는 영국 정부를 위한 대외 무역 

협상에 참여했다. 1471년에 아마도 그의 관직을 사임한 후, Caxton
은 Cologne으로 갔다. Cologne에서 약 18개월 동안 체류하며 그

는 인쇄 기술을 배웠고, 아마도 Bartholomaeus Anglicus의 De 

proprietatibus rerum 판본의 제작에 참여했을 것이다. Bruges로 

돌아온 후, Caxton은 출판사를 설립하고 최초의 인쇄된 영어 서적인 

The Recuyell of the Historyes of Troye를 제작했는데, 이것은 

1469년에 시작해서 Burgundy 공작부인 Margaret의 격려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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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프랑스어본을 번역한 것이었다.

문제 해설 Bruges로 돌아온 후 출판사를 설립했다고 언급되었으므

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구문 해설

 William Caxton was born in Kent, though probably not 

at Strood, [which has been suggested as his birthplace].

[ ]는 Strood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After his apprenticeship as a mercer, Caxton moved to 

Bruges, [the foremost center for trade between the English 

and the Flemish], and built up a textile business there. 

[ ]는 Bruges와 동격 관계를 이루는 명사구이다.

어휘와 어구

•foremost 주요한, 으뜸가는

•textile 섬유, 직물

•appoint 임명하다, 지명하다

•negotiation 협상, 교섭

•presumably 아마(도), 짐작건대

•resign 사임하다, 사직하다

•translation 번역, 번역물

•duchess 공작부인

04
정답 ④

소재 La Digue 섬

해석 인상적이고 조각 같은 화강암 암석과 매우 아름다운 해변이 있

는 La Digue는 태양이 가득한 느긋하고 매력적인 섬이다. 그것은 

Mahé에서 북동쪽으로 50킬로미터, Praslin에서 동쪽으로 4킬로미

터 떨어져 있으며 Seychelles에서 네 번째로 큰 화강암 섬이다.  

10제곱킬로미터의 섬은 산호초로 거의 완전히 둘러싸여 있으며 자연

항이 없다. 부두가 서쪽 해안의 La Passe에 세워졌고, 특히 북서 계

절풍 기간 동안에 더 많은 대피처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에 방파제가 

건설되었다. 이 섬의 길이는 약 6킬로미터, 폭은 3킬로미터가 약간 

넘고, 가장 높은 봉우리 ‘독수리 둥지’인 Nid d’Aigles에서 333미터

까지 솟아 있다. Marion Dufresne는 자신의 배인 La Digue에서 

1768년에 이 그림 같은 섬을 기록상 처음으로 발견했고 프랑스인들

은 1771년에 이 섬의 공식적인 소유권을 얻었다. 푸른 초목, 개울, 

늪 가운데서 초기 정착민들이 싸워야 했던 최악의 것은 악어였고, 그

것들은 거북과 함께 곧 완전히 소멸되었다.

문제 해설 프랑스인들은 1771년에 이 섬의 공식적인 소유권을 얻었

다고 언급되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구문 해설

 [Marion Dufresne, in his ship La Digue, made the first 

recorded discovery of this picturesque island in 1768], and 

[the French took formal possession of it in 1771].
두 개의 [ ]는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

 Amid the green vegetation, streams and swamps, the 

worst thing [the early settlers had to contend with] was the 

crocodiles, and they were soon wiped out along with the 

tortoises. 

[ ]는 the worst thing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관

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dramatic 인상적인, 극적인  

•sculptured 조각 같은, 조각된

•laid-back 느긋한, 태평스러운

•inviting 매력적인

•encircle 둘러싸다, 에워싸다 

•coral reef 산호초 

•natural harbour 자연항 

•breakwater 방파제

•shelter 대피처, 피신처

•monsoon 계절풍

•picturesque 그림 같은

•vegetation 초목

•stream 개울, 시내

•swamp 늪, 습지

•contend with ~과 싸우다

•crocodile 악어

•wipe out ~을 완전히 소멸시키다

•tortoise (육지·민물에 사는) 거북

어휘로 판가름 나는 수능 등급
지문·발문·선지의 어휘 총망라 수록!

수능연계교재의 국어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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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Check It Out  본문 32쪽

정답 ③

소재 채식주의자 축제

해석  2022 Glendale 채식주의자 축제

여러분의 건강, 환경, 동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식물에 

기반을 둔 식사를 해 보세요. 저희의 연례 채식주의자 축전에 여러분

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전에 결코 만난 적이 없는 채소와 사랑에 빠

질 겁니다!

•일시: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비가 온다면 대체 날짜는 10월 22일입니다.)

•장소: Glendale Center Square
•이용료: 무료입장 / 주차료 5달러

•프로그램

 - 고기가 없는 식품 시식

 - 유명 요리사의 요리 시연

 - 건강과 영양에 관한 강의

 - 활기 넘치고 화려한 의상 퍼레이드

•  여러분의 아이들을 데려오세요. 저희는 채소 의상이나 과일 의상을 

그들에게 빌려줍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glendalevegan.org를 방문하세요.

구문 해설

 You’ll fall in love with vegetables [you’ve never met 

before]!

[ ]는 vegetabl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Culture Note

vegan
세계채식연맹(IVU)에서는 채식주의자를 ‘육지 동물은 물론 바다나 강에 사

는 물고기도 먹지 않는 사람들. 단, 우유나 달걀은 취향대로 섭취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정의한다. 채식주의자는 무엇을 먹고 먹지 않느냐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vegan은 완전 채식주의자로 육류와 

생선은 물론 우유와 동물의 알, 꿀 등 동물에게서 얻은 식품을 일절 거부하

고, 식물성 식품만 먹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01 ② 02 ⑤ 03 ④ 04 ④  

본문 34~35쪽rx i ee c s sE

01
정답 ②

소재 문학 케이크 장식 대회

해석   South Bellmore 문학 케이크 장식 대회

‘책을 주제로 한’ 우리의 첫 번째 케이크 장식 대회에 교수진, 직원, 학

생, 그리고 가족들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케이크를 

굽고 그것을 장식하여 가장 좋아하는 어린이 책의 한 장면을 묘사하

는 것입니다.

날짜 및 장소

- 11월 11일 금요일

- South Bellmore 학교 도서관 본관(1층)

참가 방법

-   도서관 웹 사이트(www.SBSL.edu)에서 10월 31일까지 등록하

세요.

- 대회 당일 오전 9시까지 케이크를 도서관에 가지고 오세요.

규칙

- 참가자는 1개의 케이크만 출품할 수 있습니다.

- 상업적으로 장식된 케이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하루 종일 도서관을 출입하는 사람 누구나 케이크 통에 표를 넣어

서 케이크를 심사합니다. (동점자는 공식 심사위원들의 맛 평가를 

통해 우열을 가립니다.)

- 수상자는 도서관 웹 사이트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제 해설 행사는 11월 11일인데, 10월 31일까지 등록하라고 언급

되어 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②이다.

구문 해설

 Anyone [coming through the library] will judge the 

cakes by putting a token in the container of the cake 

throughout the day.

[ ]는 Anyone을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어휘와 어구

•decorate 장식하다 

•participate in ~에 참가하다

•bake 굽다

•represent 묘사하다

•register 등록하다

•commercially 상업적으로

•judge 심사하다; 심사위원

•tie 동점, 무승부

02
정답 ⑤

소재 어린이용 재봉틀

해석  Yoyo 어린이 재봉틀

-   Yoyo 어린이 재봉틀은 바느질을 배우는 데 관심이 있는 6세 이상

의 어린이 누구에게나 완벽한 출발점입니다. 

-   일반 재봉틀보다 더 느리게 바느질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여 

줍니다.

재봉틀로 바느질하는 방법

1. 기기를 켭니다(이 기기는 배터리로 작동됩니다).

2.   노루발을 들어 올립니다. 그것은 바늘 바로 뒤에 위치해 있고 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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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에 천을 고정합니다.

3. 천을 바늘과 노루발 아래에 놓습니다. 

4. 기기 우측의 수동 핸들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5. 발로 풋 페달을 부드럽게 밟아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경고

-   아이들이 재봉틀을 조작할 때 여전히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   두꺼운 천으로 바느질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가벼운 천과 중간 무

게의 천이 재봉틀에 가장 적합합니다.

추가 정보

-   저희 웹 사이트(www.yoyofriendtoy.com)를 방문하시거나 

012-3422-4453으로 전화하세요.

문제 해설 두꺼운 천으로 바느질하지 말고, 가벼운 천과 중간 무게의 

천을 사용하라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⑤이다.

구문 해설

 A Yoyo child’s sewing machine is the perfect starting 

point for any child age 6 and up [who is interested in 

learning to sew]. 

[ ]는 any child age 6 and up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The machine sews slower than regular machines, 

[decreasing the chance of accidents].

[ ]는 주절의 내용에 부수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어휘와 어구

•sewing machine 재봉틀

•sew 바느질하다

•lift 들어 올리다

•needle 바늘

•fabric 천

•handwheel 수동 핸들

•counter-clockwise 시계 반대 방향의

•supervision 감독, 관리

•attempt 시도하다

03
정답 ④

소재 주민 회의

해석      Oak Town 주민 회의

2022년 11월 26일 토요일

Oak Town 지역 센터

등록: 오전 8시 30분

회의: 오전 9시

커피와 간단한 다과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3명의 주민회 위원을 새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추천된 후보들

의 약력은 우리 지역 웹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가 유효하려면 최소한 90표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석하실 수 없

으시면, 여러분을 대신해 투표할 수 있도록 신뢰하는 분에게 서명된 

허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서 양식은 우리 지역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우리 지역 웹 사이트 www.oaktown.com
을 참조해 주세요.

문제 해설 3명의 주민회 위원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라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④이다.

구문 해설

 We will need at least 90 votes [for the election to be 

valid.] 

[ ]는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며, for the election은 이  

to부정사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낸다.

 [If you are unable to attend], please give signed 

authorization to someone [you trust] [to vote on your 

behalf].
첫 번째 [ ]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며, 두 번째 [ ]는  

someone을 수식하는 관계절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

다. 세 번째 [ ]는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다.

어휘와 어구

•resident 거주자

•refreshment 다과

•profile 프로필(인물의 약력), 인물 소개  

•nominate 추천하다, (선거 후보자로) 지명하다

•candidate 후보

•valid 유효한

•authorization 허가서

•on one’s behalf ~을 대신하여

04
정답 ④

소재 ABC Doors의 품질 보증서

해석   ABC Doors 품질 보증서

ABC Doors 주식회사(‘판매자’)는 아래에 제시된 기간 동안 재료 및 

(설치) 작업에 결함이 없는 제품을 최초 상업적 구입자(‘구매자’)에게 

보증합니다.

ABC Doors 품질 보증서 포함 사항 :

•‘기계’ 부품은 설치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전기’ 부품은 설치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노동 (작업 제공)’은 설치한 날로부터 1년으로 제한됩니다.

•‘모든 소모품’은 제한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상 청구: 이 제한된 보증 기간 중 보상 청구는 결함 발견 후 10일 이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도 가능성: 이 보증서는 최초 구매자로부터 양도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 불가 사항: 판매자는 (i) 제품의 오용, (ii) 예방적 유지 보수를 하

지 않은 것, (iii) 자연재해(홍수, 화재, 지진 포함) 또는 시민 소요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설 보증서를 최초 구매자로부터 양도받을 수 없다는 내용은 

제품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 보증서가 바뀐 소유자에게 양도될 수 

18  EBS 수능완성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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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을 의미하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구문 해설

 ABC Doors Inc. (“seller”) warrants [the original 

commercial purchaser (“buyer”)] [a product {that is free of 

defects in material and workmanship}] for the time period 

set forth below.  
첫 번째 [ ]는 warrants의 간접목적어인 명사구이고, 두 번째 [ ]
는 warrants의 직접목적어인 명사구이다. { }는 a product를 수

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warranty 품질 보증서  

•Inc. 주식회사(Incorporated의 약어)  

•defect 결함  

•workmanship (설치) 작업, 기술, 솜씨  

•set forth 제시하다  

•component 부품  

•installation 설치

•wear and tear item 소모품

•exclude 제외하다

•claim 보상 청구  

•transferability 양도 가능성

•maintenance 유지 보수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  

•earthquake 지진  

•civil disorder 시민 소요

어법
Chapter

08

Let’s Check It Out  본문 36쪽

정답 ④

소재 음식에 들어 있는 에너지

해석 우리는 음식에 에너지가 들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에너지는 어떻게 저장되고 어떻게 우리 몸속으로 방출되는 것일까?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증기 기

관차와 전기 공급 장치의 에너지와 연관되는 것일까? 이 질문들이 서

로 무관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대답은 놀라운 일관성을 드러낸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각각의 환경에서 발현되는 에너지는 유사한 부분, 

즉 분자 내 원자의 배열에 그것의 기원이 있다. 음식, 식물, 석탄, 석

유, 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자

는 결합하는 분자의 원자가 재배열되어 함께 고정된 화학 반응 속에

서 형성되었는데, 이는 깜짝 장난감 상자에 들어 있는 캐릭터를 상자 

안으로 밀어 넣고 뚜껑을 걸쇠로 잠그는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 바꾸

어 말하면, 저항력에 맞서 사물을 함께 밀어붙인 다음 단단히 함께 고

정할 때 에너지가 축적되는 것이다. 음식과 연료에 담긴 에너지는 원

자가 분자 내에서 서로 결합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이는 깜짝 장난

감 상자의 에너지가 걸쇠로 잠긴 뚜껑에 의해 제자리에 유지되는 압

축 스프링과 관련되는 방식과 유사하다.

구문 해설

 [Unrelated though these questions may sound], the 

answers reveal a surprising unity. 

[ ]는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로 sound의 보어에 해당하는 형용사 

unrelated가 접속사 though 앞으로 왔다.

 Foods, plants, coal, oil — all these substances are 

composed of molecules [made up of atoms]. 

[ ]는 molecules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01 ② 02 ④ 03 ③  04 ④  

본문 38~39쪽rx i ee c s sE
 

01
정답 ②

소재 목적의식이 있는 삶

해석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이유와 그것이 여러분이 성취하려고 

하는 것의 큰 그림에 들어맞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더 가치 

있어 보이게 한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을 어딘가로 인도한다고 생각

한다면, 여러분은 노력을 그만두고 싶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올바

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즉각적인 만족감과 목표 달

성을 경험해야 할 필요도 없다. 가치를 부여하고 여러분이 하는 각각

정답과 해설 _ Chapter 08 어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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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이 여러분의 주요 목표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이 단지 일하는 것만으로도 잘 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돕

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으므

로, 여러분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가치가 있다. 이러한 개념이 작용하

는 사례는 여러분이 학위를 위해 듣고 있는 수업이 무의미하다고 느

낄 때일 것이다. 그것(수업)은 여러분의 졸업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

국 여러분의 관심 분야에서의 꿈꾸는 직업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

에, 무의미하지 않음을 명심하라.

문제 해설 (A) 전치사 of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고, 

accomplish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what이 사용되는 것이 어

법상 적절하다.

(B) how each thing ~ main goal에서 주어가 each thing you 

do이고, 주어의 핵은 thing이므로, 단수 동사 ties가 사용되는 것이 

어법상 적절하다.

(C) 뒤에 나오는 because에 의해 유도되는 절이 주절의 역할을 하

지 못하는 종속절이므로, Remember가 사용되어 전체 문장이 명령

문이 되는 것이 어법상 적절하다.

구문 해설

 There is a point to everything [you do], so every action 

[you take] is valuable.  
첫 번째 [ ]는 everything을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두 번째 [ ]는 

every action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An example of this concept at work would be [when you 

feel {that the classes <you are taking for your degree> are 

pointless}]. 

[ ]는 be의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 }는 feel의 목적

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며, < >는 the classes를 수식하는 관계절

이다.

어휘와 어구

•accomplish 성취하다  

•worthwhile (시간이나 노력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endeavor 노력  

•instant 즉각적인  

•on the right track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assign 부여하다, 할당하다  

•at work 작용하는  

•in turn 결국, 차례로

02
정답 ④ 

소재 손가락 바닥이 부드러운 이유

해석 우리의 손가락이 우리의 손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디

자인과 왜 우리가 부드러운 손가락 바닥을 가졌는지에 대해 많이 생

각해 본 과학자는 거의 없었다. 물리학 교과서는 돌출부가 접착면 상

의 그것들(돌출부)과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더 단단하고 더 거친 표면

이 최상의 접지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나 여러

분이 붙잡으려는 접착면이 매끄럽다면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징을 박은 부츠가 매끄러운 바위를 가로질러 얼마나 쉽게 미끄러지는

지 생각해 보라. 직관과 반대로, 매끄러운 표면을 더 잘 붙잡을 수 있

는 비결은 발톱과 같은 단단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와 

같은 부드러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부드러운 물질

이 다른 표면의 모양에 맞게 변형되고, 따라서 넓은 면적이 접촉되어, 

두 표면 사이의 원자 간 힘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마찰이 증가된다. 물

질이 부드러울수록 그것은 더 많이 변형될 수 있고 접촉 면적이 더 넓

어질 수 있다.

문제 해설 ④ 술어동사 is 뒤에 나오는 부분은 주격 보어로서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져야 하므로, used를 to부정사인 to use 또는 동

명사인 using으로 고쳐야 한다.

① Despite는 전치사이므로 our fingers를 의미상의 주어로 하는 

동명사 being이 쓰인 것은 어법상 적절하다.

② 앞에 나온 projections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 복수형 대명

사 those는 어법상 적절하다.

③ 동사구 slip across smooth rocks를 수식하는 부사 easily는 

어법상 적절하다.

⑤ 문장 마지막의 the two surfaces 중 하나가 a soft material
의 표면이므로, 둘 중에서 나머지 다른 하나의 표면을 가리키는 the 

other는 어법상 적절하다.

구문 해설

 However, this is plainly untrue if the substrate [you 

are trying to grip] is smooth; think [how easily hobnailed 

boots slip across smooth rocks].
첫 번째 [ ]는 the substrat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두 번째 [ ]
는 think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Counterintuitively, the key to getting a better grip on a 

smooth surface is not to use[using] a hard material such as 

a claw, but a soft one, such as skin.
‘~이 아니라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not ~ but ...」 표현이 사용되

었고, but 뒤에 to use[using]가 생략되어 있다.

어휘와 어구

•pad 바닥, 받침

•surface 표면, 외면

•grip 접지력, 움켜쥠

•projection 돌출부, 돌기

•interlock 서로 맞물리다, 연동하다

•plainly 명백히, 분명히

•slip 미끄러지다

•claw 발톱

•friction 마찰

•maximize 극대화하다, 최대화하다

•interatomic 원자 간의, 원자 사이의

03
정답 ③

소재 집단 주거의 패턴

해석 낮은 밀도로, 펼쳐진 땅 위에 독립적 가옥의 형태로 (진행되

20  EBS 수능완성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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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평적 팽창은 높은 개발 비용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교통과 

전기 및 물의 분배를 위한 더 높은 에너지 소비를 의미한다. 바로 이

러한 맥락에서 집단 주거 패턴이 주거 공급 체계로 타당성을 가진다. 

그러한 패턴은 땅과 공동 서비스 설비 및 생활 편의 시설을 공유하여, 

수평적으로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연결된 구조로 주거 단위를 건

설함으로써 더 집약적인 땅의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집단 주거에 대

한 수용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는 단연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층

에서 중간 계층까지의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집을 짓기가 점점 더 어

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도시 지역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구

하는 야심 있는 일련의 사람들이 이룬 집단에도 해당된다. 그것은 특

별한 고려를 받지만 도시 상황, 미미한 소득 수준, 그리고 이러한 집

단의 소비 양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문제 해설 (A) It is ~ that 강조 구문으로 in this context가 강조

되어 있으므로, It을 쓰는 것이 어법상 적절하다. 

(B) Such patterns가 더욱 집약적인 땅의 활용을 가능하게 만드

는 행위의 주체이므로, 능동형의 술어동사 make를 쓰는 것이 어법

상 적절하다. 그 뒤에서는 목적어(a more intensive utilization of 

land ~ and amenities)가 길어 목적격 보어(possible) 뒤에 목적

어가 놓인 구조를 취하게 되었다.

(C) 문맥상 for low-to-middle-class people을 의미상 주어로 하

여 the increasing difficulty를 수식하는 to부정사구를 이루어야 

하므로, to build를 쓰는 것이 어법상 적절하다. 

구문 해설

 [Horizontal spread, in the form of independent homes 

on stretches of land, at low densities], means high costs 

for development.

[ ]는 문장의 주어이고, 술어동사는 means이다. 

 By far [the most significant reason {to expect a growing 

acceptance of group housing}] is the increasing difficulty 

for low-to-middle-class people to build homes individually.

[ ]는 문장의 주어이며, is는 술어동사이다. { }는 the most  

significant reason을 수식하는 to부정사구이다. 

어휘와 어구

•horizontal 수평적인, 평면의

•spread 팽창, 확산

•stretch 펼쳐진[길게 뻗은] 지역

•density 밀도, 밀집

•transportation 교통

•distribution 분배

•validity 타당성

•provision 공급

•intensive 집약적인

•utilization 활용

•dwelling unit 주거 단위

•vertically 수직으로

•significant 중요한

•acceptance 수용, 승인

•concentration 집단, 집중

•ambitious 야심 있는

•determinant 결정 요인

•marginalized 미미한, 소외된

•expenditure 소비, 지출

04
정답 ④

소재 재난 예방의 실패 원인

해석 몇몇 위기들은 그에 의거하여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관심을 가진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위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긴급성을 느끼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말로 구성하지 못한다. 2003년  

10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비정상적인 강우가 북아프리카의 

Atlas 산맥 능선에 메뚜기의 이상적인 번식지를 만들었다고 경고했

다. 그에 따른 아무런 행동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위기는 예견된 대로 

전개되었다. 2004년 여름,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의 북서부에 몰려들

었고, 소농들의 생계 수단을 파괴했다. 명확하게 전달된 정확한 경고

에도 불구하고, 방지할 수 있었던 위기가 그 지역에 막대한 손해를 끼

치도록 방치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2004년 12월의 쓰나미가 기록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연재해를 촉발하고 나서야, 인도양 지역의 정

책 결정자들은 태평양 지역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던 것과 유사한 조

기 경보 체제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제때에 실행

되었다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문제 해설 ④ 뒤에 명사구인 clearly communicated and  

accurate warnings가 이어지므로 접속사인 Though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전치사구인 In spite of와 같은 것으로 바꿔 써야 어

법에 맞다. 

① 명사인 terms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such를 쓰는 것은 어법상 적

절하다.

② warned의 목적어인 명사절을 유도하는 낱말이 필요한데, 뒤에 이

어지는 절이 문장의 필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접속사 that
을 쓰는 것은 어법상 적절하다.

③ as 이하는 그 뒤에 it was가 생략된 부사절로, 주어 it(= the  

crisis)이 predict의 대상이므로 과거분사 predicted가 쓰여 수동태

의 술어를 이루는 것은 어법상 적절하다. 

⑤ 앞 절의 an early-warning system similar to the one  

already operating in the Pacific을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을 유도

하며 관계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므로, 관계대명사 which를 쓰는 것

은 어법상 적절하다. 

구문 해설

 Some crises are not acted upon [because {the 

stakeholders involved} cannot attract attention to their 

difficult situation].

[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 }는 because로 시작되는 절

의 주어이며, involved는 the stakeholders를 수식한다.

 In October 2003, the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warned [that abnormal rains had 
created ideal breeding grounds for locusts in the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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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ain ridge of Northern Africa]. 

[ ]는 warn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며, 유엔식량농업기

구가 경고한 시점보다 더 이전에 발생한 사건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

하여 과거완료 형태인 had created가 쓰였다. 

어휘와 어구

•crisis 재난 ( pl. crises)   

•act upon ~에 의거하여 행동하다, ~에 조치를 취하다

•involved (후치하여) 관련된

•frame 구성하다, (틀에) 맞추다

•urgency 긴급성

•accordingly 그에 따라

•abnormal 비정상적인

•breeding ground 번식지

•mountain ridge 산맥의 능선

•unfold 전개되다

•swarm 떼

•invade (~에) 몰려들다

•livelihood 생계 (수단)

•communicate 전달하다

•preventable 예방 가능한

•region 지역

•tsunami 쓰나미(지진 등에 의한 엄청난 해일)

•trigger 촉발하다

•disaster 참사, 재난

•presumably 아마, 짐작건대

어휘
Chapter

09

Let’s Check It Out  본문 40쪽

정답 ④

소재 수렵 채집 사회 사냥꾼의 겸손과 관대함

해석 사냥이 수렵 채집인의 생계에 중요한 활동이기는 하지만, 성공

을 거둔 사냥꾼은, 당연히 스스로에 대하여 만족할 수도 있겠으나, 겸

손함과 관대함을 보여야 한다. 예를 들어 Ju/wasi 족에게 있어 (짐승

을) 죽였다고 알리는 행동은 오만함의 신호이며, 그렇게 하지 못하도

록 강력히 만류된다. 많은 훌륭한 사냥꾼이 한 번에 여러 주 혹은 여

러 달 동안 사냥을 전혀 하지 않기도 한다. 한동안 계속 사냥에 성공

한 후, 사냥꾼은 다른 사람이 호응할 기회를 주기 위해 으레 사냥을 

멈춘다. 사냥꾼의 성공은 어느 정도까지는 높이 평가될지 모르지만, 

너무 큰 성공은 다른 사람의 질투와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수렵 

채집인의 공동생활에서 한 가지의 모순은 한편으로 사냥을 통해 자신

을 입증하면서도 인심도 쓰라는 압력과 다른 한편으로 지나치게 (사

냥에) 성공하지 못하는(→ 성공하는) 것을 막는 반대 압력이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바탕의 활동적인 사냥은 ‘(격앙된) 그들의 

마음을 식히고 그들을 관대하게 해 줄’ 비활동의 시기와 번갈아 나오

게 된다. 

구문 해설

 [ W h i l e  h u n t i n g  i s  a n  i m p o r t a n t  a c t iv i t y  i n  

hunter-gatherer subsistence], successful hunters, [who 

may naturally be pleased with themselves], are expected to 

show humility and gentleness. 
첫 번째 [ ]는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이고, 두 번째 [ ]는  

successful hunters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One of the contradictions in the communal life of 

hunter-gatherers] is the pressure on the one hand [to 

prove oneself by hunting and to be generous], and 

the counterpressure on the other against [being too  

successful].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이며, 술어동사는 is이다. 두 번째 [ ]는 

the pressure를 수식하는 to부정사구이고, 세 번째 [ ]는 전치사 

agains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다. 

01 ③ 02 ① 03 ② 04 ②  

본문 42~43쪽rx i ee c s sE

01
정답 ③

소재 뇌의 보상 현상

해석 뇌의 한 영역에서 저활성화가 일어날 때마다, 보통 다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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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과잉 활성화가 일어난다. 이것에 해당하는 용어가 보상이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이 시각을 수반해야 하는 일을 할 때, 시각과 

관련된 뇌 영역에서는 저활성화가 일어나고 다른 감각을 지배하는 영

역에서는 과잉 활성화가 일어난다. 이런 동일한 보상 과정이 읽기가 

부진한 사람과 관련해서도 존재한다. 두정엽과 후두엽(읽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부위)에서의 (활성화) 감소는 왼쪽 전전두엽 

영역에서의 활성화 증가를 동반한다. 읽기와 관련된 보상은 읽기가 

시작된 때부터 발전해 온 자연스러운 읽기 진행을 유지하기(→ 바꾸

기) 때문에 해로울 수 있다. 기존의 경로가 과제 달성에 일반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다. 뇌졸중을 앓고 특정한 신체 움직임을 잃는 사람을 

생각해 보라. 그 동작을 책임지는 뇌 영역이 회복될 수 없다면, 뇌는 

그 신체 움직임을 복구할 대체 경로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비록 복구

된다 해도, 그 방법이 수백만 년에 걸쳐 뇌 진화를 겪으며 발달해 온 

방법만큼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 해설 원래 활성화가 되어야 할 특정 뇌 영역이 저활성화될 때 대

신 뇌의 다른 영역이 과잉 활성화되는 보상 현상에 대한 글이다. 잘 

읽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읽기에 관여하는 두정엽과 후두엽의 활성화

가 감소하고 그 보상으로 왼쪽 전전두엽이 과도하게 활성화하여, 자

연스럽고 효율적인 읽기 진행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기 때문에 

그러한 보상 과정은 해로울 수 있다. 따라서 ③의 maintains를  

alters와 같은 낱말로 고쳐야 한다.

구문 해설

 For example, when a blind individual does something 

[that should involve sight], there is [underactivation 

in regions of the brain {involved in vision}] and 

[overactivation in the areas {governing the other senses}].
첫 번째 [ ]는 something을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두 번째와 세 번

째 [ ]는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is에 이어진다. 첫 번째 { }는 

regions of the brain을 수식하는 분사구이고, 두 번째 { }는 the 

areas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However, [even if restored], it is unlikely [that the 

process will be as efficient as the procedure {that has 

evolved over millions of years of brain evolution}].
첫 번째 [ ]는 even if it is restored에서 it(= the physical  

motion) is가 생략된 형태이다.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두 번

째 [ ]가 내용상의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절이다. { }는 the  

procedur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region 영역, 부위

•compensation 보상

•govern 지배하다, 관리하다

•reduction 감소, 축소

•accompany 동반하다

•related to ~과 관련된

•progression 진행, 발달

•evolve 발달하다, 진화하다

•accomplish 달성하다, 이루다

•stroke 뇌졸중

•repair 회복하다, 치료하다

•alternative 대체하는, 대안의

•restore 되찾다, 복원하다

02
정답 ①

소재 지도의 방위

해석 한 가지는 분명히 하자. 북쪽을 지도의 맨 윗부분에 일관되게 

두는 것이 편리하다. 그러면 지도에 인쇄된 나침반 기호를 매번 확인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북쪽에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가 주어질 필

요는 없다. 지난 몇 세기 동안 동쪽이 맨 윗자리를 차지했고, 우리가 

‘let’s get oriented’와 같은 말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그러한 관행을 

반영한다. (‘Orient(동양)’는 동쪽을 가리키며, 동쪽을 제대로 두면 다

른 모든 것이 제자리에 들어맞는다.) Mercator 자신의 지도 중 하나

는, 영국 제도의 지도였는데, 서쪽을 가장 위에 두고 있다. 남쪽이 맨 

윗부분에 놓인 경우도 자주 있었는데, 그러한 관행은 때때로 미국과 

캐나다 자동차 협회를 포함해 자동차 운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단

체들에 의해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플로리다로 향하는 운전

자들의 경우에도, 남쪽이 ‘위에’ 있을 수도 있다. 일부 소프트웨어는 

여러분이 가고 있는 방향에 따라 옳다고 ‘느껴지는’ 어느 쪽으로든 ‘위’

나 ‘아래’로 주요 도로 지도를 인쇄할 수 있게 한다. 이 모든 것은 근본

적인 사실을 시사한다. 무엇이 ‘위’에 놓이는지는 지도 제작 과학의 어

떤 요구 조건보다 관습과 개인의 편의에 기인하는 면이 더 크다.

문제 해설 (A) 북쪽을 지도의 맨 윗부분에 일관되게 두면 지도에 인

쇄된 나침반 기호를 매번 확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는 문맥이 자

연스러우므로 convenient가 적절하다. inconvenient는 ‘불편한’이

라는 뜻이다.

(B) 우리가 동양을 가리키는 Orient가 쓰인 ‘let’s get oriented’와 

같은 말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동쪽이 맨 윗자리를 차지했음을 반영

하므로 reflects가 적절하다. violates는 ‘위반하다’라는 뜻이다.

(C) 동서남북 중 어느 쪽이 지도의 위에 놓이는지는 지도 제작 과

학의 요구 조건보다 관습과 개인의 편의에 기인하는 면이 더 크므로 

more가 적절하다. less는 ‘덜, 더 적게’라는 뜻이다.

구문 해설

 All of this points to a fundamental fact: [what goes “up”] 

owes more to convention and personal convenience than 

to any requirements of cartographic science.

[ ]는 콜론(:) 다음에 이어지는 절의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more ~ than ...」의 비교 구문에서 전치사구 to convention and 

personal convenience와 to any requirements of cartographic 

science가 비교되고 있다. 

어휘와 어구

•consistently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pride of place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

•practice 관행, 관례

•orient 동양, 동방, 동쪽

•fall into place 제자리에 들어맞다

•uppermost 가장 위에

•cater to ~의 요구에 부응하다, ~을 충족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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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특정 방향으로) 향하다, 가다

•fundamental 근본적인, 기초의, 기본의

•convention 관습, 관례

Culture Note
Mercator
네덜란드의 지리학자로, 1569년에 이른바 ‘메르카토르의 투영법’으로 전통

적인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 제작법에서 탈피한 18폭의 대형 세계 지도를 

제작하였다. 그 후 다시 유럽의 지도를 첨가해 107폭의 지도첩  Atlas Sive 

Cosmographicae Meditationes de Fabrica Mundi et Fabricati 

Figura를 만들었는데, 이 책명으로 인해 ‘아틀라스’는 지도첩을 지칭하는 

보통명사가 되었다.

03
정답 ②

소재 자기 신념의 역동적 특성

해석 자신에 대한 개인들의 믿음은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쉽게 바

뀌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시간과 상황에서든 자신에 대하

여 일관된 관점을 유지하려는 강한 동기가 있다. 따라서 일단 자아 개

념이 확립되면, 개인은 그것을 보존하고 옹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불안정성(→ 안정성)의 맥락에서, 자기 신념은 어떤 역동

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 전략과 결합될 때, ‘학업적 

가능성이 있는 자아’는 저소득 소수 집단 청소년 표본에서 계획, 시험 

점수, 성적, 그리고 출석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학업적 또는 

출세 지향적 가능성이 있는 자아를 가진 개인들은 또한 다른 자기 목

표를 가진 사람들보다 학업 성취에 있어서 더 끈질기다. 자아 개념은 

사람들이 중요하고 친숙한 사회적 환경에서 낯선 환경으로 옮겨 갈 

때, 예를 들어 그들이 대학을 다니러 떠나거나 자신의 첫 번째 ‘실질

적’ 직업을 위해 새로운 도시로 갈 때, 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처럼 보

인다. 불확실성은 의욕을 가지게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를 다루

는 데 필요한 기술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경우 생산적인 행

동을 가져올 수 있다.

문제 해설 ②의 instability는 ‘자아 개념이 확립되면 그것을 보존하

고 옹호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바로 앞 내용을 설명하는 낱말이어야 

하므로, 반대 의미를 갖는 stability로 고쳐야 한다. 

구문 해설

 Thus, [once the self-concept is established], the 

individual has a tendency [to preserve and defend it]. 
첫 번째 [ ]는 ‘일단 ~하면’이라는 의미의 접속사 once가 이끄는 부

사절이다. 두 번째 [ ]는 a tendency를 수식하는 to부정사구이다.

 [Individuals with academic or career-oriented possible 

selves] are also more persistent when it comes to scholastic 

achievement than [those with different self-goals].
비교 구문(more ~ than ...)이 두 개의 [ ]를 비교하고 있다.

어휘와 어구

•set in concrete 고정된  

•consistent 일관된  

•establish 확립하다  

•be coupled with ~과 결합되다  

•strategy 전략  

•minority 소수 집단  

•career-oriented 출세 지향적인  

•persistent 끈질긴, 집요한  

•when it comes to ~에 있어서, ~에 관한 한  

•scholastic 학업의  

•achievement 성취  

•tackle 다루다

04 
정답 ②

소재 사회적 규범 위반자에 대한 회피

해석 사람들은 협력적이고, 주고받으며, 서로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과는 관계와 동맹에 들어가고, 그들을 이용하거나 불

이익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분명하

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 교류에 관한 기본 규범을 

위반하는 정도에 매우 민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배제한다. 예

를 들어, 우리는 상호주의, 공정성, 내집단 충성, 공유 및 신뢰성의 규

범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거부하지는 않더라도 피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한 그러한 행동은 한 사람의 적응도를 크게 해치며 

아마도 진화의 역사를 통틀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람

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공정하고, 이기적이고, 부정직하고, 그 외에 불

리한 행동을 감시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것을 돕는 적응력을 가질 수

도 있다. 다른 경우라면 평범할 그 어떤 성인도 이용당하거나, 배신당

하거나, 부당하거나 이기적으로 대우받는 것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사

실은 그러한 우려가 인간 본성의 일부라는 것을 암시한다.

문제 해설 (A)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용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

과의 관계를 피하려고 한다는 맥락에서 볼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이 사회적 교류에 관한 기본 규범을 위반하는 정도에 매우 민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흐름이 되어야 하므로 sensitive
가 적절하다. insensitive는 ‘둔감한, 무감각한’이라는 뜻이다.

(B) 우리가 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대상은 규범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므로 violate가 적절하다. follow는 ‘따르다, 추종하다’라는 뜻이다.

(C)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불공정하고, 이기적이고, 부정직하고, 

그 외에 불리한 행동을 감시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것을 돕는 적응력

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결국 부당하거나 이기적으로 대우받는 것에 

무관심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indifferent가 적절하다. opposed
는 ‘반대하는’이라는 뜻이다.

구문 해설

 People obviously prefer [to enter into relationships 

and alliances with people {who behave in cooperative, 

reciprocating, and mutually beneficial ways}] and [to avoid 

relationships with those {who exploit or disadvantage 

them}].
두 개의 [ ]는 and로 연결되어 prefer에 이어지는 to부정사구이다. 

두 개의 { }는 모두 관계절로 각각 people과 those를 수식한다.

 For example, we tend to avoid, [if not reject],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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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violate norms of reciprocity, fairness, in-group 

loyalty, sharing, and trustworthiness]. 
첫 번째 [ ]는 「if not ~」의 형태로 ‘~은 아니라 할지라도’라는 뜻의 

삽입어구이다. 두 번째 [ ]는 peopl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obviously 분명히, 명백히  

•alliance 동맹  

•cooperative 협력적인  

•mutually 서로, 상호 간에  

•exploit 이용하다  

•disadvantage 불이익을 주다  

•norm 규범  

•regarding ~에 관한  

•in-group 내집단, 배타적 소집단, 파벌  

•loyalty 충성  

•fitness 적응도, 적합함  

•presumably 아마도, 추측하건대  

•evolutionary 진화의  

•adaptation 적응력  

•betray 배신하다

빈칸 추론 (1)
Chapter

10

Let’s Check It Out  본문 44쪽

정답 ①

소재 유전적 돌연변이

해석 생존에 대한 위협은 일부 유전적 돌연변이를 장기적으로 유리

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 또는 식물에조차도 해당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대한 조류 개체군이 민물의 웅덩이에 여러 세대 

동안 살아왔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 그러고 나서 민물을 짜게 만드는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거의 대부분의 조류는 그것들의 유전자가 

그것들을 민물에서 살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멸종된다. 하지만 몇몇 

운 좋은 조류는 염수에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돌

연변이 DNA를 무작위로 물려받았다. 그러고 나서 살아남은 조류는 

도전적인 새로운 환경에 더 적합한 자손을 만든다. 그것들의 수는 증

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개체군은 안정된다. 결국, 새로운 염수의 조

류 종이 진화한다. 같은 문제가 그 민물의 웅덩이에 서식했던 물고기, 

개구리, 물뱀, 곤충, 그리고 다른 모든 생명체에 닥칠 것이다. 자연은 

생존할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그러한 개별적인 유기체들을 ‘선택

한다’. 적응성은 유기체가 그것의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도

록 돕는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어떠한 특질이다.

구문 해설

 But a few lucky algae had randomly inherited mutant 

DNA [that allowed them {to adapt to a new life in salty 

water}].

[ ]는 mutant DNA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 }는 allowed의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구이다.

 An adaptation is any inherited characteristic [that helps 

an organism {survive and reproduce in its environment}].

[ ]는 any inherited characteristic을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 }
는 「help+목적어+목적격 보어」 구조에서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하는 

원형부정사구이다.

01 ③ 02 ⑤ 03 ④ 04 ③  

본문 46~47쪽rx i ee c s sE

01
정답 ③

소재 통찰력과 창의력이 나타나는 순간

해석 휴식을 취하고 빈둥거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한 새로

운 것들을 알게 되거나, 일에 집중했을 때라면 결코 떠오르지 않았을 

굉장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창의력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자

주 이러한 엄청난 ‘아하’하는 순간에 매우 관심이 있고, 그러한 순간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데 많은 노

감을 잡으면 수능이 두렵지 않다!
내신에서 수능으로 연결되는 

포인트를 잡는 학습 전략

수능 감(感)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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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기울여 왔다. 빈둥거림이 그 순간에 도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단계 중 하나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통찰력과 창의력의 순간은 그

것들을 강요하려고 하는 것에 의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신

적인 무활동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 훌륭한 아이디어는 우리가 샤워

를 하거나 여유로운 산책을 할 때처럼 그것을 생각해 내려고 노력하

는 것을 중단하게 될 때 자주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뜬금없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휴

식 시간 동안 조용하게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문제 해설 훌륭한 아이디어는 그것을 생각해 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중단하게 될 때 자주 나타난다는 내용의 글이다. 이러한 상태는 우리

가 휴식을 취하고 빈둥거리는 정신적인 무활동 상태이다. 따라서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무활동’이다. 

① 연습

② 분석

④ 붕괴

⑤ 집중

구문 해설

	Good	ideas	often	come	to	us	[when	we’ve	stopped	{trying	

to	come	up	with	them}],	such	as	[when	we’re	in	the	shower	

or	on	a	leisurely	walk].
첫 번째 [ ]는 시간의 부사절이고, 두 번째 [ ]는 첫 번째 [ ]에 대

한 예시이다. { }는 stopp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다.

	[While	 it	 seems	 like	 these	 ideas	have	 come	out	 of	

nowhere],	 the	 truth	 is	 [that	our	minds	have	been	quietly	

and	unconsciously	developing	them	during	our	downtime].		
첫 번째 [ ]는 양보의 부사절이고, 그 안에 ‘~인 것 같다’라는 의미의 

「it	seems	like ~」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두 번째 [ ]는 is의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어휘와 어구

•occur to ~에게 떠오르다  

•come up with ~을 생각해 내다  

•leisurely 여유로운, 한가한  

•out of nowhere 뜬금없이, 어디선지 모르게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downtime 휴식 시간, 한가한 시간

02
정답 ⑤

소재 설계에서 타협의 필요성

해석 모든 설계는 선택을 수반하고, 서로 경쟁하는 제약을 만족시키

는 선택이 자주 이루어져야 한다. 집 옆에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차 한 

대의 너비만 있는 두 대의 차를 넣을 연결된 차고를 짓는 것은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제약이 있는 설계상의 문제를 제시한다. 해결책이 있

지만, 모두가 타협을 수반하며, 그것은 결코 이상적이지는 않은 해결

책으로 이어진다. 한 가지는 차고를 집에서 꽤 떨어진 뒤쪽에 옥외 통

로로 집과 연결하여 짓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뒤뜰의 상당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필요로 하며, 거기에서 진입로는 너비가 두 배가 되어

야 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다른 해결책은 

너비는 차 한 대의 폭이지만 안으로 들어간 깊이는 차 두 대의 길이인 

차고를 만드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자동차 두 대의 차고는 뒤뜰을 전

혀 침범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것은 한 대의 차가 다른 차의 출구를 

막을 때마다 그것을 옮기는 것을 필요로 한다. 설계자는 강력한 제약

과 강력하지 않은 제약 내에서 항상 선택해야 한다. 

문제 해설 모든 설계는 제약을 만족시키기 위한 선택이 따른다는 사

례로 두 대의 차를 넣을 차고를 만드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서로 충

돌하는 제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언가 다른 손해나 피해를 감

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

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타협’이다.

① 혼란 

② 확장

③ 객관성 

④ 방해 

구문 해설

	[Building	a	two-car	attached	garage	beside	a	house	{that	

is	only	a	single	car	width	from	the	property	line}]	presents	

a	design	problem	with	seemingly	incompatible	constraints.

[ ]는 문장의 주어이고, presents가 술어동사이다. { }는 a  

two-car	attached	garag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One	would	be	 [to	build	 the	garage	well	 behind	 the	

house,	{connected	to	it	by	a	breezeway}],	but	this	would	

necessitate	using	 considerable	 space	 in	 the	backyard,	

[where	the	driveway	would	have	to	be	doubled	in	width],	

something	[that	might	be	undesirable].
첫 번째 [ ]는 be의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구이고, { }
는 the	garage를 부연 설명하는 분사구이다. 두 번째 [ ]는 the  

backyard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며, 세 번째 [ ]는 something
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constraint 제약

•garage 차고

•property line 토지 경계선

•seemingly 겉보기에는, 보아하니

•incompatible 양립할 수 없는

•less than 결코 ~이 아닌

•necessitate 필요하게 만들다

•double 두 배로 하다

•undesirable 바람직하지 않은

03
정답 ④

소재 힌두-아라비아 숫자 도입에 대한 반대

해석 중세의 유럽에서는 힌두-아라비아 숫자의 도입에 상당한 저항

이 있었다. 연산이 새로운 숫자 체계를 사용해 수행될 때의 편의성은 

그것(새로운 숫자 체계)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힌두-아라비아 

숫자로 인해 산술 능력이 대중화될 조짐이 보이자 그것(힌두-아라비

아 숫자)은 산술 능력을 제한하여 이를 엘리트들의 특별한 도구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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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악마로 묘사되었다. 수학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힘의 원천이 상실될 것이다. 가톨릭교

회는 숫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함으로써 교육을 지속적으로 통제하

기를 원했고, 또한 종교적인 이유로 이슬람 세계로부터 온 그 체계를 

반대했다. 주판을 이용해 수학이라는 신비한 체계에 종사해 온 수학

자들은 교회의 보호를 받았다. 힌두-아라비아 숫자 대중화에 대한 반

대가 매우 강했으므로 일부 불쌍한 사람들은 그것(힌두-아라비아 숫

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심지어 이단으로 화형당했다고 한다.

문제 해설 힌두-아라비아 숫자가 도입될 당시 엘리트들을 비롯한 가

톨릭교회와 같은 기득권층이 힌두-아라비아 숫자가 대중화되는 것을 

반대하고 막으려 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저항’이다. 

① 긴급함  

② 불가사의

③ 변형

⑤ 도움

구문 해설

 [As Hindu-Arabic numbers threatened to democratize 

numeracy] they were demonized by those [who had an 

interest in {restricting numeracy} and {retaining it as a 

special tool of the elite}]. 
첫 번째 [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며, 두 번째 [ ]는 thos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 }는 and로 대등하게 연

결되어 전치사 in에 이어진다. they는 Hindu-Arabic numbers를 

가리키고, it은 numeracy를 가리킨다.

 So strong was [the opposition to the popularization of 

Hindu-Arabic numerals] that, [it is said], some poor souls 

were even burned at the stake as heretics for using them. 
‘매우 ~해서 …하다’라는 뜻의 「so ~ that ...」 구문이 쓰였으며, 보어

인 So strong이 문장 앞에 오면서 주어인 첫 번째 [ ]가 동사 was
와 도치되었다. 두 번째 [ ]는 삽입절이다. 

어휘와 어구

•considerable 상당한, 적지 않은

•introduction 도입, 받아들임

•numeral 숫자

•ease 편의성, 쉬움

•arithmetic 연산, 계산

•carry out ~을 수행하다   

•threaten to do ~할 조짐[징후]을 보이다, ~할 것 같다

•democratize 대중화하다, 민주화하다

•numeracy 산술 능력

•restrict 제한하다

•retain 유지[보유]하다

•oppose 반대하다

•religious 종교의

•practice 종사하다

•opposition 반대

•popularization 대중화

•burn at the stake 화형에 처하다

04
정답 ③

소재 생물의 토종/비토종 구별의 불필요성

해석 일부 생물학자들이 주장해 온 바에 따르면, 토종/비토종의 구

별이 이미 현실적으로 더는 쓸모가 없으며, 그것을 고수하면 실제로 

생태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비토종 종을 통제하거나 제거하려는 

성공 가능성이 없는 시도로서 희귀 자원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부실

한 관리 결정으로 이어지는 생태학적 위험에 대한 억측을 조장하게 

된다. 이 견해의 지지자들이 제안하는 것은 생태계 관리자들이 원산

지를 기준으로 종을 평가하는 대신, 그 종에게 교란되어 있거나 매우 

역동적인 생태계 전체에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도록 만드는 특성

을 그 종이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그것(그 종)이 생태계

에 미치고 있는 실제 영향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그러한 조건하에서 종의 개체 수의 빠른 확산을 촉진함으로써 

결국 개체 수가 생태학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유기체와 집단의 특성이 토종 종과 비토종 종에 있어 동일하다

고 강조한다. 따라서 그들의 결론에 따르면, 어떤 종이 토종인지 비토

종인지를 아는 것은 그것이 끼칠 미래의 생태학적 영향에 대한 관련

된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많이 제공하지는 못한다.

문제 해설 생태학에서 종을 토종/비토종으로 구별하여 평가하는 것

이 잘못된 생태계 관리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이러한 토

종/비토종의 구별은 원산지를 기준으로 하는 구별이다. 따라서 빈칸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원산지’이다.

① 생활 주기

② 식습관

④ 사냥 방법

⑤ 신체적 외양

구문 해설

 Some biologists have argued [that the native/nonnative 

distinction is already no longer practically useful], and [that 

adherence to it fosters presumptions about ecological risk 

{that lead to poor management decisions, such as using 

scarce resources in unlikely-to-succeed attempts to try to 

control or eliminate nonnative species <that are not really 

ecologically problematic>}]. 
명사절인 두 개의 [ ]는 and로 연결되어 argued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 }는 presumptions about ecological risk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 >는 nonnative speci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Moreover, they emphasize [that the organism and group 

traits {that foster rapid diffusion of a species population 

under those conditions, and therefore are indicators 

of a population’s likelihood of becoming ecologically 

problematic}, are the same for native and nonnative 

species]. 

[ ]는 emphasiz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 }는 the 

organism and group trait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distinction 구별  

•practically 현실적으로  

정답과 해설 _ Chapter 10 빈칸 추론 (1)  27

001~074 수능완성(영어)정답-12.indd   27 2022-05-10   오후 6:58:32



•adherence 고수, 집착  

•foster 조장하다  

•presumption 억측, 추정, 가정  

•ecological 생태학적인  

•scarce 희귀한  

•eliminate 제거하다  

•advocate 지지자  

•trait 특성

•disturbed 교란된  

•emphasize 강조하다  

•organism 유기체  

•indicator 지표  

•likelihood 가능성

빈칸 추론 (2)
Chapter

11

Let’s Check It Out  본문 48쪽

정답 ③

소재 일정 관리를 위한 달력 사용

해석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약속, 마감일, 업무, 그리고 우리가 기억

하고 시간을 낼 필요가 있는 다른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달력을 사

용한다. 여러분이 그 달력에 올려지는 것을 담당하는 유일한 사람이

든, 또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시간을 예약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든, 다

른 사람들에게 하루 온종일을 주어서 결국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

이 없다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놀랍지 않은가? 물

론, 때로는 여러분 자신의 일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피할 수 없

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 될 때,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행

복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재충전할 시간이 전혀 없을 때, 우

리는 모든 것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딱 들어맞을지에 (그리고 딱 들어

맞을지 안 맞을지에) 압도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신체적으로 지치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훨씬 더 많은 나쁜 소식으로 이어

지고 우리의 인지 기능과 면역 체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

구문 해설

	[Whether	you’re	the	only	one	in	charge	of	what	gets	put	

on	that	calendar	or	there	are	others	booking	time	on	your	

behalf],	isn’t	it	amazing	[how	easy	it	is	{to	give	an	entire	

day	to	other	people,	<only	to	wind	up	feeling	like	you	have	

no	time	for	yourself>}]?	
첫 번째 [ ]는 ‘~이든 …이든’의 의미를 가진 「Whether ~ or ...」의 

표현이 사용된 양보의 부사절이다. 주절의 주어인 it은 형식상의 주어

이고, 두 번째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두 번째 [ ] 안의 it도 형식

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 >는 결과의 의미를 갖

는 to부정사구이다.

	When	we	don’t	get	any	time	to	recharge,	we	can	begin	

to	feel	overwhelmed,	stressed	out,	and	anxious	about	[how	

and	when	(and	whether)	everything	will	fit	into	place].	
「not ~ any ...」는 전체 부정의 의미를 갖는다. [ ]는 about의 목적

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01 ② 02 ⑤ 03 ① 04 ⑤  

본문 50~51쪽rx i ee c s sE

01 
정답 ②

소재 스포츠 심리학자의 역할

해석 전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대 스포츠 심리학

수능특강과의 완벽한 시너지
오개념 위험이 높은 변형 문제는 NO! 

보장된 고퀄리티 기출문제 OK!

수능특강 연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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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오로지 한 가지 접근법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문제와 개인에 

가장 적합한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데 유연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

다. 어떤 선수가 구체적 심리 기술을 가르침을 받기를 기대할 수도 있

지만, 그 선수가 이해받는 느낌을 갖지 못하며, 진지하게 받아들여지

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반적인 해결책만 제공받는다면, 신뢰 관계를 

위한 어떠한 근거도 만들어질 수 없다. 현대 스포츠 심리학자는 자신

의 역할을 구체적 상황에 맞출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정신적 기

술에 대한 전문가가 요구되고, 어떤 경우에는 과정 지향적인 동반자

가 요구된다. 기존의 동기, 잠재력, 약점에 따라, 스포츠 심리학자는 

이해심 있게 대안 개발에 기여한다. Monika Liesenfeld가 말하는 

것처럼, “스포츠 심리학자는 필요한 만큼의 안도감을 제공하며, 사전

에 만들어진 해결책은 가능한 한 적게 제공한다. 스포츠 심리학자는 

부분적인 표준화를 갖춘 맞춤 재단사이다.”

문제 해설 빈칸에는 스포츠 심리학자가 어떤 선수에게 구체적 심리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들어가야 한다. 빈칸 뒤의 내용을 

통해 스포츠 심리학자에게는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필

요한 만큼 재단할 능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 상황에 맞출’이다.

① 자신의 고유한 자격을 강조할

③ 자신의 고객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할

④ 자신의 연구를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⑤ 자신의 고객에 관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구문 해설

 [Even though an athlete might expect to be taught 

specific psychological skills], no basis for a trustful 

relationship can be created [if the athlete does not feel 

understood and is not taken seriously, but merely provided 

with standard solutions]. 
첫 번째 [ ]는 양보의 부사절이고, 두 번째 [ ]는 조건의 부사절이

다. 두 번째 [ ] 안에는 ‘~가 아니라 …’라는 의미의 「not ~ but ...」
의 구조가 사용되었다.

 [In some cases, {an expert for mental skills} is needed] 

and [in other cases, a process-oriented companion is called 
for]. 
두 개의 [ ]가 and에 의해 대등하게 연결되어 전체 문장을 이룬다. 

첫 번째 [ ]의 주어인 { }의 핵은 expert이므로 단수형 동사 is가 

술어동사로 사용되었다. 두 번째 [ ]의 주어인 a process-oriented  

companion은 의미상 call for의 대상이므로 수동태가 사용되었다.

어휘와 어구

•psychologist 심리학자  

•exclusively 오로지, 배타적으로  

•flexible 유연한, 융통성 있는  

•seriously 진지하게  

•standard 일반적인  

•process-oriented 과정 지향적인  

•companion 동반자, 친구  

•call for ~을 요구하다  

•deficit 약점, 결함  

•contribute to ~에 기여하다  

•alternative 대안  

•appreciative 이해하는, 진가를 아는

•security 안도감, 안심  

•custom tailor 맞춤 재단사  

•standardisation 표준화, 규격 통일

02
정답 ⑤

소재 자율 주행 차량

해석 왜 인간에게 최종 결정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더 좋은가? 오늘

날 빠르고 현명하게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어떤 사람의 능력은 고사

하고, 그 사람의 윤리관을 근거로 그가 운전 면허증을 딸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아가, 사고가 순간적인 결정을 요구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뇌의 깊은 곳 안으로부터 판단력, 자비 혹은 동

정심을 불러오고, 상황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분석에 의해 요구되는 

방향으로 그 차를 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반응 시간을 가지는 능력을 

갖춘 인간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실상 희생자의 선택이 수반되는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사고에 직면한 인간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윤

리적 딜레마에 맞닥뜨렸을 때 인간은 느리고, 비합리적이고, 모순되

게 반응한다는 것을 반복하여 보여 준다. 그렇다면 왜 사회는 차량이 

윤리적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결정권을 자율 주행 차량으로

부터 가져가서 그것을 적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인간에게 주려 하는가? 따라서, 만일 생사의 결정이 내

려져야 한다면 자율 주행 차량이 즉시 자동으로 인간에게 운전을 일

임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문제 해설 인간의 운전 면허증은 그 사람의 도덕적 결정 능력에 근거

하여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 빠른 판단이 필요한 사고 상황에서 인간

은 모든 판단 역량을 다 활용할 수 없어서 느리고, 비합리적이고, 모

순되게 반응하므로, 생사의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상황에서 자율 주

행 차량이 인간에게 운전을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적절

하지 않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즉시 자동으로 인간에게 운전을 일임해야만’이다. 

① 도로상의 모든 활동을 동시에 처리해야만

② 평가 과정에서 관계없는 주체를 제외해야만

③ 진행 중인 사고의 가능한 손상을 추산해야만

④ 인간과 같은 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장치를 갖춰야만

구문 해설

 Moreover, when an accident requires a split-second 

decision, no human has the capacity to [call up {judgment, 

mercy, or compassion} from within the recesses of his or 

her brain], [analyze the situation], and [have the reaction 

time necessary to aim the car in the direction called for by 

that analysis].
세 개의 [ ]는 모두 콤마와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to에 이어져 

to부정사구를 만들어 the capacity를 수식한다. { }는 call up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이다. 

 Why then would society [take the decision away from an 

autonomous vehicle on the grounds that a vehicle can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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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an ethical decision], and [give it to a human {who is 

at least as ill-equipped to do so}]?
두 개의 [ ]는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would에 이어지는 동사구

를 이룬다. { }는 a human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have the last say 최종 결정권을 가지다

•obtain 얻다

•set of ethics 윤리관

•ethical 윤리적인

•split-second 순식간의, 눈 깜짝할 사이의

•capacity 능력

•call up ~을 불러오다

•judgment 판단력

•mercy 자비

•compassion 동정심

•reaction 반응

•aim 향하게 하다

•unavoidable 피할 수 없는

•fatal 치명적인

•victim 희생자

•irrationally 비합리적으로

•inconsistently 모순되게

•dilemma 딜레마, 진퇴양난

•autonomous vehicle 자율 주행 차량

•on the grounds that ~이라는 이유로

•ill-equipped 능력[기술]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irrational 비합리적인

•automatically 자동으로

03
정답 ①

소재 유기 농업에 대한 공격

해석 한때,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든 없든, 유기 농업은 공격하기에 

만만한 대상이었다. 그리하여 1974년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연례 총회에서 어느 과학자 토론단은 ‘유기농 식품 신화’를 겨냥하여, 

그것을 ‘과학적 난센스’와 ‘식품의 일시적인 유행을 따르는 사람과 괴

짜’의 영역이라고 부르고, 대중을 혼란스럽게 해서 그들이 식품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겁을 준다고 ‘가짜 과학자들’을 비난했다. 그들

은 또한 ‘유기농 신화는 영양가 있는 식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생산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한 거부를 초래하기 때문에 인간의 복지

에 역효과를 낳았으며’, ‘수십 년에 걸친 농업의 진보에서 오는 이득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7년 후, 앞서 말한 이 AAAS의 

학술지는 유기농 농장이 이웃한 관행적인 농장보다 화석 에너지를 덜 

사용하고 토양 침식을 덜 겪으면서도 매우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경

쟁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주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문제 해설 1974년 미국과학진흥협회 연례 총회에서 어느 과학자 토

론단은 유기농 식품에 대해 ‘과학적 난센스’, ‘식품의 일시적인 유행을 

따르는 사람과 괴짜’의 영역이라 부르고, ‘인간의 복지에 역효과를 낳

았고’, ‘농업의 진보에서 오는 이득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유기 농업이 한때 공격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유기 농업은 공격하기에 만만한 

대상이었다’이다.

② 사람들은 농업의 중요성을 의심했다

③ 관행 농업은 중단되는 것으로 보였다

④ 전문가들은 농업에서 유기 농법을 주창했다

⑤ 유기농 제품은 충분히 개발된 것으로 여겨졌다

구문 해설

 Thus it was that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 

in 1974, a panel of scientists took aim at the ‘organic 

food myth’, [calling it ‘scientific nonsense’ and the 

domain of ‘food faddists and eccentrics’], and [blaming 

‘pseudoscientists’ for {confusing the public} and thus 

{scaring them into paying more for food}].
두 개의 [ ]는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a panel of scientists의 

부수적 행위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두 개의 { }는 and로 대등

하게 연결되어 for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어휘와 어구

•supporting 뒷받침하는, 지지하는

•advancement 진흥, 진보, 발전

•take aim at ~을 겨냥[비판]하다

•domain 영역, 분야

•counterproductive 역효과를 낳는

•erode 약화시키다, 침식시키다

•erosion 침식, 부식

•conventional 관행적인, 전통적인

•  fair game (농담, 비판 등의) 만만한 대상, 좋은 목표물, 잡아도 괜

찮은 사냥감

•significance 중요성

•suspend 중단하다, (일시) 중지[정지]하다

•advocate 주창하다, 지지하다

04
정답 ⑤

소재 예술과 도덕성의 관계

해석 예술은 (그리고 음악은) 그 자체로는 야만에 대한 충분한 보호

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고, 어쩌면 문화란 야만인들의 발

톱에 칠한 매니큐어일 뿐이라는 게 사실일지도 모른다. 예술과 문학

이 우리의 도덕성 발달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한 논의에서 잘 알려

진 반론에는 ‘교양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수많은 악의 사례가 포함

된다. 결정적인 논거는 어떻게 ‘유명한 나치 지도자들이 한 손으로는 

강제 수용소를 관리하고 다른 손으로는 괴테를 읽었으며, 고통과 절

망에 사로잡힌 포로의 비명에 한쪽 귀를 막고 반대편 귀로는 바흐와 

베토벤을 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읽고 듣는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읽고 듣는가도 중요

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예술과 음악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것

30  EBS 수능완성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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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전통적인 ‘진실’과 가치와 관련

하여 우리가 그것(예술과 음악)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

며, 우리에게 도전하게 할 때이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그것(예술과 

음악)은 ‘시민이 하는 선택에서 표현될 수 있고 표현되어야 하는 판단

과 감성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문제 해설 예술 그 자체가 사람을 야만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판단

과 감성의 능력을 키워 주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다. 빈칸에 들어

갈 주장에 대한 잘 알려진 반론이 괴테를 읽고 바흐와 베토벤을 들으

면서 강제 수용소를 관리하며, 포로들의 고통에 무심하던 나치 지도

자와 같은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악의 사례이므로, 빈칸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예술과 문학이 우리의 도덕성 

발달에 기여한다’이다.

① 예술 작품은 도덕적으로 평가될 수 없다

② 예술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문제이다

③ 문화 간에는 뚜렷한 서열이 없다

④ 예술 교육은 아이들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할 수 있다

구문 해설

	It	 is	[only	when	we	let	art	and	music	{shake,	disquiet,	

and	 challenge	 us	 in	 relation	 to	 conventional	 “truths”	

and	values}]	 that	 they	can	unfold	 their	 transformative	

potential.	
「It	is ~ that...」 강조 구문을 사용하여 [ ]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며,  

{ }는 「let+목적어+목적격 보어」 구문에서 목적격 보어에 해당하

며, shake, disquiet, challenge가 콤마와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

어 공통 목적어 us로 이어진다. they와 their는 art	and	music을 

가리킨다.

	Only then	can they	“cultivate	capacities	of	judgement	

and	sensitivity	[that	can	and	should	be	expressed	 in	 the	

choices	{a	citizen	makes}].”
부사구 Only	then이 문두에 나와 주어(they)와 조동사(can)가 도

치되었다. [ ]는 capacities	of	judgement	and	sensitivity를 수

식하는 관계절이고, { }는 the	choice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

명사가 생략된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be incapable of ~을 할 수 없다

•sufficient 충분한

•protection 보호

•nail polish 매니큐어

•claw 발톱

•objection 반대, 이의

•concerning ~에 관하여

•numerous 수많은

•cultivated 교양 있는, 세련된

•ultimate 결정[최종]적인

•prominent 탁월한

•captive 포로

•despair 절망

•crucial 중요한, 결정적인

•in relation to ~에 관하여

•conventional 전통적인

•transformative 변화시킬 힘이 있는

•potential 잠재력

•sensitivity 감성

두꺼운 분량을 벗어난 가장 완벽한 기출문제집
쉬운 문항은 간략하고 빠르게, 

고난도 문항은 상세하고 심도 있게

수능 기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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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축 의미 추론
Chapter

12

Let’s Check It Out  본문 52쪽

정답 ⑤

소재 동물에 대한 정의

해석 ‘반려동물’이라는 말은 연대감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인간과 

다른 동물 간의 명백한 유사성을 활용한다. ‘반려동물’은 가족 구성원

과 똑같은 윤리적 배려를 누릴 수도 있어서, 배고플 때 먹이를 받고, 

추위로부터 보호받고, 아플 때 치료받는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은 

인간 문화의 손님이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선택이다. 만약 우리가 

그 동물을 먹거나 그것의 가죽을 착용하고 싶다면, ‘그것’을 성별을 반

영하여 혹은 가족의 일원으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다른 동물과 공유하는 특징보다는 인간의 

유일함을 암묵적으로 강조하는 말을 사용한다. 가족을 먹는다는 것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어려움을 그렇게 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각각의 담론에서, 우리의 윤리적 선택은 말 그 자체의 암묵적 의미 안

에 암호화되어 있어서, 선택된 것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동물에 대해 윤리적으로 논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혹은 중립

적인 방법은 없다. 의미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구문 해설

 ‘Pets’ may enjoy the same ethical consideration as 

family members: [to be fed when hungry, protected from 

cold, treated when ill].
「the same ~ as ...」는 ‘…와 같은 ~’의 의미이고, [ ]는 ethical 

consideration의 구체적 내용을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다.

 So we usually use a language [which tacitly emphasises 

human uniqueness rather than the features we share with 

other animals]. 

[ ]는 a languag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 rather than ...」은 

‘…라기보다는 ~’라는 의미이다.

01 ③ 02 ⑤ 03 ② 04 ④ 

본문 54~55쪽rx i ee c s sE

01
정답 ③

소재 소비를 보는 시각

해석 아마도, ‘소비’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 변화만큼 소비문화의 변

화를 보여 주는 더 좋은 지표는 없었을 것이다. 국가가 인체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세기들이 지난 후에, 상품의 소비는 그것의 인식론상

의 사촌인 낭비 병으로서의 소비와 구별되기 시작했다. 물론, 개인적

인 무절제는 계속해서 도덕적 비판자들을 끌어모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위험한 사회적 질병은 아니었다. 대신, 새로운 목소리들은 이구

동성으로 더 많은 것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인간 발전의 자극제라고 

옹호했다. 여기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수 세기 동안 수용된 사회

적 통념을 뒤집었다. 즉 ‘더 적은 것이 더 좋다’는 것이 ‘점점 더 많이’

에 자리를 내주었다. 한때 억제되고 통제되어야 할 고갈로 여겨졌던 

소비가 이제 부의 원천으로 옹호되었다. 1776년 Adam Smith는 

그것을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선언했다.

문제 해설 소비를 바라보는 시각이 낭비와 무절제에서 인간 발전의 

자극제로 바뀌었고, 이제 소비는 부의 원천으로 옹호되고 있다는 내

용이므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절약

의 미덕이 소비의 그것(미덕)으로 대체되었다.’이다. 

① 소비와 생산은 더 이상 상관관계가 없다.

② 소기업들이 대기업에 합병되었다.

④ 개인 소비는 국가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

⑤ 내수 소비가 국제 무역의 감소로 이어졌다.

구문 해설

 After centuries [in which the body politic had been 

modelled on the human body], the consumption of goods 

began to be distinguished from its epistemological cousin, 

[consumption as a wasting disease]. 
첫 번째 [ ]는 centuri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두 번째 [ ]는 its 

epistemological cousin과 동격인 명사구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

한다. 

 [Once regarded as a drain, to be checked and kept under 

control], consumption was now defended as a source of 

wealth.

[ ]는 의미상의 주어인 consumption을 부연 설명하는 분사구문 

이다.

어휘와 어구

•indicator 지표

•consumption 소비

•shift 변화

•the body politic 국가, 정치적 통일체

•model ~ on ... …을 본떠[모델로 하여] ~을 만들다

•distinguish 구별하다

•excess 무절제, 과잉

•chorus 이구동성, 합창

•defend 옹호하다

•appetite 욕구, 식욕

•fundamental 근본적인

•transformation 변화

•overturn 뒤집다

•regard ~ as ... ~을 …로 여기다

•drain 고갈, 소실

•check 억제하다, 억누르다

•sole 유일한

•interrelate 상관관계를 가지게 하다

•merge 합병하다

•corporation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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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국내의

•reduction 감소

02
정답 ⑤

소재 저자의 말을 자신의 말로 옮길 때 유의할 점

해석 어려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자신의 말로 옮겨야 

하는데, 다시 말해 그 구절의 익숙하지 않은 용어와 자신에게 더 익숙

한 용어 사이에 사실상 다리를 놓아야 한다. 그런 다리를 구축하는 것

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저자가 말하는 내용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그런 다음 원문을 요약하는 데 필요할 언어를 

일부 제공하여, 읽기에서 쓰기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

나 저자의 말을 자신의 말로 옮기는 데 한 가지 큰 어려움은 저자가 

실제로 말하는 바에 충실하면서, 평범한 개념을 저자의 더 복합적인 

개념으로 오인하는, 이른바 ‘가장 가까운 상투적 문구 증후군’을 피하

는 것이다. 복합적인 사고를 하는 저자들은 관습적인 사고의 진실성

을 자주 의심하므로, 그들의 글이 우리 대부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유형의 개념으로 항상 짧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저자의 말을 자신의 말로) 옮길 때는 그러한 저자들의 생각을 여러분

의 기존 신념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대신에 여러분의 견해가 의심될 

수 있도록 허용하라. 여러분이 읽고 있는 저자들과의 다리를 놓을 때, 

그 저자들을 절반 이상 가서 만나는 것이 자주 필요하다.

문제 해설 글을 읽으면서 어려운 구절의 익숙하지 않은 용어와 자신

에게 더 익숙한 용어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저

자의 말을 자신에게 익숙한 말로 옮기는 과정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복잡한 저자의 생각을 자기에게 친숙한 진부한 생각으로 오인하는 실

수를 피하면서, 저자가 실제로 말하는 바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으므

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자신의 추정

보다는 저자가 의도한 의미에 더 집중하는’이다.

① 저자의 다른 작품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② 저자와 여러분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③ 저자의 말을 자신의 신념에 따라 해석하는

④ 저자의 생각을 가능한 한 간단하게 바꾸어 말하는

구문 해설

	[Building	 such	 a	 bridge]	 should	 help	 you	 connect	

[what	you	already	know]	 to	 [what	 the	author	 is	saying]	

—	and	will	 then	help	you	move	from	reading	to	writing,	

[providing	you	with	some	of	the	language	{you	will	need	

to	summarize	the	text}].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다. 두 번째 [ ]
는 connec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며, 세 번째 [ ]는 전치

사 to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네 번째 [ ]는 앞 절이 기

술하는 내용의 부수적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며, { }는 the	

languag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One	major	challenge	in	translating	the	author’s	words	

into	your	own],	 however,	 is	 to	 stay	 true	 to	 [what	 the	

author	 is	actually	saying],	 [avoiding	{what	we	call	“the	

closest	 cliché	 syndrome},”	 {in	which	one	mistakes	 a	

commonplace	idea	for	an	author’s	more	complex	one}].	
첫 번째 [ ]는 주어인 명사구이며, 두 번째 [ ]는 관계대명사 what
이 이끄는 명사절로 전치사 to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세 번째 [ ]는 

to	stay	true ~ actually	saying의 부수적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

문이며, 첫 번째 { }는 avoid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

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이고, 두 번째 { }는 the	closest	cliché	

syndrome을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passage (책의) 구절

•translate 옮기다, 번역하다

•in effect 사실상

•cliché 상투적 문구, 진부한 표현

•syndrome 증후군

•mistake ~ for ... ~을 …로 오인[혼동]하다

•commonplace 진부한, 평범한

•complex 복합적인 사고를 하는, 복합적인

•frequently 자주

•conventional 관습적인

•collapse 짧게 정리하다, 요약하다

•preexisting 기존의

03 
정답 ②

소재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

해석 Sherlock Holmes와 사악한 천재인 Moriarty 교수 간의 경

쟁은 합리적인 주체들이 서로를 예측하는 것의 자연스러운 부산물로 

어떻게 불확정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분명히 보여 준다. 두 사람이 처

음 만났을 때, Moriarty는 간절히, 너무나 간절히 자신의 상호 작용

적인 사고 능력을 보여 주고 싶어서 “내가 해야 할 모든 말은 이미 당

신의 머릿속을 지나갔소.”라고 단언했다. Holmes는 “그럼 아마 내 

대답도 당신의 머릿속을 지나갔겠군요.”라고 대답했다. 줄거리가 전

개됨에 따라, Holmes는 자신의 우월한 ‘상호 작용적인 지식’을 사용

하여 예상치 못하게 Canterbury에서 기차에서 내림으로써  

Moriarty의 허를 찔러 Moriarty를 좌절시켰는데, 그는 Holmes의 

합리적인 목적지가 Paris라고 계산했었다. 그것이 복잡하긴 하지만, 

Moriarty는 Holmes 같은 합리적인 사람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지 Moriarty가 추론할 것을 Holmes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

을 알지 못했으며, 이제 가능성은 Holmes가 처음 계획된 것보다 더 

일찍 기차에서 내리는 것으로 기울었다. 

문제 해설 Holmes와 Moriarty는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

을 서로에게 보여 주었고, Holmes는 자신의 우월한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여 Moriarty의 계획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 그 계획을 좌절

시켰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Moriarty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대응할 방법을 생각해 내어’ 

이다.

① 만나지 않고 Moriarty의 진정한 의도를 추론하여 

③ 맥락상의 실마리만을 사용하여 Moriarty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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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화의 기술 면에서 Moriarty의 예상보다 더 잘 수행하여  

⑤ Moriarty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즉각 만들어

구문 해설

 [As the plot unfolds], Holmes uses his superior 

“interactive knowledge” to outmaneuver Moriarty by 

unexpectedly getting off the train at Canterbury, thwarting 

Moriarty, [who had calculated {that Paris was Holmes’s 

rational destination}]. 
첫 번째 [ ]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로 ‘~함에 따라’의 의미를 나

타낸다. 두 번째 [ ]는 Moriarty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며, { }
는 calculated의 목적어인 명사절이다.  

 Complicated though it is, Moriarty failed to recognize 

[that Holmes had already recognized {that Moriarty 

would deduce what a rational Holmes would do under the 

circumstances}], and the odds now favored Holmes getting 

off the train earlier than once planned.

[ ]는 recognize의 목적어인 명사절이고, { }는 recognized의 

목적어인 명사절이다.

어휘와 어구

•rivalry 경쟁

•evil 사악한 

•illustrate 분명히 보여 주다

•arise 발생하다

•by-product 부산물

•rational 합리적인, 이성적인

•agent 주체

•second-guess (결정 등을) 예측[추측]하다

•capacity 능력

•interactive 상호 작용적인

•announce 단언하다

•plot 줄거리

•unfold 전개되다

•superior 우월한

•outmaneuver (상대방의) 허를 찌르다

•unexpectedly 예상치 못하게, 뜻밖에

•destination 목적지

•complicated 복잡한

•circumstance 상황

•the odds 가능성, 승산

04
정답 ④

소재 설계에서 흐름 전환을 고려할 필요성

해석 오직 이동을 위해서만 설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설계

자는 사람들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 활동, 그리고 교차점을 

맞추어 넣어야 한다. 오직 이동만 하는 것은 사업에 나쁠 수 있다. 파

트너인 Mels Crouwel과 함께 Schiphol 국제공항의 총괄 건축가

인 Jan Benthem은 판매업자들이 좌석 구역을 없애고 일렬의 상점

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때에 대해 기쁨에 차서 나에게 말

했다. 결과는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였다. 새로 생긴 상점들과 그 옆에 

있는 기존 상점들의 제곱미터당 수익은 설계 변경 후 실제로 감소했

고, 그것은 공교롭게도 승객들이 로키산맥의 급류처럼 돌진하는 즉, 

너무 빨라서 가던 길을 멈추어 물건을 살 수 없는 일종의 협곡을 만들

었다. 좌석들은 다시 제자리에 놓였다. Jan Benthem과 같은 흐름 

설계자들과 UN (United Net) Studio는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자

신이 ‘만화경 순간’이라고 부르는 것, 즉 이동이 더 빽빽하거나 더 조

밀한 흐름의 전환, 혹은 흐름이 다른 흐름으로 건너가는 흐름의 전환

에 유의하는 법을 배웠다. UN Studio의 건축가 Ben van Berkel
은 “흐름의 장애물은 기능을 발휘하며 가치를 더할 수 있다.”라고 말

한다.

문제 해설 앉아서 쉬는 구역(즉 이동을 방해하는 구역)을 없애고 상점

들만 줄 세워 놓는 방식으로 이동에만 초점을 두어 설계하는 것은 사

람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오히려 수익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

로, 흐름 설계자들은 사람들이 이동의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공

간을 확보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밑줄 친 부

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좌석과 같은 물건으로 고객

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소매상인들에게 재정적으로 이롭다.’이다.

① 안락해 보이고 마음을 느긋하게 해 주는 공간은 사회적 상호 작용

을 위한 귀중한 장소이다.

② 실내 디자이너는 붐비는 구역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③ 기존 상점과 새로운 상점 간의 심화된 경쟁은 그들 모두가 번창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⑤ 사용자의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은 다기능 공간을 설계

하는 데 바람직하다.

구문 해설

 Jan Benthem, [who with his partner Mels Crouwel is 

the master architect of Schiphol], told me with glee about 

the time [when the commercial people insisted an area of 

seating be removed to make way for a row of shops].  
첫 번째 [ ]는 선행하는 Jan Benthem을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

고, 두 번째 [ ]는 the tim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The result was the opposite of that intended: Revenues 

per square meter in the new shops, and in existing ones 

next to them, actually decreased after the redesign, [which, 

as it happened, had created a kind of canyon {through 

which passengers rushed like white water in the Rocky 

Mountains — too fast to stop and shop}]. 

[ ]는 선행하는 the redesign을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고, { }는 

a kind of canyon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intersection 교차점, 교차로

•flow 흐름, 유동

•architect 건축가

•glee (큰) 기쁨, 환희

•commercial 상업의, 영리적인

•make way for (~에게) 자리를 내주다, 비켜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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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w of 일렬의

•revenue 수익, 수입

•square meter 제곱미터

•canyon 협곡

•compact 조밀한, 촘촘한

•functional 기능을 잘 발휘하는, 기능적인

무관한 문장 파악
Chapter

13

Let’s Check It Out  본문 56쪽

정답 ④

소재 실패로 인해 저하되는 자아 존중감

해석 사회가 자아 존중감의 주축으로 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부족

한 능력을 암시할지도 모르는 실패 뒤에는 자아 존중감 감소와 수치

심이 초래된다. 상당한 노력을 들였으며, (두통, 정서적 혼란, 시끄러

운 공부 환경 등) 부진한 학업 성과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 없을 때 이것은 특히 사실이다. 부진한 학업 성과의 원인을 밝

혀 줄지도 모를 어떤 정상 참작을 할 만한 상황을 지적할 수 있는 경

우에는 부진한 학업 성과와 부족한 능력 사이의 연관성이 모호해진

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변명이 ‘없는’ 상황에서는 부진한 학업 성과의 

가능성이 그만큼 훨씬 더 위협적이 된다. (우리는 그것이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는 것이 불

안이나 우울증이 생기는 가장 강한 전조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부족한 능력에 대한 이러한 결론은 실패가 누적될수

록 그만큼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

구문 해설

 This is particularly the case when [considerable effort 

has been expended] and [there are no circumstances {one 

can point to} (headache, emotional upset, noisy study 

environment, etc.) {which account for poor performance}]. 
두 개의 [ ]가 and에 의해 대등하게 연결되어 when에 이어진

다. 첫 번째 { }는 circumstances를 수식하고, 두 번째 { }는  

circumstances one can point to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Where it is possible [to point to some mitigating 

circumstance {which might explain poor performance}], 

the link between poor performance and low ability is 

blurred. 

Where가 이끄는 부사절에서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상

의 주어이다. { }는 some mitigating circumstanc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01 ③ 02 ③ 03 ③ 04 ④ 

본문 58~59쪽rx i ee c s sE

01
정답 ③

소재 젊은 성인에게도 필요한 부모의 사랑과 인정

해석 부모든 성인의 문턱에 있는 청소년이든, 우리는 어떤 감정과 

행동이 기대되는지와 그것에 따라서 어떤 감정과 행동이 받아들여지 

는지에 대한 문화적인 규범을 공유한다. 우리는 언제 청소년기가 끝

나는지와 그것이 끝날 때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추정

수능 1등급을 향한 고난도 문항집
신유형과 킬러 문항 완벽 대비!

수능연계완성
3/4주 특강 고난도·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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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유한다. 반복해서 부모들은 19세, 20세, 21세의 자녀를 ‘다 컸

다’라고 묘사하는데, 그것은 다 큰 아이가 어떻게 떠나갔는지를 나타

내며 손을 휙 움직이는 동작이 동반되는 용어이다. 만일 21세가 되는 

것이 성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리고 성인이 되는 것이 부모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러한 필요를 인정하는 것은 굴욕적

이다. (따라서, 그들의 자부심은 자신의 불충분함을 알지만, 여전히 

자신을 좋아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받아들이

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젊은 성인은 자신의 자아감을 분

명하게 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계속하여 부모의 사랑, 칭찬, 인정에 의

존한다. 이러한 의존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면, 그 사람은 새로운 형

태의 분리 불안을 겪는다. 

문제 해설 우리는 청소년기가 끝나는 나이와 그때 용인되는 행동에 

관한 추정을 공유하는데, 청소년기가 끝나면 부모로부터 거리를 두어

야 한다고 추정한다면, 부모의 사랑과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굴욕적인 느낌을 유발하여 새로운 형태의 분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자신의 불충분함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 ③은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다. 

구문 해설

	Whether	a	parent	or	thresholder,	we	share	cultural	norms	

about	 [what	 feelings	 and	behaviors	 are	 expected]	 and	

therefore	[what	feelings	and	behaviors	are	acceptable].	
두 개의 [ ]는 둘 다 전치사 ab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이다.

	If	being	twenty-one	means	being	an	adult,	and	if	being	

an	 adult	 means	 not	 needing	 one’s	 parents,	 then	 it	 is	

humiliating	[to	admit	this	need].	

it은 주절의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주절의 내용상의 주어이다. 

어휘와 어구

•norm 규범

•acceptable 받아들여지는

•assumption 추정

•adolescence 청소년기

•accompany 동반하다

•indicate 나타내다, 보여 주다

•humiliating 굴욕적인, 치욕적인

•self-esteem 자부심

•insufficiency 불충분한 점, 결점

•admiration 칭찬

•approval 인정, 승인

•define 분명하게 하다, 명시하다, 정의하다

•stabilize 안정시키다

•sense of self 자아감

•suffer 겪다

•version 형태

•separation anxiety 분리 불안

02
정답 ③

소재 아동기 스포츠 전문화의 문제점

해석 부모가 자녀를 어떤 특정 스포츠나 대회에 맞춰 능률적으로 지

도하는 일이 매우 흔하다. Johnny가 (북미)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에

서 뛰기를 원하거나, Mary가 프로 축구 선수가 되어 올림픽 금메달을 

집으로 가져오기를 원한다고 하자. 두 경우 모두 부모가 한 스포츠에 

대한 자녀의 초기 애착을 한 가지 특정 스포츠에 프로그램, 코칭, 기술 

개발을 집중시킬 기회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신체 발달

이 한 스포츠의 특정 동작에 맞춰지는 6세 정도의 어린이들을 목격해 

왔다. (그러나 어떤 스포츠에서든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문화

가 필요한데, 그것은 전문화가 신체적, 기술적, 전술적, 심리적 적응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들은 운동 발달, 근력, 신경 프로그래

밍을 최적화하기 위해 게임, 활동 및 다양한 스포츠를 하도록 장려되

어야 한다. 아이들은 단지 작은 어른이 아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반

드시 고려되어야 할 복잡하고 뚜렷이 다른 생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제 해설 자녀가 어릴 때부터 특정 스포츠에 맞춰 전문화된 훈련을 

시키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린이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어느 스포츠에서든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③은 글의 흐름과 무관하다. 

구문 해설

	It	 is	very	common	[{for	parents}	 to	streamline	 their	

children	into	a	particular	sport	or	competition].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 }는 to부정

사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낸다.

	We	have	witnessed	children	[as	young	as	six	years	of	

age]	[whose	entire	physical	development	is	geared	around	

the	particular	movements	of	a	sport].	
첫 번째 [ ]는 children을 수식하는 형용사구이고, 두 번째 [ ]는 

children	as	young	as	six	years	of	ag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  streamline (계획·시스템 등을) 능률적으로 만들다, 간소화하다, 

조직화하다

•competition 대회

•misinterpret 잘못 해석[이해]하다

•witness 목격하다

•gear 맞추다, 조정하다

•specialization 전문화

•lead to ~을 가져오다[초래하다]

•tactical 전술상의

•adaptation 적응

•optimize 최적화하다

•neural 신경(계)의

•distinct 뚜렷이[분명히] 다른

•physiological 생리적인, 생리학적인

•take ~ into account ~을 고려하다

03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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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위장환경주의

해석 위장환경주의와 상징적 기업 환경주의 사이의 주요한 차이점은 

상징과 실체가 연결되는 방식이다. 위장환경주의의 통상적 정의에서

는, 기업이 전달하는 내용이 실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분리될 수 

있다. ‘위장환경주의’라는 말은 의도적인 긍정적 공개가 좋지 않은 실

질적 환경 성과와 병행하여 존재할 때 부여되는 꼬리표이다. 따라서 

분명히, 기업이 전달하는 내용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단절되어 있

다. 이름뿐인 에코 라벨을 쓰는 것과 같은 신호와 그것이 나타내고자 

의도된 추상적인 개념(예를 들면, 기업의 환경에 대한 관심) 사이에는 

상징적 관계만 있을 뿐이다. (에코 라벨이 붙여진 제품은 제조 과정 

전반에 걸친 오염 물질 배출 감소 효과로 인해 환경적이며, 에너지 소

비와 오염 물질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로 인해 경제적이다.) 위장

환경주의에서는, 그 상징과 실질적으로 개선된 환경 성과 사이에 필

연적인 관계가 없다. 위장환경주의는 기업이 자신의 상징적인 성과와 

실질적인 성과 사이의 격차를 벌리도록 의도적으로 상징을 조작하는 

상징적 기업 환경주의 내의 특별한 사례이다.

문제 해설 위장환경주의는 기업이 실질적인 환경 성과가 좋지 않으면

서도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전달할 때 부여되는 

꼬리표라는 내용의 글이므로, 에코 라벨이 붙여진 제품이 환경적이고 

경제적이라는 내용은 글의 흐름과 무관하다. 따라서 전체 흐름과 관

계가 없는 문장은 ③이다.

구문 해설

 There is only a symbolic link between the signal ― such 

as adopting an empty eco-label ― and the abstract concept 

[it is intended to signify] (e.g., corporate environmental 

concern).

[ ]는 the abstract concept을 수식하는 관계절로 it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으며, it은 the signal을 가리킨다.

 Greenwashing is a special case within symbolic corporate 

environmentalism [in which firms deliberately manipulate 

symbols so as to open up a gap between their symbolic and 

substantive performance].

[ ]는 a specia l  case  wi thin  symbol ic  corporate  

environmentalism을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so as to do」는 ‘~하

도록, ~하기 위해’라는 목적의 의미를 갖는 표현이다.

어휘와 어구

•primary 주요한, 기본적인

•corporate 기업[회사]의, 법인(체)의

•environmentalism 환경주의

•substance 실체, 본질, 실속

•conventional 통상적인, 극히 평범한, 관습적인

•definition 정의, 의미

•firm 기업, 회사

•separate 분리하다

•deliberate 의도적인, 고의의

•disclosure 공개, 발표

•in parallel with ~과 병행하여[동시에]

•substantive 실질적인

•by definition 분명히

•adopt (특정한 방식이나 자세를) 쓰다[취하다], 채용[채택]하다

•empty 이름뿐인, 무의미한

•abstract 추상적인, 관념적인

•signify 나타내다, 보여 주다, 의미하다

•pollutant 오염 물질

•emission 배출

•materially 실질적으로

•manipulate 조작하다, 교묘하게 다루다

Culture Note
greenwashing (위장환경주의)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

경주의’를 가리킨다. 예컨대 기업이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는 축소시키고 재활용 등의 일부 과정만을 부각시켜 마치 친환경

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04
정답 ④

소재 동물 의사소통 체계의 언어적 특성

해석 비교적 최근까지, 인간의 언어가 유일하고, 일부 동물에 기본

적인 의사소통 형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들은 제한적이고, 비교

적 흥미롭지 않다고 널리 추정되어 왔었다. 게다가, 인간의 언어는 동

물의 의사소통 형태와 관련이 없다는 근거 없는 사회적 통념도 있다. 

비록 인간의 언어가 진화의 면에서 더 초기 형태의 인간 조어(祖語)에

서 실제로 유래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오늘날 동물계에 있는 다른 영

장류, 포유류 그리고 수많은 다른 유형의 종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의

사소통 체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인원에서 

고래에 이르기까지, 긴꼬리원숭이에서 찌르레기에 이르기까지 다른 

종들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축적된 연구가 점점 더 시사하는 

바는, 이것이 인간의 언어와 인간 이외의 의사소통 체계 사이의 차이

점을 과장하여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연구는 인간의 뇌

가 다른 종의 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언어적 준비성을 보인다는 것

을 보여 준다.) 언어에 의해 나타나는 특징 중 많은 것들이 광범위한 

동물 의사소통 체계 전반에서 다양한 정도로 발견된다.

문제 해설 인간의 언어와 인간 외 의사소통 시스템 사이의 차이점이 

과장되었고,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에서도 인간 언어의 특징이 광범위

하게 발견된다는 내용의 글인데, ④는 인간의 뇌가 다른 종과 달리 언

어적 준비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의 내용으로 전체 글의 주제와 맞

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④이다.

구문 해설

 [Even if it did derive from an evolutionarily earlier form 

of human proto-language], this bore no relation to the 

communication systems [found, today, {amongst other 

primates, mammals and countless other types of species in 

the animal kingdom}].
첫 번째 [ ]는 Even if가 유도하는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두 

번째 [ ]는 the communication systems를 수식하는 분사구이고, 

{ }는 found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이다.

 But the accumulation [of research {on the way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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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communicate, from apes to whales, from vervets 

to starlings>}], increasingly suggests [this may overstate 

the divide {between human language and non-human 

communicative systems}]. 
첫 번째 [ ]는 the accumulation을 수식하는 전치사구이고, 첫 번

째 { }는 research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이다. < >는 the way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suggests의 목적어 역할을 하

는 명사절이고, 두 번째 { }는 the divide를 수식하는 전치사구 

이다.

어휘와 어구

•assume 추정하다, 가정하다

•myth 근거 없는 사회적 통념, (많은 사람들의) 근거 없는 믿음

•derive from ~에서 유래하다

•evolutionarily 진화적으로

•  proto-language 조어(祖語, 비교 방법을 통하여, 친족 관계에 있

는 여러 언어들이 갈려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언어)

•primate 영장류

•mammal 포유류

•accumulation 축적

•ape 유인원

•overstate 과장하다

•divide 차이점, 분할

•characteristic 특징

•spectrum 범위, 스펙트럼

글의 순서 파악
Chapter

14

Let’s Check It Out  본문 60쪽

정답 ③

소재 접근성에 의해 결정되는 여행 목적지의 특징

해석 대규모 관광 시장과 관련하여 위치가 좋은 여행 목적지는 훨씬 

더 먼 곳에 있는 여행 목적지에 비해 뚜렷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

지만  접근성은  이  요소를  동등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B) 접근성은 다른 장소로부터 한 장소에 도달할 수 있는 상대적인 

용이성이다. 예를 들어, 직항편이나 고속 열차는 한 장소의 접근성을 

증가시킨다. (C) 그러나 더 적은 교통 연결 편, 더 긴 이동 시간, 그

리고 빈번히 더 높은 교통 비용 때문에 외진 곳은 왕래하기가 더 어려

운 것이 사실인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외진 곳은 수용 관광객의 수

적인 면에서 대규모 여행 목적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낮다. (A) 물
론, 그것이 이러한 장소가 관광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고, 단지 더 접근하기 쉬운 곳과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한 여행 목적지는 더 오

랜 기간 동안 여행 목적지에 머물면서 더 많은 돈을 쓰는 더 적은 수

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도 있다.

구문 해설

 A destination [that has a good location relative to large 

tourist markets] has a distinct advantage over one [that is 

much farther away]. 
두 개의 [ ]는 각각 A destination과 on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대명사 one은 a destination을 대신하여 사용되었고, much는 비교

급 farther를 강조한다.

 Of course, that doesn’t mean [these locations cannot 

develop tourism], [just that they are likely to develop in a 

different way than one that is more accessible]. 
첫 번째 [ ]는 mea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두 번째 [ ] 

는 but it just means that ~으로 풀어 쓸 수 있다. 「different ~ 

than ...」은 ‘…과 다른 ~’이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이다.

01 ② 02 ④ 03 ③ 04 ② 

본문 62~63쪽rx i ee c s sE

01 
정답 ②

소재 패션쇼의 손님 초대

해석 패션쇼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100명에서 최대한 1,000명이나 

되는 손님을 수용하는데, 평균 (손님을 위한) 좌석은 300석 정도에 

이른다. 쇼의 규모는 참석하는 사람들의 중요성보다 훨씬 덜 중요하

38  EBS 수능완성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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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 여러분의 사업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 50명보다 

딱 맞는 사람 5명에게 여러분의 (패션) 컬렉션을 보여 주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이 New York Fashion Week의 텐트에서 보여 준다

면, 여러분은 그 쇼에 참석하기 위해 등록하는 기자단의 목록을 제공

받을 것이다. (A) 그 목록은 누구를 초청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좋은 

시작점이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주의 깊게 편집할 필요가 있다. 이 목

록에 있는 기자와 편집자 중 많은 사람이 모든 컬렉션에 적절한 것은 

아니며 여러분의 쇼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 (C) 이 목록을 사용한다

면, 여러분은 또한 등록하지 않은 다른 간행물의 기자와 편집자를 추

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디자이너가 맨 처음부터 자신들의 목록

을 만들며, 참석해 주기를 바라는 적절한 편집자와 구매자를 주의 깊

게 조사한다. 

문제 해설 패션쇼에서는 쇼의 규모가 참석하는 사람들의 중요성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고 언급한 주어진 글에 이어, 사업에 영향력이 없을 

50명보다 적절한 5명을 초대하는 것이 더 낫다는 사례를 제시하는 

(B)가 이어져야 한다. 그다음 (B)에서 언급한 기자단 목록을 주의 깊

게 편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룬 (A)가 이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편집 시 추가해야 할 다른 간행물의 기자와 편집자에 관해 언급한 다

음, 아예 맨 처음부터 자신들의 패션쇼 초대 손님 목록을 작성하는 디

자이너들도 많다는 내용을 언급하는 (C)가 이어져야 글의 흐름이 자

연스럽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구문 해설

 The list is a good place to start when deciding [whom to 

invite], but you need to edit it carefully. 

[ ]는 decid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whom+to부정사구」의 구

조로 ‘누구를 ~할지’라는 뜻을 나타낸다. 

 Many designers build their own list from scratch, 

[carefully researching the appropriate editors and buyers 

{whom they want to attend}].

[ ]는 Many designers를 의미상의 주어로 하는 분사구문으로 

주절이 기술하는 내용의 부수적인 상황을 나타내며, { }는 the  

appropriate editors and buyer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accommodate 수용하다

•a minimum of 최소한의

•significant 중요한

•edit 편집하다

•appropriate 적절한

•press 기자단

•register 등록하다

•alternative 다른, 대안의

•from scratch 맨 처음부터

Culture Note
New York Fashion Week ( 뉴욕 패션 위크)

매년 2월과 9월에 7~9일간 개최되는 국제적인 패션 행사로, 구매자, 언론

사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다. 파리, 런던, 밀라노와 더불어 세계 4대 패션 

위크로 꼽힌다.

02
정답 ④

소재 에너지양과 전력

해석 에너지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줄(J)이다. 와트(전력 단위)

는 1초에 1J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100W(와트) 

전구는 초당 100J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10초에 

쓴다면 전력은 10W에 불과하다. (C) 반면에, 그 동일한 100J의 에

너지를 10분의 1초에 쓰는 경우 전력은 1,000W이며, 그 에너지를 

‘1만분’의 1초에 밀어 넣을 경우 그 짧은 시간 동안의 전력 출력은  

1백만 와트가 된다. (A) 각 경우에, 에너지 총량은 똑같지만, 에너지

가 얼마나 빨리 사용되는가에 따라 전력 출력이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다이너마이트 한 개를 폭발시키는 것은 석탄 1파운드를 태우는 

것만큼의 총에너지를 방출한다. (B) 다이너마이트 한 개가 그렇게 훨

씬 더 큰 힘을 갖는 이유는 그 에너지 전부가 몇 시간에 걸쳐서가 아

니라 순식간에 방출되기 때문이다. 믿기 힘들겠지만, 똑같은 무게를 

고려할 때 초코바 한 개에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 

있다. 그러나 이 에너지는 그것이 소화되는 동안 훨씬 더 느리게 방출

된다.

문제 해설 에너지 측정 단위인 줄(J)과 전력 단위인 와트(W)의 개념

을 소개한 뒤, 100J을 10초에 사용하면 10W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는 이와 대조를 이루어 똑같은 100J을 10분의 1초

에 사용하면 전력이 1,000W, 1만분의 1초에 투입되면 1백만 와트

에 이른다는 내용의 (C)가 이어져야 한다. (A)의 In each case는 

바로 (C)에서 제시한 두 가지 경우를 가리키므로, (C) 뒤에 (A)가 

이어져야 자연스럽다. (B)에서는 (A)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 다

이너마이트 한 개가 그렇게 큰 힘을 갖는 이유에 대해 부연 설명하고 

있으므로 (B)가 (A) 뒤에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구문 해설

 For example, [exploding a stick of dynamite] releases 

about as much total energy as burning a pound of coal. 

[ ]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다. ‘…만큼 ~한’의 의미

를 나타내는 「as ~ as ...」가 사용되었다.

 The reason [that a stick of dynamite has so much more 

power] is [that all of that energy is released in an instant, 

instead of over a few hours]. 
첫 번째 [ ]는 The reason을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첫 번째 that은 

관계부사 why를 대신해 쓰였다. 두 번째 [ ]는 주격 보어 역할을 하

는 명사절이다.

어휘와 어구

•measure 측정하다

•expend (에너지 등을) 쓰다, 소비하다

•vary 달라지다

•explode 폭발하다

•release 방출하다

•pound for pound 똑같은 무게를 고려할 때

•cram 밀어 넣다, 채워 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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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정답 ③

소재 지구의 지각 이동

해석 지구의 지각은 더디긴 하지만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 대륙은 

거대한 바위 뗏목과 매우 흡사하게 움직여서, 지구의 점성이 있는 내

부 위에 떠서 판구조론에 따라 재형성된다. (B) 따라서 가령 거대한 

화산의 용암 분출이나 거대한 얼음덩어리의 축적으로 인해 뗏목의 윗

면에 하중이 추가되면, 뗏목이 약간 가라앉을 것이고 해수면이 상승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C) 같은 논리로, 침식이 광활한 땅덩어리

를 없애고 큰 빙상이 녹으면서 하중이 가벼워져서 육지가 상승한다. 

빙상이 녹음에 따른 이러한 육지의 상승을 후빙기 반동이라고 한다. 

(A) 예를 들어 1세기 전 항구로 사용되었던 알래스카 해안의 수많은 

만들은 대륙의 그 부분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얕아서 항해

할 수가 없다. 7천만 년 전 영국의 유명한 Dover의 White Cliffs는 

얕은 해저였다. 많은 종류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 모든 것은 변한다.

문제 해설 지구의 지각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고 대륙은 뗏목처럼 

떠다니며 판구조론에 따라 재형성된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 

앞서 언급된 뗏목의 윗면에 하중이 추가되면 뗏목이 가라앉아 해수면

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는 내용의 (B)가 이어져야 하고, 같

은 논리로 이번에는 침식이 광활한 땅덩어리를 없애고 빙상이 녹으면

서 하중이 가벼워져 땅이 올라가게 되며 이것을 후빙기 반동이라고 

한다는 내용의 (C)가 이어진 다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알래

스카 해안과 영국의 Dover를 제시하는 내용의 (A)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③이다. 

구문 해설

 For example, [a number of embayments on the Alaska 

coast {that were used as harbors a century ago}] are 

now too shallow to be navigable because that part of the 

continent has risen.

[ ]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 }는 a number of embayments 

on the Alaska coast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Consequently, [if a load is added to the top of the  

raft — by a huge volcanic outpouring of lava or the 

accumulation of a great mass of ice, for example —] the 

raft will sink a little and the sea level will appear to rise. 

[ ]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고, 두 개의 대시 사이에 있는 내용

은 if절의 동사 add의 동작을 행하는 주체를 부가적으로 예시한다.

어휘와 어구

•crust 지각

•continent 대륙

•raft 뗏목

•float 뜨다, 떠오르다

•harbor 항구

•shallow 얕은

•navigable 항해[항행]할 수 있는

•seafloor 해저

•volcanic 화산의

•outpouring 분출

•lava 용암

•accumulation 축적

•sink 가라앉다

•erosion 침식

•land mass 광활한 땅덩어리

•ice sheet 빙상, 대륙 빙하

•post-glacial rebound 후빙기 반동

Culture Note
post-glacial rebound (후빙기 반동)

마지막 최대 빙하기 동안에 일어난 지구의 기후 변화로 북반구 고위도 지

역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지각을 덮고 있는 빙하가 녹았다. 빙하가 녹아 없

어지자 새로운 평형 상태를 이루기 위해 지각이 조륙 운동 형태의 수직 운

동을 하였는데, 이 수직 운동을 post-glacial rebound(후빙기 반동)라고 

한다.

04
정답 ②

소재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개발 가능성

해석 ‘재생 불가능한 자원(특히 구리, 석탄, 주석, 석유)’은 지질학적 

기간에 축적되거나 생성되어 왔다. 그것들은 마음대로 대체될 수 없

고, 비슷한 기간을 거쳐야 한다. (B) 이 첨단 기술 시대에, (예컨대) 

고급 주석 광석이 모두 소모될 때(즉 총 추정 공급량의 80%가 채굴

되어 사용된 후에는), (나머지 20%의) 저급 주석 광석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A) 이러한 잘못된 

견해는 더 낮은 등급의 부담으로 인한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오염 증

가라는 사실을 무시한다. 간단히 말해서, 나머지 20%를 찾고, 추출

하고, 처리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그 결과가 지니는 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 (C) 심지어 무제한의 에너지 공급이 있어서 그 마지막 

20%를 추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사라지면, 그 자원을 

만들어 내는 요소들과 결부된 수 세기와 수천 년으로 측정되는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그것을 되살리지 못할 것이다.

문제 해설 재생 불가능한 자원은 지질학적 기간을 거쳐 생성된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 첨단 기술 시대에 활용이 어려웠던 마지막 

20%의 자원도 이용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을 듣는다는 (B)가 오고, 이

러한 견해가 잘못이라는 근거로 나머지 20%를 찾아 추출하고 처리

하는 것이 그 결과가 가져다주는 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A)가 이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20%의 마지막 자원을 추출하여 

자원이 고갈되는 경우에는 지질학적으로 긴 시간을 다시 기다리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언급하는 (C)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

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구문 해설

 In this age of advanced technology, we often hear [that 

(for example) {when high-grade tin ore runs out (when 

80 percent of its total estimated supply has been removed 

and used)}, low-grade tin ore (the other 20 percent) will 

become economically workable]. 

[ ]는 hear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 }는 시간의 부사

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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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it is gone, nothing is going to bring it back except 

time [measured in centuries and millennia], [paired with 

the elements that produce the resource].
첫 번째 [ ]는 time을 수식하는 분사구이고, 두 번째 [ ]는 time 

measured in centuries and millennia를 부연 설명하는 분사구

이다.

어휘와 어구

•nonrenewable 재생 불가능한 

•resource 자원

•copper 구리 

•coal 석탄 

•among (many) others 특히, 그중에서

•geological 지질학적인

•timespan 기간

•at will 마음대로

•time-scale 기간

•erroneous 잘못된

•extract 추출하다

•run out (~이) 다 소모되다[바닥나다]

•workable 이용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millennium 천 년 ( pl. millennia)

문장 삽입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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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Check It Out  본문 64쪽

정답 ⑤

소재 원숭이와 유인원의 수면

해석 원숭이는 숲을 이루는 나무의 윗부분 가지들이 지붕 모양으로 

우거진 층의 높은 가지 위에서 잠을 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표범과 재규어와 같은 지상 포식자로부터 계속 그들을 안전하게 하지

만, 그것은 불안정하고 불편할 것임이 틀림없다. 원숭이는 자신이 찾

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굵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자신의 엉덩이에 

발달한 피부의 바닥 살에 자신의 체중을 받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들은 밤새 반복해서 깬다. 유인원은 넓고 컵 모양을 띤 둥지 안

에서 잠을 자므로, 훨씬 더 안전하고 더 오랜 기간 더 깊이 잠을 잘 수 

있다. 현재 Toronto 대학교에 있는 David Samson과 그의 동료들

에 의한 연구는 잠자는 원숭이와 잠자는 유인원의 신경 활동을 비교

하여, 유인원이 NREM(비급속 안구 운동)과 REM(급속 안구 운동) 

수면 양쪽 모두의 주기를 더 자주 갖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유형의 수면은 기억을 재정리하고 새겨 두는 데 중요한데, 이는 결과

적으로 인지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둥지를 짓는 것은 

유인원이 훨씬 더 영리해지도록 도울 수 있었을 것이다.

구문 해설

 The monkeys sit on [{as thick a branch} as they can 

find], resting their weight on pads of skin that develop 

on their buttocks, but even so they repeatedly wake up 

throughout the night.

[ ]에는 ‘…만큼 ~한’의 의미를 갖는 「as ~ as ...」 표현이 사용되었

는데,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as 뒤에 명사구가 올 경우 

「형용사+관사+명사」의 어순을 취한다.

 [Studies by David Samson, now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and his coworkers], [comparing neural activity in 

sleeping monkeys and sleeping apes], have shown that the 

apes have more frequent periods of both NREM (non-rapid 

eye movement) and REM (rapid eye movement) sleep.
첫 번째 [ ]가 문장의 주어이고, 술어동사는 have shown이다. 두 

번째 [ ]는 첫 번째 [ ]의 행위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01 ② 02 ③ 03 ② 0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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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소재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사생활의 개념

해석 심리적 수준에서, 사생활 규제란 자아나 자기 집단에 대한 폐

가장 많은 수험생이 선택한  모의고사
실전 감각을 깨우는 실전 훈련

최다 문항 FULL 모의고사 시리즈

FINAL 실전모의고사

고교.indd   8 2021. 9. 7.   오후 3:36

정답과 해설 _ Chapter 15 문장 삽입  41

001~074 수능완성(영어)정답-12.indd   41 2022-05-10   오후 6:58:47



쇄와 개방 혹은 접근에 대한 선별적 감시를 가리킨다. 개인 내 공간은 

자신과 타인 사이의 정보 프라이버시 또는 심리적 평온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많은 서구 사회 환경에서는 사생활 규제가 주요 관심사

이지만, 많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그 문제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많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사생활이라

는 개념은 몹시 부정적인 함의를 지닌다. 예를 들어, ‘사생활’이라는 

개념에 밀접하게 상응하는 중국어 단어는 ‘숨기는’과 ‘이기심’인데, 둘 

다 심한 경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인에게 개인

의 사생활이나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많

은 중국인이 관계적 상호 연결이 일상적인 상호 작용에서 개인의 사

생활의 중요성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인구 밀도와 혼잡한 환경 조건으로 인해 많은 아시아 국가(예

를 들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본)의 사람들이 개인의 사

생활이나 대인 간격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문제 해설 서구 사회 환경과 대비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사생활의 

개념을 다루는 내용의 글이다. ② 앞에 나오는 문장은 서구 사회 환경

과 달리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사생활 규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내용이고, ② 다음 문장은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중

국어 단어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두 문장 

사이에 논리적으로 괴리가 있다. 주어진 문장은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집단주의 문화에서 부정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주어

진 문장이 ②에 들어가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진다. 따라서 주어

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②이다.

구문 해설

 It just implies [that many Chinese believe {that 

relational interconnection should override the importance 

of personal privacy in everyday interactions}]. 

[ ]는 implie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 }는 believe
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M o r e ove r,  p o p u l a t i o n  d e n s i t y  a n d  c r ow d e d 

environmental conditions make it virtually impossible 

[{for people in many Asian countries (e.g., China, India, 

Indonesia, and Japan)} to maintain personal privacy or 

interpersonal space].

it은 형식상의 목적어이고, [ ]가 내용상의 목적어이다. { }는 to부

정사구인 [ ]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낸다.

어휘와 어구

•concept 개념

•collectivistic 집단주의의

•regulation 규제, 통제

•refer to ~을 가리키다, ~과 관련이 있다

•selective 선별적인, 선택적인

•monitoring 감시, 모니터링

•access 접근

•intrapersonal 개인 내의, 한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concern 관심사

•critical 중대한, 결정적인

•correspond to ~에 상응하다, ~과 일치하다

•secretive 숨기는, 비밀스러운

•selfishness 이기심, 이기주의, 자기 본위

•imply 의미하다, 암시하다

•interconnection 상호 연결

•interaction 상호 작용

•density 밀도

•virtually 거의, 사실상

•e.g. 예를 들어

•  interpersonal space 대인 간격(대인 관계에서의 개인 사이의 공

간)

02
정답 ③

소재 토양의 중요성

해석 토성은 토양에서 사용 가능한 수분의 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영국에서 작물 산출량의 주요한 결정 요인으로 생각되지만, 이것

은 단지 토성이 아니라 분명 궁극적으로는 강수 및 증발의 상관관계

로 결정된다. 토양은 기후나 (토양의) 경사도보다 더 쉽게 조정된다. 

현대의 농업 방법은 원래 불모인 토양에 식물의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산성 토양은 석회로 처리될 수 있으며, 물을 잔뜩 머금은 

토양은 암거 배수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다 해서 좋은 

토양이 과거보다 덜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

료의 투입은 척박한 토양에서보다 좋은 토양에서 더 좋은 산출량의 

반응을 얻어 낸다. 따라서 미국에서 옥수수 생산은 서서히 최적의 토

양과 기후를 지닌 지역으로 집중되고 다른 곳에서는 감소해 왔다. 이

것은 비료뿐 아니라 그러한 지역 특화를 가능하게 하는 좋은 조건을 

또한 필요로 한다. 

문제 해설 토성 및 수분 함량은 작물 산출량의 주요한 결정 요인이며 

토양의 조정을 위해 여러 가지 처리를 해 왔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

나 이것(this)이 좋은 토양이 과거보다 덜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

지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에서 언급된 지시대명사 this
는 현대 농업 방법으로 원래 불모인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성 

토양을 처리하고, 수분이 너무 많은 토양을 개선할 수 있다는 ③ 앞의 

문장을 가리키고, 주어진 문장에 이어 비료의 투입은 원래 좋은 토양

에서 더 좋은 산출량이라는 반응을 가져오므로, 미국에서는 좋은 토

양과 기후를 지닌 지역으로 옥수수 생산이 집중되고 있다는 ③ 뒤의 

문장이 연결되는 것이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However로 

시작하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③이다. 

구문 해설

 Soil texture is thought to be a major determinant of crop 

yields in England [because it influences the amount of 

moisture available in the soil], yet this is clearly ultimately 

a function of rainfall and evaporation, not simply texture. 

[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고, it은 Soil texture를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This requires not only fertilizers but good conditions 

[that allow such regional specialization].
‘~뿐 아니라 …도’라는 의미의 「not only ~ but (also) ...」이 사용되

었으며, [ ]는 good condition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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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와 어구

•  soil texture 토성(土性, 토양 내 모래, 실트, 점토 등 크기별 토양 

무기입자들의 상대적 함량비)

•determinant 결정 요인

•yield 산출량, 수확량

•moisture 수분

•ultimately 궁극적으로

•function (다른 요인에 의해 정해지는) 상관관계, 상관적 요소

•rainfall 강수, 강우

•evaporation 증발

•modify 조정[수정]하다

•slope (토지의) 경사도, 기울기, 경사면

•inherently 원래

•infertile 불모의

•  underdraining 암거 배수(땅속에 낸 도랑을 이용하여 물을 빼는 

것)

•fertilizer 비료

•optimum 최적의

•regional specialization 지역 특화

03
정답 ②

소재 호미닌의 두 발 보행

해석 두 발로 걷는 종에서 엄지발가락은 더 이상 움켜잡는 데 사용되

지 않아서, 그것은 다른 발가락과 더 가깝게 정렬되고, 한편 척추는 

등 쪽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두개골로 들어간다(네 다리로 엎드

려 보면 여러분은 그 이유를 이해할 것이다). 두 다리로 걷기 위해서

는 등, 엉덩이, 심지어 두개까지 재배열되어야 했다. 그것은 또한 더 

좁은 엉덩이를 선호했고, 이는 출산을 더 어렵고 위험하게 만들었으

며 아마도 많은 호미닌이, 현대 인간과 같이, 아직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유아를 낳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아기들이 더 많은 육아를 필요로 했다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고, 이는 

사교성을 촉진하고 호미닌 아버지들을 자녀 양육에 더 참여하게 했을 

수 있다. 두 발 보행의 간접적인 영향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정확

히 왜 호미닌이 두 발 보행이 되었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 아마도 두 

발 보행은 우리의 조상들이 지난 3천만 년 동안 냉각되고 있는 세상

에 퍼져 나간, 풀이 무성한 사바나 땅에서 더 멀리 걷거나 더 멀리 달

리게 해 주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인간의 손을 자유롭게 해 주어 

결국 도구 제작을 포함하여 손으로 다루는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

게 했다.

문제 해설 두 발 보행은 신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아이 양육 방식에 변

화를 가져오게 했고, 또한 인간의 손을 자유롭게 해 주었다는 내용의 

글이다. 주어진 문장은 ② 앞 문장의 내용에 덧붙여 더 좁은 엉덩이로 

인해 출산이 어려워졌고,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유아를 낳았다는 내

용이므로, ② 다음 문장에 나오는 아기들이 더 많은 육아를 필요로 했

다는 내용과 연결되어야 문맥상 자연스럽다. 또한, 주어진 문장의 It
은 ② 앞에 있는 문장의 Walking on two legs를 가리키고, ② 다음

의 문장에 언급된 their는 주어진 문장의 many hominins를 가리킨

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②이다. 

구문 해설

 It also favored narrower hips, [which made childbearing 

more difficult and dangerous and probably means {that 

many hominins, like modern humans, gave birth to infants 

<that were not yet capable of surviving on their own>}]. 

[ ]는 narrower hips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고, { }는 means
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 >는 infants를 수식하는 관계

절이다.

 Perhaps bipedalism let our ancestors [walk or run farther 

in the grassy savanna lands {that had spread around a 

cooling world in the past thirty million years}].
「let+목적어+목적격 보어」의 구조에서 [ ]는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하고, { }는 the grassy savanna land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childbearing 출산, 분만

•give birth to ~을 낳다

•big toe 엄지발가락

•grip 움켜잡다, 꽉 잡다

•align 정렬하다, 일렬이 되다

•spine 척추

•rearrangement 재배열

•parenting 육아

•sociability 사교성

•child-rearing 자녀 양육

•savanna 사바나(열대 지방 등의 나무 없는 대평원), 대초원

•specialize in ~을 전문으로 하다

•manipulative 손으로 다루는

04
정답 ②

소재 미끼 효과

해석 미끼 효과의 간단한 예는 잡지 National Geographic에 의해

실시된 연구이다. 한 그룹의 소비자가 3달러를 내고 작은 팝콘 한 통

을 선택하거나 7달러를 내고 큰 팝콘 한 통을 선택하도록 요청받았

다. 이 그룹의 대다수 소비자들은 작은 통을 선택했다. 하지만 극장들

은 구내매점 구매로 인한 수익을 늘리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들은 

더 비싼 선택지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미끼 효과는 이것

을 일어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 연구에서 이것은 같은 선택지

에  6달러 50센트를 내고 중간 크기의 통을 받는 선택지가 하나 더 

‘추가로’ 제공되는 두 번째 그룹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이 그룹의 대

다수 소비자들은 큰 통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

였기 때문이다. 단지 50센트만 더 내면 훨씬 더 많은 팝콘을 얻게 되

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그 미끼(중간 통)가 선호되지는 않았지만, 그 

미끼는 그것이 거기에 없었더라면 그들이 선택했을 덜 비싼 선택지보

다는 가장 비싼 선택지를 고르도록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이다.

문제 해설 미끼 효과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두 가지 선택 중 더 비싼 

것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더 비싼 것을 선택하도록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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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소비자에게 3달러를 내고 작은 팝콘 한 통

을 선택하거나 7달러를 내고 큰 팝콘 한 통을 선택하라고 하면 대다

수의 소비자는 작은 통을 선택한다는 내용의 ② 앞 문장과 미끼 효과

는 이것을 발생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내용의 ② 뒤 문장은 이

어지기에는 논리적 공백이 있다. 또한, ② 다음 문장의 this는 문맥상 

주어진 문장에 언급된 더 비싼 선택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을 가

리킨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②이다.

구문 해설

 In the study, this was done by employing a second 

group [that was offered the same choices plus one more: a 

medium bucket for $6.50].

[ ]는 a second group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So even though the decoy (medium bucket) wasn’t 

preferred, it lured people into choosing the most expensive 

option over the less expensive option [they would have 
chosen {had the decoy not been there}]. 

[ ]는 the less expensive option을 수식하는 관계절로 목적격 관

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고, 이 관계절에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

정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가정법 과거완료형의 동사가 사용되었다. 

{ }는 if the decoy had not been there에서 if가 생략되면서 주

어(the decoy)와 조동사(had)가 도치된 형태이다.

어휘와 어구

•bucket 한 통(의 분량), 물통

•employ 사용하다, 쓰다

•opt for ~을 선택하다

•rational 합리적인

요약문 완성
Chapter

16

Let’s Check It Out  본문 68쪽

정답 ①

소재 개성을 무시하는 글쓰기 교육의 문제

해석 당연히 많은 이들이 글쓰기를 가까이하지 않는다. 그들은 말을 

지면에 옮기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비판적이므로, 글쓰기에 대해 회

피적이다. 철자를 모르고, 문장을 만들어 내지 못하며, 글로 적을 만

한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이유에 들어간다. 몸의 인식(자기 

인식)을 배제한 글쓰기 유형을 가르치는 수업의 빨간 펜에 상처를 입

은 학생들은 개인적이고 특유한 말의 경로를 무시하는 이미 만들어진 

구조인 독후감이나 수필에 그들의 개인적인 표현을 맞추도록 안내받

는 경우가 흔했다. 많은 학교가 기껏해야 선택 과목으로 하는 것을 제

외하고는 표현력이 풍부한 창의적인 글쓰기를 불필요한 것으로 빼 버

렸다. 흔히 글쓰기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도록 가르치다 보니, 글쓰

기는 성장, 공감, 창조적 표현, 치유, 상상력, 통합을 촉진하는 그것

의 힘을 경시했다. 글쓰기에 대한 단 하나의 접근법에 의존한 불행한 

결과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열등하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우리의 열정은 결코 발달하지 못했다. 왜 

쓰겠는가? 왜 무의미한 보상을 받는 어려운 활동을 추구하겠는가? 

왜 하이킹이나 축구처럼 더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일을 찾지 않겠 

는가?

→ 글쓰기를 가르칠 때 많은 학교가 개성을 무시하는 방식을 고수하

는데, 이것은 자주 학생들이 이후 생에서 글쓰기를 피하게 만든다.

구문 해설

 [Scarred by the red pen of school {which taught a type 

of writing <that excluded somatic awareness>}], students 

were often guided to fit their personal expression into book 

reports and essays, [ready-made structures {that neglected 

individual and unique verbal paths}]. 
첫 번째 [ ]는 앞에 Being이 생략된, students를 의미상 주어로 하

는 분사구문으로 주절이 기술하는 내용에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한

다. 첫 번째 { }는 the red pen of school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 >는 a type of writing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book reports and essays와 동격을 이루는 어구이며, 두 번째 { } 

는 ready-made structur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With writing commonly taught to conform to objective 

standards], it neglected its power [to foster growth, 

empathy, creative expression, healing, imagination, and 

integration]. 
첫 번째 [ ]에는 주절의 부수적 상황을 표현하는 「with+명사구+

분사구」의 구조가 사용되었다. it은 writing을 가리키며, 두 번째 [ ]
는 its power를 수식하는 to부정사구이다.

 [The unfortunate result {from relying on a singular 

approach to writing}] is [that many of us too often assess 

44  EBS 수능완성 영어

001~074 수능완성(영어)정답-12.indd   44 2022-05-10   오후 6:58:50



www.ebsi.co.kr

our skills as inferior].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 }는 The unfortunate 

result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이다. 두 번째 [ ]는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01 ④ 02 ③ 03 ② 04 ② 

본문 70~71쪽rx i ee c s sE

01
정답 ④

소재 치어의 경험과 포식자 회피

해석 포식자를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해서, 구피에 대한 보고

할 가치가 있는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다. British Columbia 대

학교의 Robin Liley의 실험실에서 Wayne Goodey는 두 가지 다

른 조건에서 구피를 사육했다. 한 집단은 그들을 자주 뒤쫓아 오는 성

체 구피들과 접촉했고, 반면에 또 다른 집단은 성체들을 보거나 냄새

를 맡을 수는 있었지만 그들에 의해 뒤쫓길 수는 없었다. 나중에 자라

서, 포식성 물고기 근처에 두었을 때, 오직 같은 종에 의한 것이긴 했

지만 뒤쫓기는 경험을 한 첫 번째 집단이 또 다른 집단보다 더 자주 

포식성 물고기로부터 탈출했다. 같은 종으로부터 도망치던 것에서 얻

은 경험이 다른 상황으로 전이되어 포식자로부터의 탈출에 사용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큰가시고기류 개체군 일부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치어가 어미에게 뒤쫓기고 둥지로 안전하게 이동되기 위해 어

미의 입 안에 넣어지던 경험조차도 그 치어가 나중에 자라서 포식자

를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 같은 종에 속한 성체 물고기로부터 뒤쫓기는 어린 물고기의 경험

은 나중에 자라서 포식자로부터 탈출하는 능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 해설 어린 물고기가 같은 종의 성체에게 뒤쫓기는 경험을 할 경

우 후에 실제 포식자로부터 더 잘 탈출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 (A)에는 pursued가, (B)에는 related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제외되는 – 관련 있는

② 뒤쫓기는 – 다른

③ 제외되는 - 해로운

⑤ 보호받는 – 다른

구문 해설

 ~ one group was in contact with adult guppies [that 

often chased them], [whereas the other group {could see or 

smell adults} but {could not be chased by them}].
첫 번째 [ ]는 adult guppi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
는 앞선 절과의 대조를 나타내는 whereas가 이끄는 부사절인데, 두 

개의 { }가 but으로 연결되어 이 부사절의 술어를 이루고 있다.

 Later in life, when put in the presence of predatory fish, 

the first group ─ experienced in being chased, if only by 

the same species ─ escaped from the predatory fish more 
often than did the others.

비교 구문이 사용되어 the first group과 the others가 포식성 물고

기로부터 탈출하는 빈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than 다음에 주어(the 

others)와 조동사(did)가 도치되었고, did는 escaped from the 

predatory fish를 대신한다.

어휘와 어구

•predator 포식자

•experiment 실험

•guppy 구피(수족관에서 흔히 기르는 작은 담수어)

•be worth doing ~할 만한 가치가 있다

•rear 사육하다

•in contact with ~과 접촉하는

•chase 뒤쫓다

•flee 달아나다

•transfer 전하다, 옮기다

•exclude 제외하다

•pursue 뒤쫓다

02
정답 ③

소재 시간적 제약의 인식과 관계 지향의 변화

해석 사람들이 그들의 상호 작용으로부터 원하는 것에 변화를 유발

하는 것은, 노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살 수 있는 시간이 더 적게 남았다

는 인식이다. 젊은 성인은 실험 조작을 통한 인위적인 시간 제약에 놓

일 때든, 혹은 실제적인 시간 제약에 놓일 때든, 사회적 상호 작용의 

정서적 기능에 대해 나이가 더 많은 성인이 보여 주는 것과 유사한 선

호를 보인다. 어떤 종류의 종말이든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자신

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게 만든다. 여러분이 고

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나라 반대편으로 이사한 친구와 작별했을 때와 

같이 중요한 인생의 사건들이 종말에 이르렀던 때를 생각해 보라. 이 

사람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

로, 여러분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로 가졌던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했다. 감정적인 보상을 극대화하려는 바람은 성인들이 

새로운 친구와 지인을 찾는 것보다 자신들에게 친숙한 사람들과 시간

을 보내는 것을 점점 더 선호하게 한다.

→ 사람들은 가까운 관계의 끝맺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많

은 심리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이러한 기존 관계의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

문제 해설 친숙한 사람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제약되어 있고, 그 

시간이 끝나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사람들은 새롭게 관계

를 맺을 대상을 찾는 것보다 기존 관계를 통해 심리적인 보상을 더 받

고자 자신에게 친숙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된

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 (A)에는 conclusion이, (B)에는 

psychological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절정 - 내재적인

② 헤어짐 - 물질적인

④ 위기 - 신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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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파탄 - 배타적인

구문 해설

 It is [not {aging} so much as {the recognition of less 

time left to live}] that triggers the shift in [what people 

want out of their interactions]. 
「It is ~ that ...」 강조 구문을 사용하여 첫 번째 [ ] 부분을 강조하

고 있고, 두 개의 { }는 명사구로 ‘~라기보다는 …인’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not ~ so much as ...」로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 ]는 

전치사 i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The desire [to maximize emotional rewards] leads adults 

increasingly to prefer [spending time with people who are 

familiar to them rather than seeking out new friends and 

acquaintances].
첫 번째 [ ]는 The desire를 수식하는 to부정사구이다. 두 번째 [ ]
는 prefer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고, 「~ rather than ...」

은 ‘…라기보다는 ~’라는 의미이다.

어휘와 어구

•recognition 인식

•trigger 일으키다, 유발하다

•shift 변화

•interaction 상호 작용

•artificial 인위적인

•constraint 제약

•experimental 실험의

•manipulation 조작

•preference 선호, 선호도

•significant 중요한

•make the most out of ~을 최대한 활용하다

•reward 보상

•increasingly 점차, 점점 더

03
정답 ②

소재 점토의 역할

해석 가장 초기 인류가 가까이에서 찾은 것은 돌이었다. 나중에 그

들은 점토와 그것을 굽는 방법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대도시의 성장

과 존립 가능성에 매우 중요했다. (대량의 도자기 단지의 생산을 가져

다준) 이 혁신은 오늘날의 터키에 있는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8천 년 

전에 일어났는데, 액체와 곡물의 운반뿐만 아니라 용이한 요리와 보

관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가장 초기에 알려진 글의 예들이 메소포타

미아에서 발굴된 점토판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점토가 음식을 

저장하는 것만큼 정보를 저장하는 데에도 중요했다는 것을 안다. 이

러한 판들의 내구성 때문에 고고학자들은 5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가는 놀랄 만큼 상세한 기록을 복구할 수 있었다. 사실, 점토판은 파

피루스 종이보다 수천 년 동안 잔존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컸기에 우리

는 천 년 후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삶에 대해 더 많은 ‘단단한[확

고한]’ 사실을 가지고 있다.

→ 점토와 그것을 굽는 방법의 발견은 대도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

을 했고 점토의 내구성은 인간이 음식뿐만 아니라 정보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문제 해설 점토의 발견과 사용은 대도시의 성장과 생존 능력에 중요

했는데, 뛰어난 내구성 때문에 음식뿐만 아니라 정보도 오래도록 저

장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 (A)에는 

development가, (B)에는 preserve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 

하다.

① 발전 - 분석할

③ 인구 과잉 - 처리할

④ 변형 - 생산할

⑤ 변형 - 공유할

구문 해설

 This innovation (leading to the production of ceramic 

pots in large quantities), [which occurred in the area of 

Anatolia, in modern-day Turkey, eight thousand years 

ago], made possible [the easy cooking and storage of 

liquids and grains, as well as their transport].
첫 번째 [ ]는 This innovation을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을 …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make+목적어+목적격 

보어」의 구조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인데, 어구의 길이가 길

어 목적격 보어 possible 뒤로 이동했다.

 [Since the earliest known examples of writing appear 

on clay tablets unearthed in Mesopotamia], we know [that 

clay was as important for storing information as it was for 

storing food].
첫 번째 [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두 번째 [ ]는 know
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만큼 ~한’의 의미를 나타내는 

「as ~ as ...」가 사용되었다.

어휘와 어구

•clay 점토, 진흙 

•quantity 양, 분량

•liquid 액체

•grain 곡물

•transport 운반, 수송

•unearth 발굴하다, 파내다

•durability 내구성

•archaeologist 고고학자

•papyrus 파피루스 종이

04
정답 ②

소재 컴퓨터 과학의 발전 현황

해석 얼굴, 일상의 물건, 혹은 동물과 같은 뚜렷이 다른 패턴을 인식

한 다음 아기와 어린이가 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그것을 집

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 과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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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꿈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개발자들은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

되었던 이러한 목표 중 몇 가지를 가까스로 성취했다. 문제는 직관에 

반대되는 것이었는데, 아기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컴퓨터가 수

행하기에는 놀랍도록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여겨졌다. 그렇지만 그 정

반대도 또한 사실이어서, 최근에 지난 20년간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

가 결과로 막대한 양의 데이터의 수집, 분류, 계산은 어느 인간 개인 

혹은 심지어는 수백만 명의 인간도 수행하기에 불가능할 것이다. 우

리의 집단적인 인간 두뇌의 계산력은 컴퓨터의 계산력과 절대 맞먹을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다. 최근 몇 년 동안 생산된 데이터의 순전한 양만 해도 슈

퍼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활용하지 않고는 통제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 컴퓨터 과학자들은 아기와 어린이가 하는 것과 같이 패턴을 인식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려는 시도에서 약간의 진전을 이루었지만, 컴

퓨터의 진정한 강점은 그것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에 있다. 

문제 해설 아이와 어린이가 그렇게 하는 방식과 매우 비슷하게 패턴

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기계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고, 

이 부분에서 몇 가지 목표가 가까스로 성취된 반면, 컴퓨터의 진정한 

강점은 인간의 계산력으로는 처리하기 힘들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하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

서 빈칸 (A)에는 discerning이, (B)에는 quantity가 들어가는 것

이 가장 적절하다. 

① 인식 - 적용 가능성 

③ 기억 - 다양성 

④ 기억 - 질 

⑤ 분석 - 이용 가능성

구문 해설

 It used to be the dream of computer scientists [to be 

able to develop a machine {that could <recognize distinct 

patterns, such as faces, everyday objects, or animals>, and 

then <categorize them into groups much the way babies 

and children do>}].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로 표시한 to부정사구가 내용상의 주어

이다. { }는 a machin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두 개의 < >는 

could와 연결된 동사구이다.

 Though, the reverse is also true: [the collection, sorting, 

and computing of vast amounts of data], as the result of 

the recent data explosion of the past two decades, would 

be impossible [for any individual human or even millions 

of humans] to do. 
첫 번째 [ ]는 콜론 뒤에 오는 절의 주어이며, to do의 의미상의 목

적어이다. 두 번째 [ ]는 to do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낸다.

어휘와 어구

•distinct 뚜렷이 다른

•categorize (집단으로) 분류하다

•previously 이전에

•counterintuitive 직관에 반대되는

•reverse 정반대, 역

•compute 계산하다

•vast 막대한

•explosion 폭발적인 증가

•computational 계산의

•sheer 순전한

•manageable 통제할 수 있는

수능과 동일한 구성과 난이도, 
OMR 카드 마킹 연습까지

선배들이 증명한 실전 훈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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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의 이해 (1): 1지문 2문항
Chapter

17

Let’s Check It Out  본문 72쪽

정답 01 ⑤ 02 ④ 

소재 초기 거래와 시장의 형성

해석 초기 거래는 우리가 서로의 생일을 축하할 때 또는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 와인을 가져올 때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일어나는 것처럼 

상호 간의 선물 주기로 시작했을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선물 주기는 더 체계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양쪽 당사자는 그 과정

에서 자신들이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사과와 계란

을 교환하게 되면, 각자는 더 다양한 식단을 얻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전문화로 이어진다. 어떤 물건의 경우 이것은 매우 빠르게 일

어난다. 모든 중세 마을에 대장장이와 구두 수선공이 있었다. 

같은 과정이 시장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적어도 기원전 2천 년대 페

니키아인 시대부터 존재해 왔고, 전 세계에서, 특히 작은 마을에서 발

견되어 왔다. 거래의 상당 부분은 농부가 자신의 잉여 상품이나 가축

을 팔기 위해 가지고 오는 것에서 비롯될 것이다. 전문가들, 예를 들

어, 와인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시장은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는 중요

한 경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시장이 생기면, 구매자들은 가격을 

비교할 것이다. 가장 싸게 파는 생산자가 승리할 것이다. 시간이 지남

에 따라 그것은 상인들에게 더 ‘효율적’이 되어야 한다는, 즉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압박을 없앨(→ 가할) 것이

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상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그것의 품질, 교환 장

소와 시간, 지불의 특성과 시기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한다. 시장, 거

래소와 금융 수단과 같은 혁신은 이 과정을 더 쉽게 해 준다.

구문 해설

	These	 [have	 existed	 at	 least	 since	 the	 time	 of	 the	

Phoenicians	 in	 the	second	millennium	BCE],	and	[have	

been	found	all	over	the	world,	particularly	in	small	towns].
두 개의 [ ]가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These의 술어 역할을  

한다.

	Buyers	and	sellers	must	agree	not just	[on	the	price	of	a	

good],	but	[its	quality,	the	place	and	time	of	exchange,	and	

the	nature	and	timing	of	payment].
두 개의 [ ]는 ‘~뿐만 아니라 …도’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not	just 

~ but (also) ...」으로 연결되어 있다.

01 ④ 02 ④ 03 ⑤ 04 ⑤ 

본문 74~75쪽rx i ee c s sE

01~02
정답 01 ④ 02 ④

소재 민주주의 추구의 정당성

해석 어떤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는 사치품이라고 믿는다. 그들의 시

각에서 가난한 나라, 혹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고심하는 나라는 민

주주의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물질적 복지, 즉 경제 성장과 

모든 사람이 음식, 옷, 주거를 가질 기회를 보장하려고 노력해야 한

다. 이러한 시각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만일 그것과 관련하여 무엇

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대

해 훨씬 더 잘 이해할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무엇보다 가장 압도적인 문제는 기근으로 이루어지는

데, 그것은 음식에의 접근이 널리 거부되어 그 결과 다수가 굶주리

는 것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1950년대 후반 중국의 기근에서, 약  

3천만 명이 사망했다. 기근 방지에 대하여 걱정이 많은 국가에 언론

의 자유는 사치인가? 그런 국가는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대신에 경제 발전에 높은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 사

실상 이러한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세계 역사상 민주적인 언론과 

자유로운 선거를 갖춘 체제에서는 기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경제

학자 Amartya Sen의 놀라운 연구 결과를 생각해 보라. 그가 또한 

실증적으로 입증하기도 하는 Sen의 시작점은 기근이 자연적인(→ 사

회적인) 결과이며, 음식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

이다. 단순한 부족이 아니라 기근이 있게 될지의 여부는 사람들의 ‘수

급권’, 즉 그들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음식이 한정되

어 있더라도, 수급권은 아무도 굶주릴 일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식으

로 할당될 수 있다. 

문제 해설 01 경제 성장을 위해 빈국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할 필

요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기근과 같은 극단적인 빈곤 문제는 민주적

인 언론과 자유로운 선거를 갖춘 체제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

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기근: 민주주

의 포기의 핑계가 절대 될 수 없다’이다.

① 어떻게 경제 발전이 민주주의를 향상하는가

② 왜 좋은 의도가 현실 세상에서 가끔 실패하는가

③ 사회적 불안: 권위적인 체제의 공통적인 증상

⑤ 경제 위기는 사람들이 불의를 묵인하게 한다

02 Sen의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보아, 단순한 음식의 부족이 기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수급권을 통해 음식을 더 잘 배분하면 굶주림

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기근은 결

국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인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d)의 natural을 social과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한다.

구문 해설

	For	many	countries,	 [the	most	devastating	problem	of	

all]	consists	of	famines,	[defined	as	the	widespread	denial	

of	access	to	food	and,	as	a	result,	mass	starvation].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이고, 두 번째 [ ]는 famines를 부연 설

명하는 분사구이다. 

	[Whether	 there	will	be	a	famine	as	opposed	to	a	mere	

shortage]	depends	on	people’s	“entitlements”	—	that	 is,	

[what	they	are	able	to	get].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인 명사절이고, 두 번째 [ ]는 people’s 

“entitlements”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어휘와 어구

•freedom of speech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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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ury 사치품

•struggle with ~로 고심하다

•ensure 확보하다

•material 물질적인

•well-being 복지

•shelter 주거지

•misconceived 판단[계획]이 잘못된

•devastating 압도적인, 엄청난 손상을 가하는

•consist of ~로 이루어지다

•famine 기근

•widespread 널리 퍼진

•denial 거부

•access 접근

•starvation 굶주림

•prevention 예방

•priority 우선순위

•remarkable 놀라운

•press 언론

•demonstrate 입증하다

•empirically 실증적으로

•inevitable 불가피한

•scarcity 부족

•as opposed to ~이 아니라, ~과는 대조적으로

•mere 단순한

•allocate 할당하다

03~04
정답 03 ⑤ 04 ⑤  

소재 환경에 대한 신체적 적응 형태에 의한 체온 관리

해석 환경 생리학은 다양한 환경에 대한 여러 독특한 적응 형태를 밝

혀냈다. 예를 들어 더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들은 더 따뜻한 지방에 

사는 근연종보다 몸집은 더 크고, 다리, 귀, 꼬리는 더 작은 경향이 있

다. 더 큰 몸집은 더 낮은 질량 대비 표면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열을 

더 천천히 빼앗기는 반면, 더 작은 부속지는 동상에 노출되는 것을 감

소시킨다.

가장 극단적인 추위에서라면, 온혈 동물의 발은 땅에 얼어붙을 위험

이 있다. 사향소와 북극곰과 같은 북극 지역의 포유류는 자신의 발을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는 풍성한 털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조건에서의 

생활에 적응되어 있다.

남극에서 펭귄의 발 아랫면은 두꺼운 지방층에 의해 보호된다. 펭귄

은 또한 그들의 다리에 열 교환 (즉 역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체

내에서 도달하는 따뜻한 피는 발에서 도달하는 냉각된 피에 의해 거

의 32°F (0°C)로 차가워지는데, 그것(발에서 도달하는 냉각된 피)은 

이 과정에서 체온 수준으로 따뜻해진다.

아프리카의 가젤은 체온을 식히기 위해 유사한 역류 시스템을 사용한

다. 그들은 자기 머리로 들어가는 피를 냉각시킬 수 있는데, 이로 인

해 그들은 자주 체온이 올라가는 그들의 포식자보다 유리해진다. 낙

타는 비강 내에 열 교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그들의 호

흡 중에 손실되는 물의 양을 줄여 준다. 뜨겁고 건조한 공기는 흡입되

어 폐로 이동하기 전에 코안에서 수분과 섞인다. 내쉰 공기는 바깥 공

기보다 훨씬 더 차가워서 그것이 운반하는 습기의 대부분은 코안에서 

사라진다(→ 응결된다). 이렇게 해서 다음 들숨을 식히는 데 필요한 

시원하고 축축한 상태가 만들어진다.

문제 해설 03 추위나 더위 속에서 사는 동물이 이러한 조건에서 생존

에 적합하도록 독특한 신체적 적응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과 그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동물 체온을 조절하는 신체 적응’이다.

① 기후 변화가 동물에 미치는 영향

② 동물이 생존을 위해 공유하는 중요한 자원들

③ 동물 간 관계의 안전상의 이점

④ 더 안전한 온도를 찾기 위해 이동하는 종

04 낙타의 코로 흡입된 뜨겁고 건조한 바깥 공기가 코안에서 수분

과 섞여 차가워지게 되고, 이것이 다시 내쉬어지게 되면 뜨거운 바

깥 공기와의 온도 차이로 인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 코안에

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응결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므로, (e)의  

disappears를 condenses와 같은 낱말로 바꿔 써야 한다.

구문 해설

	Mammals	[in	Arctic	regions]	[such	as	musk	oxen	and	

polar	bears]	are	adapted	 for	 life	 in	 these	conditions	by	

[having	thick	hairs	to	protect	their	feet	from	the	cold].
첫 번째 [ ]는 Mammals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이고, 두 번째 [ ]
는 Mammals	in	Arctic	regions의 구체적인 사례를 나타낸다. 세 

번째  [ ]는 by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다.

	They	are	able	 to	chill	 the	blood	[entering	 their	head],	

[giving	them	an	advantage	over	their	predators,	{who	often	

overheat}].
첫 번째 [ ]는 the	blood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두 번째 [ ]는 

앞 절(They	are ~ their	head)의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고, 

{ }는 their	predators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reveal 밝히다, 드러내다

•adaptation 적응 형태, 적응

•related species 근연종(생물의 분류에서 유연관계가 깊은 종류)

•clime 지방, 기후, 풍토

•mass 질량

•ratio 비율

•exposure 노출

•extreme 극도의

•warm-blooded 온혈의

•frozen 얼어붙은, 냉동된

•mammal 포유류

•Arctic 북극의

•musk ox 사향소 (	pl. musk oxen)
•polar bear 북극곰

•adapt 적응시키다, 조정하다

•Antarctic 남극

•underside 밑면, 아랫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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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층

•fat 지방

•counter-current 역류

•mechanism 메커니즘, 구조, 기구

•chilled 냉각된

•gazelle 가젤(작은 영양)

•predator 포식자

•camel 낙타

•nasal cavity 비강(鼻腔)

•breath 호흡

•inhale 흡입하다, 들이마시다

•lung 폐

•exhale 내쉬다

•damp 축축한

•in-breath 들숨

Culture Note

ecophysiology ( 환경[생태] 생리학)

생태학(ecology)과 생리학(physiology)이 융합된 학문으로 온도, 습도, 

빛 등 환경적 요소들에 대한 생물의 반응을 조사하는 학문이다.

장문의 이해 (2): 1지문 3문항
Chapter

18

Let’s Check It Out  본문 76쪽

정답 01 ④ 02 ④ 03 ②

소재 기름으로 덮여 있던 새의 구조

해석 (A) 수년 동안 줄곧, Claire는 동물과의 유대감이 강했고, 그

녀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였다. 한번은 Claire와 그녀의 남편 Tony
는 Norfolk에 있는 Great Yarmouth의 해변을 따라 걷던 중 그들

보다 조금 앞선 지점에서 어떤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

다. 그들이 그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몇몇 어린 사내아이들이 

둥그렇게 모여 서서 땅 위의 어떤 것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D) 호기심에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멈췄다. 큰 

새 한 마리가 모래사장 위에 서 있었다. 그 소년들은 새에게 베이컨 

조각들을 던지고 있었는데, 그 새는 그것들을 욕심껏 게걸스럽게 먹

고 있었다. 그들은 마음씨가 고왔다. 끔찍한 것은 그 새가 기름에 뒤

덮여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상태에서 그것은 수영할 수도, 날 수

도, 자신의 깃털을 다듬을 수도 없었고, 스스로 더 이상 어떤 먹이나, 

더 중요한 것은 물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 소년들은 

Claire와 Tony에게 자신들이 그것에게 남은 음식을 먹여서 이틀 동

안 그것을 살려 놓고 있었다고 말했다.

(B) Claire는 왜 그들이 그것을 구조 센터로 데리고 가지 않았는지 

물었는데, 왜냐하면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새는 몸에 온통 기

름이 뒤덮여 있었으므로 곧 저체온증을 이기지 못할 터였기 때문이

었다. 그 소년들은 그 새가 그들을 물지도 모르니까 들어 올리고 싶

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것은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긴 새였고, 크

고 구부러진 부리를 가진 대략 거위 크기라는 면에서는 사실이어서, 

Claire는 경계했다는 것으로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지만, 그 새는 그

녀에게 도움을 간절히 바랐다.

(C) Claire는 Tony를 바라보았고, 그는 얼굴에 ‘또 시작이네’라는 

표정으로 그녀가 그 새에게 다가가 그것을 들어 올려 자신의 겨드랑

이에 끼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용기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이 그녀에게 자기는 달아나거나 몸부림치지 않을 것이라

고 말해 주었던 것처럼, 그녀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을 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해안 경비대 초소

로 가져갔고, 경관 중 한 명이 구조 센터에 전화를 걸어, 와서 그것을 

데려가 달라고 했다. 그 소년들은 비록 그들이 해야 할 최선의 일을 

정말로 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돌보기는 했다!

구문 해설

 Claire looked at Tony, and [with a ‘here we go again’ 

expression on his face] he watched her [walk up to the 

bird], [pick it up] and [tuck it under her arm].
첫 번째 [ ]는 「with+명사구+전치사구」의 구조로, 이어지는 절(he 

watched ~ her arm)의 부수적 상황을 나타낸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 ]는 콤마와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watched의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한다.

실전보다 더 실전같이! 제대로 어렵게!
상위권 학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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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at	state	[it	could	neither	{swim},	{fly}	nor	{preen	

its	feathers}],	and	[it	certainly	couldn’t	get	any	more	{food}	

or,	more	importantly,	{water}	for	itself].
두 개의 [ ]는 and로 대등하게 연결된 등위절이다. 첫 번째, 두 번

째, 세 번째 { }는 ‘~도 아니고 …도 아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neither ~ nor ...」에 의해 연결되어 it	could에 이어진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 }는 or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any	more에 이어진다.

01 ② 02 ① 03 ④  04 ④ 05 ④ 06 ⑤ 

본문 78~79쪽rx i ee c s sE
 

01~03
정답 01 ② 02 ① 03 ④

소재 할아버지와 가짜 돈

해석 (A) 옛날에 선반에 최상급 품질의 채소를 정돈하는 것으로 매

일을 시작하는 고령의 채소 행상인이 있었다. 저녁 무렵이면 그는 모

든 채소를 팔곤 했다. 채소 행상인이 연로해질수록 그의 어린 손자도 

성장했다. 소년은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일하러 가고 싶어 했다. 그래

서 채소 행상인은 매일 그를 데리고 가서 채소를 팔았다. 손자는 총명

한 소년으로 정확한 액수의 돈을 계산해 받는 데 빨랐다. 하지만 손자

는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곧 알아차렸는데, 일부 손님들

이 진짜 동전 대신 가짜 동전으로 그들에게 지불하곤 했다. 아이는 이

것을 할아버지에게 알렸다. 

(C)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는 그 동전을 거절하는 대신 그것을 여전

히 계속 기꺼이 받았다. 그 어린아이는 그에게 가짜 동전을 주는 특정 

손님들에 대해 그가 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지 항상 궁금했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가짜 동전 중 어떠한 것도 (다른 사람에게

는) 넘겨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대신에 그는 그것들 각각을 간

직했고, 많은 양을 모으게 되면,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그것들을 놓아 

두곤 했다.

(B) 손자는 자신의 호기심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러한 기이

한 행동 이면의 이유를 물었다. 많은 설득 후에 할아버지는 자신의 행

동 이면의 이유를 마침내 설명했다. “유통되는 가짜 동전의 수가 줄

고 그래서 남을 속이는 손님들이 무고한 사람을 속일 범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고 나는 이 동전들을 모아 오고 있단다. 아마 언젠가 모든 

가짜 동전은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란다.” 그 어린 소년은 이 대답에 

만족했고 그의 논리에 대해 그를 존경했다. 그는 다시는 그의 행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D) 이윽고 채소 행상인은 매우 늙게 되었다. 죽음이 수평선 위로 크

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병상에 누웠을 때, 어린 손자는 그

를 잘 보살폈고 항상 그의 곁에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신에게 기도

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 “나의 자비로운 아버지, 저를 많은 가짜 동전 

중에 또 하나의 가짜 동전으로 친히 받아 주소서.” 할아버지의 기도로

부터 손자는 모두의 삶은 마치 꼭 가짜 동전과 같아서 언젠가 유통을 

멈추고 묻혀서 잊힐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문제 해설 01 채소를 파는 할아버지와 총명한 손자가 함께 채소를 팔

던 중, 일부 손님들이 가짜 동전을 내고 있는 것을 손자가 알아차리고 

이를 할아버지에게 알렸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A)에 이어, 할아버

지는 계속 가짜 동전을 기꺼이 받고 그것들을 모았다가 구덩이를 파

서 묻었다는 내용이 묘사된 (C)가 이어져야 한다. 이어서 할아버지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질문을 한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대답을 하

고, 손자는 이에 만족하여 다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내용인 

(B)가 오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기도를 통해 손자가 깨달음을 얻

게 되었다는 내용이 묘사된 (D)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글의 흐

름이다. 따라서 (A)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02 (b), (c), (d), (e)는 모두 할아버지를 가리키고, (a)는 할아버지

의 손자를 가리킨다.

03 (C)의 후반부에 손자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가짜 동전을 간직했고 

많은 양을 모으게 되면 구덩이를 파서 묻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

서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구문 해설

	[Unable	to	contain	his	curiosity	any	more],	the	grandson	

asked	the	reason	behind	this	strange	act.

[ ]는 앞에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으로 주절의 내용에 대한 이유

를 표현한다.

	The	young	child	always	wondered	[why	he	did	not	take	

any	action	against	the	particular	customers	{who	gave	him	

counterfeit	coins}].

[ ]는 wonder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 }는 the	

particular	customer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arrange 정돈하다, 정리하다

•the choicest 최상의

•rack 선반

•get on in years 나이 먹다, 늙다

•accompany 함께 가다, 동행하다

•calculate 계산하다

•genuine 진짜의

•contain 참다, 억누르다

•circulation 유통, 순환

•deceitful 남을 속이는, 기만하는 

•scope 범위, 영역

•cheat 속이다

•pit 구덩이

•cease 멈추다

04~06
정답 04 ④ 05 ④ 06 ⑤

소재 성탄절 선물

해석 (A) 여섯 살 때, 성탄절 기간 바로 직전에 Sarah는 어머니와 

식료품 가게에 있었다. 계산대에서 그녀는 어린 동생을 위한 완벽한 

선물을 보았는데, 그것은 Mercer Meyer 팝업 북이었다. Sarah는 

동생인 Amy가 그것을 매우 좋아할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에게 그 책을 그녀가 사고 있는 식료품에 추가해 달라고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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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성탄절 전날 저녁, Sarah는 그 책을 포장하러 갔다. 그러나 그

녀는 포장하기 전에 그 책을 훑어보고 그 이야기를 읽기로 했다.

(D) 바로 그때 Sarah는 페이지 중 한 장이 손상된 것을 발견했는데, 

그 페이지를 가로질러 조그만 생쥐를 쫓아가고 있는 고양이가 그 책

에서 찢겨 나가 있었고,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고양이가 한때 앉아 있

었던 곳에 약간의 너덜너덜한 종이와 풀뿐이었다. Sarah는 망연자실

했고, 성탄절 전에 그 가게에서 새로운 책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는 눈물을 흘리며 그 책의 상태를 어머니에게 말했

다. 어머니는 Sarah의 눈물을 닦아 주었고 어쨌든 그 선물을 포장하

라고 그녀를 격려했다. 

(B) 성탄절 아침, Amy는 언니로부터 받은 선물을 열었다. Amy가 

그렇게 할 때, Sarah는 선물의 상태에 대해 미리 사과했다. 그것이 

완전히 개봉되자, Sarah는 손상된 페이지를 Amy에게 보여 주러 갔

다. 그러나 놀랍게도, 고양이가 그 페이지의 바로 거기 있었다! 그리

고 Sarah는 손잡이를 당길 수 있었고, 고양이는 페이지를 가로질러 

종종걸음을 치게 되었다. 그것은 성탄절 기적이었다! 그녀는 혼란스

러웠지만, Amy에게 주는 자신의 선물이 완벽해서 매우 행복했다. 

(C) 몇 년 후, Sarah는 그 팝업 북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그 고양이

가 책의 나머지와 완전히 같은 스타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는

데, 그것은 책의 나머지보다 약간 더 광택 나는 종이에 그려져 있었고 

선은 훨씬 더 어두워 거의 마치 사인펜으로 그려진 것 같았다. 타고난 

미술가였던 그녀의 어머니가 그 성탄절 선물을 풀어, 바꿔 놓을 고양

이를 손으로 그려 색칠하고, 새로 만든 고양이를 책에 풀로 붙인 것이

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마음이 몹시 상한 딸이 전혀 알지 못하게 그 

선물을 다시 포장해 성탄절 나무에 다시 가져다 놓았던 것이다. 

문제 해설 04 Sarah가 동생 Amy의 성탄절 선물로 팝업 북을 사는 

내용인 주어진 글 (A)에 이어, 그 팝업 북의 고양이가 찢겨 나가 있

는 것을 성탄절 전날 저녁에 알게 된 Sarah가 어머니에게 이를 알렸

고, 어머니는 그래도 그 선물을 포장하라고 격려했다는 내용의 (D)
가 이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성탄절 아침에 Sarah가 Amy에게 선물

을 주었는데, 놀랍게도 고양이가 제대로 붙어 있었다는 내용의 (B)가 

이어진 다음에, 몇 년 후 Sarah가 그 팝업 북을 자세히 살펴볼 때 어

머니가 다시 고양이를 그려 붙여 준 것을 알게 되었다는 (C)가 마지

막에 오는 것이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따라서 (A)에 이어질 글

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05 (d)는 Sarah의 어머니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Sarah를 가리

킨다. 

06 성탄절 전에 책을 새것으로 교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책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알렸다는 내용

이 있으므로, Sarah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구문 해설

 A few years later, Sarah was examining the pop-up book 

when she noticed [that the cat wasn’t quite the same style 

as the rest of the book] — it was drawn on slightly glossier 

paper than the rest of the book and the lines were a lot 

darker, [almost as if they were drawn with a felt pen]. 
첫 번째 [ ]는 notic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두 번째 

[ ]는 ‘마치 ~인 것처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as if에 의해 유도된 

부사절이다.

 That’s when Sarah discovered that one of the pages 

was damaged: [the cat {that was chasing the little mouse 

across the page}] had been torn from the book — [all that 

remained] was some ragged paper and glue where the cat 

once sat.
첫 번째 [ ]는 콜론 뒤에 오는 절의 주어이다. { }는 the cat을 수

식하는 관계절이고, 두 번째 [ ]는 대시 뒤에 오는 절의 주어이다. 

어휘와 어구

•grocery 식료품

•checkout 계산대

•pop-up book 팝업 북(펼치면 그림이 튀어나오는 책)

•wrap up ~을 포장하다

•apologize 사과하다

•damage 손상하다, 훼손하다

•miracle 기적

•unwrap (포장을) 풀다

•replacement 바꿔 놓는 것, 대체품

•glue 붙이다; 풀

•heartbroken 마음이 몹시 상한 

•devastated 망연자실한, 엄청난 충격을 받은

•state 상태

고교 교육과정 내 신설 예정인 인공지능!
AI에 필요한 수학·인공지능 

개념 학습을 위한 입문서

수학과 함께하는 고교 AI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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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1 본문 82~98쪽실전 모의고사

01
정답 ④

소재 손 씻는 방법에 관한 캠페인

대본

M:   Good morning,  this  is  Principal  Smith.  I t ’s  a 

beautiful Monday morning and a great start to a nice 

school week! I’m excited to tell you about a new  

health-promoting school campaign. As you know, 

one important way to prevent the spread of germs and 

infections is to wash your hands. But not everyone 

knows the proper handwashing technique. So, our 

school will run a handwashing education campaign. In 

the bathrooms, you will find posters on the walls that 

demonstrate the right way to wash your hands. Also, 

your homeroom teacher will show you a handwashing 

video this week. These small steps will help us keep our 

hands clean, which will help us keep our school clean 

and safe. Now, Vice Principal Larks will tell you about 

the school festival plans. 
해석

남:   안녕하세요, Smith 교장입니다. 아름다운 월요일 아침이고 학교

의 멋진 한 주의 좋은 시작입니다! 저는 학교의 새로운 건강 증진 

캠페인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하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도 알다

시피, 세균과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손 씻는 방법을 모두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손 씻기 교육 캠페인을 진행할 것

입니다. 화장실에 가면, 여러분은 손을 씻는 적절한 방법을 보여 

주는 포스터를 볼 것입니다. 또한 담임 선생님께서 이번 주에 여

러분에게 손 씻기 비디오를 보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조

치들이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도울 것이고, 그것은 

우리 학교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Larks 교감 선생님께서 학교 축제 계획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문제 해설 손 씻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진행되는 교내 캠페인에 관

해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④이다. 

어휘와 어구

germ 세균

infection 전염병

proper 적절한

02
정답 ②

소재 운동 전의 영양 공급

대본

W: Honey, are you ordering something online? 

M:   Yeah. I’m buying some protein bars. I’m going to start 

working out next week, and I need some protein after I 

exercise. 

W: Great! Oh, they come in so many different flavors.

M:   Yeah. I’ll order one of each flavor to find out which one 

I like the best. 

W:   Good idea. You said you’re going to eat the bars after 

working out. Don’t you need to eat something before 

working out?

M:   No. People say working out on an empty stomach is 

good for losing weight. 

W:   That’s not right. Without eating anything, you’ll get 

tired easily and won’t be able to work out effectively. 

M: I didn’t think about that. 

W:   Also, I read that moving on an empty stomach is not 

good for reducing body fat. It’d be better if you eat 

something before you work out. 

M:   Okay. I’ll be sure to eat something before going to the 

gym. 
해석

여: 여보, 뭔가를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있어요?

남:   네. 단백질 바를 좀 사고 있어요. 다음 주에 운동을 시작할 거고, 

운동 후에 단백질이 좀 필요해요.

여:   좋지요! 오, 정말 다양한 맛으로 나오네요.

남:   네. 어떤 걸 내가 제일 좋아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각각의 맛을 하

나씩 주문할 거예요.

여:   좋은 생각이네요. 운동 후에 그 바를 먹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운

동 전에 뭔가 먹어야 하지 않아요?

남:   아뇨. 사람들이 그러는데 공복에 운동하는 게 체중 감소에 좋 

대요.

여:   그건 맞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 쉽게 지쳐 효과적으로 운

동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남:   그것에 관해서는 생각을 안 했네요.

여:   게다가, 공복에 움직이는 건 체지방을 줄이는 데도 좋지 않다고 

읽었어요. 운동 전에 뭔가를 먹는 게 더 좋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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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알겠어요.	체육관에	가기	전에	꼭	뭔가	먹을게요.

문제 해설 공복	상태로	운동을	하겠다는	남자에게	여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없으며	체지방을	줄이는	데도	좋

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어휘와 어구

•protein	단백질

•flavor	맛

03
정답 ①

소재 코치와 선수

대본

M:		Hello,	Tracy.	Have	a	seat.	

W:			Thanks.	Oh,	 this	 is	a	video	of	our	game	 in	 the	City	

Basketball	Championship,	isn’t	it?

M:			Right.	It	was	a	really	close	game.	

W:			Yeah,	it	was.	That	last	3-point	shot	really	saved	us.		

M:			Absolutely.	I’ve	been	watching	this	video	to	see	how	we	

can	improve	our	performance.

W:			What	did	you	find	out?

M:			We	need	to	improve	our	endurance.	Look	at	these	bad	

passes	we	made.

W:			Oh,	yes.	I	remember	that.	It	was	in	the	last	quarter.	We	

were	really	tired.	

M:			That’s	what	 I	 thought.	When	you’re	 tired,	you	 lose	

concentration.	So	I’m	going	to	add	endurance	drills	to	

our	team	training	sessions.	

W:			That’s	a	good	idea.	As	the	team	leader,	I’ll	tell	the	team	

about	our	new	training	plan.	

M:			Great.	Starting	next	practice,	 I’ll	 teach	 the	players	

endurance	drills,	both	as	a	 team	and	as	 individuals.	 I	

believe	it’ll	be	helpful.
해석

남:			안녕,	Tracy.	앉으렴.

여:			감사합니다.	오,	이건	시	농구	선수권	대회에서의	우리	경기	비디

오군요,	그렇지	않나요?

남:			맞아.	그건	정말	아슬아슬한	경기였어.

여:			네,	그랬어요.	저	마지막	3점	슛이	우리를	정말	구해	주었어요.

남:			물론이야.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기력을	향상할	수	있을지	

알기	위해	이	비디오를	보고	있었단다.

여:			무엇을	알아내셨어요?

남:			우리는	지구력을	향상해야	해.	우리가	했던	이	좋지	않은	패스들

을	보렴.

여:			오,	맞아요.	기억나요.	마지막	쿼터였어요.	우리는	정말	지쳐	있었

어요.

남:			나도	같은	생각이야.	지치면	집중력을	잃게	되지.	그래서	나는	팀	

훈련에	지구력	훈련을	추가할	거란다.	

여: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주장으로서	우리의	새로운	훈련	계획에	대

해	팀에게	알릴게요.	

남:			좋지.	다음	훈련부터	시작해서	선수들에게	팀으로서	그리고	개인

으로서	지구력	훈련을	가르칠	거야.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

문제 해설 남자는	여자에게	경기	비디오를	분석해	주며	자신이	지구

력	향상의	필요성을	파악했으니	이를	위한	새로운	훈련을	팀에게	추

가하겠다고	설명했고,	여자는	팀의	주장으로서	팀원들에게	이것에	관

해	말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어휘와 어구

•endurance	지구력

•concentration	집중(력)

•drill	훈련

04
정답 ⑤

소재 마을 홍보 광고판

대본

W:			Derek,	what	are	you	doing	on	the	computer?

M:			I’m	working	on	a	billboard	design.	It’s	for	my	design	

class.	

W:			Oh,	 let’s	see.	Cool.	I	 like	how	you	put	“WELCOME”	

between	these	smiles	on	the	top.

M:			It’s	for	an	imaginary	town,	Sunny	Hill	Town.

W:			I	can	tell	because	you	have	the	words	“SUNNY	HILL	

TOWN”	in	a	rectangle.

M:			Yeah.	And	I	made	a	 town	logo.	 It’s	under	 the	 town’s	

name.	

W:			Oh,	the	triangular	shape	with	mountains	and	the	sun	in	

it.	It’s	really	good!

M:			Thanks.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photo	of	houses	

in	the	bottom	left?	

W:			I	like	it.	That	photo	and	this	photo	of	the	family	next	to	

it	create	a	friendly	impression.	

M:			That’s	what	I	was	going	for.	

W:			Why	did	you	put	 this	photo	of	grapes	 in	 the	bottom	

right?	

M:			That’s	because	Sunny	Hill	Town	is	famous	for	its	wine.
해석

여:			Derek,	컴퓨터로	뭘	하고	있어?

남:			광고판을	작업	중이야.	디자인	수업을	위해서야.

여:			오,	좀	보자.	멋진데.	나는	‘WELCOME’을	제일	위에	있는	스마

일	기호들	사이에	넣은	방식이	마음에	들어.	

남:			그것은	가상의	마을인	Sunny	Hill	Town을	위한	거야.

여:			‘SUNNY	HILL	TOWN’이라는	말이	직사각형	안에	있어서	알	

수	있어.

남:			그래.	그리고	나는	마을의	로고를	만들었어.	그것은	마을	이름	아

54  EBS 수능완성 영어

001~074 수능완성(영어)정답-12.indd   54 2022-05-12   오후 4:15:29



www.ebsi.co.kr

래에 있어.

여:   오, 안에 산과 태양이 있는 삼각형 모양이구나. 정말 멋지구나!

남:  고마워. 왼쪽 아래에 있는 집들의 사진은 어때?

여:   마음에 들어. 그 사진과 그것 옆의 가족사진은 친근한 인상을 만

드네.

남:   그게 내가 원했던 거야.

여:   오른쪽 아래에 이 포도 사진은 왜 넣었어?

남:   그것은 Sunny Hill Town이 와인으로 유명해서 그래.

문제 해설 대화에서는 광고판 오른쪽 아래에 포도 사진이 배치되어 

있다고 했으나, 그림에서는 수박이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어휘와 어구

•imaginary 가상의, 상상에 의한

•impression 인상

05
정답 ④

소재 도서관 그룹 스터디룸 사용

대본

M:   Janet, what are you going to do after school?

W:   I’m going to study for the social studies exam with 

Stephanie. 

M:   I need to study, too. Can I join you?

W:   Of course, but we’re going to study at her house. 

M:   Oh, that’s quite far from my house. Would you mind 

studying at the Heines Public Library instead, from 5 

p.m. to 7 p.m.? 

W:   You mean that we study in one of their group study 

rooms?

M:   Yeah. There are usually study rooms available.

W:   Sounds good and Stephanie will like it, too. But don’t 

we need to make a reservation a day in advance?

M:   No. We can book a study room just two hours in advance.

W:   Really? That’s great. 

M:   Yeah. I’ll call and book a group study room right away.

W:   Great. Then, I’ll tell Stephanie about this. 
해석

남:   Janet, 오늘 방과 후에 뭘 할 거야?

여:   Stephanie와 사회 시험공부를 할 거야.

남:   나도 공부해야 해. 나도 같이해도 돼?

여:   물론이지만, 우리는 그 애의 집에서 공부할 거야.

남:   오, 거기는 우리 집에서 상당히 멀어. 대신에 오후 5시에서 7시까

지 Heines 공립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 어때?

여:   우리가 거기 그룹 스터디룸 중 한 곳에서 공부하자는 거지?

남:   응. 대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룹 스터디룸이 있어.

여:   좋은 생각이고 Stephanie도 좋아할 거야. 하지만 하루 전에 예약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   아냐. 두 시간 전에만 미리 스터디룸을 예약하면 돼.

여:   정말? 그거 잘됐구나.

남:   응. 바로 전화해서 그룹 스터디룸을 예약할게.

여:   잘됐네. 그럼 내가 Stephanie에게 이것에 대해 말할게.

문제 해설 남자는 여자에게 Heines 공립 도서관의 그룹 스터디룸에

서 공부할 것을 제안했고, 여자는 좋은 생각이며 Stephanie도 좋아

할 것이라 말했으며, 이에 남자는 그룹 스터디룸을 예약하겠다고 말

했다. 따라서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어휘와 어구

•reservation 예약

•in advance 미리

06 
정답 ③

소재 주스와 베이글 구매

대본

M:   Good morning, Lizzie. Are you ordering the usual, a 

regular coffee?

W:   Good morning, Jack. No. I’d like a juice today. 

M:   Really? You normally get coffee. 

W:   My doctor advised me to reduce my caffeine intake. 

Hmm.... I can’t decide between apple juice and orange 

juice. How much are they?

M:   Apple juice is $4, and orange juice is $5.

W:   I’ll take an orange juice. And I’ll take an onion bagel. 

M:   Okay. An onion bagel is $6. And for an extra $1, you 

can add cream cheese.

W:   I’ll take cream cheese. Can you warm my bagel up?

M:   Sure. Anything else?

W:   No. And I’d like to use this coupon I got last week. 

M:   Okay. It’ll take $1 off the total. 

W:   Great. Here’s my credit card.

M:   Thanks. I’ll get your order ready right away. 
해석

남:   안녕하세요, Lizzie. 늘 주문하던 일반 커피를 주문할 거죠?

여:   안녕하세요, Jack. 아뇨. 오늘은 주스로 주세요.

남:   정말요? 보통은 커피를 마시잖아요.

여:   의사 선생님이 카페인 섭취를 줄이라고 충고하셨어요. 음…. 사과 

주스와 오렌지 주스 사이에서 결정하기 힘들군요. 가격이 얼마인

가요?

남:   사과 주스는 4달러이고, 오렌지 주스는 5달러예요.

여:   오렌지 주스로 주세요. 그리고 양파 베이글도 하나 주시고요.

남:   알겠어요. 양파 베이글은 하나에 6달러예요. 그리고 1달러 추가

하시면, 크림치즈를 더할 수 있어요.

여:   크림치즈를 더할게요. 제 베이글 데워 주실 수 있지요?

남:   물론이죠. 더 필요한 게 있으세요?

여:   아뇨.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받은 이 쿠폰을 사용하고 싶어요.

남:   알겠어요. 그것으로 총액에서 1달러 할인받게 되네요.

여:   잘됐군요. 여기 제 신용 카드예요.

남:   고마워요. 주문하신 걸 바로 준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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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여자는 5달러짜리 오렌지 주스 한 잔과 6달러짜리 양파 베

이글을 사고 1달러를 추가하여 크림치즈를 더한 다음 1달러 할인 쿠

폰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여자가 지불할 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11달러’이다. 

어휘와 어구

•caffeine 카페인

•intake 섭취

07 
정답 ④

소재 여행용 가방 주문 취소

대본

W:   Hey, Harry. What are you up to? 

M:   Hi, Trisha. I just cancelled the order for the suitcase I 

placed yesterday.

W:   That’s the suitcase you ordered for your trip to Spain, 

right? 

M:   Yeah. 

W:   Why did you do that? Did you realize it’s not the color 

or size you want?

M:   No, I like the color and size. The price is reasonable, 

too. 

W:   Then, why did you cancel your order?

M:   The thing is, I don’t need it any longer. 

W:   Really? Did you cancel your trip?

M:   No. It’s just that my uncle gave me a suitcase this 

morning when he heard about my Spain trip.

W:   I see. You don’t need an extra one. 

M:   Right. As you know, suitcases take up a lot of space. 

W:   For sure. One is enough. 
해석

여:   이봐, Harry. 뭘 하고 있어?

남:   안녕, Trisha. 나는 어제 했던 여행용 가방 주문을 방금 취소 

했어.

여:   그거 네가 스페인 여행을 위해 주문했던 거잖아, 맞지?

남:   응. 

여:   왜 그렇게 한 거야? 그것의 색이나 크기가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는 걸 알게 된 거야?

남:   아니, 색과 크기는 마음에 들어. 가격도 적당해.

여:   그럼, 왜 주문을 취소한 거야?

남:   사실은, 그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여:   정말? 여행을 취소한 거야?

남:   아니야. 그냥 우리 삼촌이 내 스페인 여행에 대해 들으시고는 오

늘 아침에 여행용 가방을 하나 주셔서야.

여:   그렇구나. 추가로 하나 더 필요는 없지.

남:   맞아. 알다시피, 여행용 가방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잖아.

여:   물론이야. 하나면 충분해.

문제 해설 남자는 어제 했던 여행용 가방 주문을 취소했는데, 그 이유

를 묻는 여자에게 색과 크기, 가격은 모두 적절하지만, 삼촌으로부터 

여행용 가방을 하나 얻어서 새 여행용 가방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말

했다. 따라서 남자가 여행용 가방 주문을 취소한 이유는 ④이다. 

어휘와 어구

•suitcase 여행용 가방

•take up ~을 차지하다

08
정답 ④ 

소재 책갈피 디자인 대회

대본

M: Hi, Jenny. What are you doing?

W:   Hi, Danny. I’m looking at a notice about the Kingston 

Bookmark Design Competition.

M:   Is that a competition where participants design their 

own bookmark?

W:   Exact ly.  The Kingston Library is  host ing the 

competition.

M:   Oh, I often visit the library but I didn’t know about the 

competition.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W: The competition is open to local students aged 6-17.

M: Good. That means I can enter too. 

W:   Right. The theme is “Books That Gave People New 

Insights and Ideas.”

M: Cool! Some books are already coming to mind.

W:   Wow, already? I’m sure your bookmark will be 

wonderful.

M: I hope so. What are the awards for the winners?

W:   The winners will get cash prizes and their designs will 

be made into bookmarks to be distributed to library 

visitors. Isn’t it terrific?

M: That’s a great honor. Thanks for the information. 
해석

남: 안녕, Jenny. 뭐 하고 있어?

여:   안녕, Danny. Kingston Bookmark Design Competition
에 관한 안내문을 보고 있어.

남: 그건 참가자가 자신의 책갈피를 디자인하는 대회니?

여: 맞아. Kingston 도서관이 그 대회를 주최해. 

남:   아, 나는 그 도서관에 자주 가지만 그 대회에 대해서는 몰랐어. 그

것에 대해 좀 더 말해 줄래?

여: 그 대회에는 6세에서 17세 사이의 지역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어.

남: 좋아. 나도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이네.

여:   그렇지. 주제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통찰과 아이디어를 준 책들’ 

이야.

남: 좋았어! 몇 권의 책이 이미 떠오르네.

여: 와, 벌써? 네 책갈피는 멋질 거라고 확신해.

남: 그러면 좋겠어. 수상자를 위한 상은 뭐야?

여:   수상자들은 상금을 받고 그들의 디자인은 도서관을 방문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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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에게 배부될 책갈피로 만들어질 거야. 대단하지 않니?

남: 굉장한 영광이다. 알려 줘서 고마워.

문제 해설 주최 기관(The Kingston Library is hosting the 

competition.), 참가 대상(The competition is open to local 

students aged 6-17.), 주제(The theme is “Books That Gave 

People New Insights and Ideas.”), 수상 혜택(The winners 

will get cash prizes and their designs will be made into 

bookmarks to be distributed to library visitors.)은 언급되었

지만, ④ ‘심사 기준’은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와 어구

• notice 안내문, 공고문

• bookmark 책갈피, 서표

• competition 대회, 경쟁

• host 주최하다, 진행하다

• come to mind 생각이 떠오르다

• distribute 배부하다, 나누어 주다

• terrific 대단한, 아주 좋은, 훌륭한

09 
정답 ⑤

소재 비디오 제작 강좌

대본

W:   He l lo ,  eve rybody.  We lcome  to  Goodf r i ends 

Communications Center. I’m Meg Carlson, Chief 

Manager. I’d like to tell you about an upcoming  

video-making class for teens we’re offering. It’s a  

three-week-long class starting on July 1st. It’s open to 

teens between 13 and 17. Attendees will learn how to 

shoot videos and create their own online video channel. 

And on the last day, a surprise famous online video 

creator will give a special lecture. The class fee is $80, 

and there’s a discount for low-income families. Space is 

limited to a maximum of 30, so don’t wait to register! 

To register, visit our website, fill out a registration form, 

and email it to us. You’ll be notified of your registration 

confirmation via email, not phone call or text message. 

Check our website for the entire class schedule.
해석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Goodfriends Communications Center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수석 매니저인 Meg Carlson입

니다. 저는 저희가 제공하는 다가오는 십 대 대상 비디오 제작 강

좌에 대해 말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7월 1일에 시작하여  

3주 동안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그것은 13세부터 17세 사이의 십 

대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비디오를 찍는 방법과 자신

의 온라인 비디오 채널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깜짝 놀랄 유명 온라인 비디오 크리에이터가 특별 

강연을 할 것입니다. 수강료는 80달러이고, 저소득 가정을 위한 

수강료 할인이 있습니다. 인원은 최대 3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

니, 바로 등록하세요! 등록하시려면 우리 웹 사이트를 방문해서, 

등록 양식을 기입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메일로 보내세요. 여러

분은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등록 확인

을 통지받을 것입니다. 전체 수업 일정을 위해 우리 웹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문제 해설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등록 확

인을 통지받을 것이라는 언급이 있다. 따라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

지 않는 것은 ⑤이다. 

어휘와 어구

•upcoming 다가오는

•attendee 참석자

•registration 등록

•confirmation 확인

10
정답 ③

소재 자전거용 신발 주문

대본

M:   Hey, Reina. I’m trying to choose a pair of bicycle shoes 

to buy from this online store. Which of these do you 

think would be best for me?

W:   You’re going to be mainly biking in the summer, right?

M:   Yeah.

W:   Then I’d recommend something made of mesh fabric. 

They’ll be cooler.

M:   Good point. As for color, I have black ones now, so 

I’d like something different. I’ll get a pair of these  

lighter-colored ones.

W:   That means one of these three. 

M:   Right. The number of dials is different. This pair has 

one and the others have two. 

W:   The one with two dials would fit tighter. 

M:   Is that important?

W:   I think it is. That way your feet won’t slip in the shoes. 

M:   I got it. What about the price? The more expensive, the 

better?

W:   From my experience with biking shoes, the price 

reflects the quality. 

M:   I see what you mean. Then I’ll pay the extra money and 

order this pair. 
해석

남:   이봐요, Reina. 나는 이 온라인 가게에서 살 자전거 신발을 한 켤

레 고르려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게 나에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   주로 여름에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 거죠, 맞죠?

남: 네. 

여:   그럼 그물 조직의 직물로 만들어진 걸 권할게요. 그게 더 시원 

할 거예요.

남:   좋은 지적이군요. 색상 면에서는 지금 검은색을 가지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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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걸 사고 싶어요. 색이 더 연한 이것들 중에서 사겠어요.

여: 그럼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는 뜻이군요.

남:   맞아요. 다이얼의 수가 다르네요. 이것은 한 개고 나머지는 두 개

군요.

여: 다이얼이 두 개인 것이 더 잘 맞을 거예요.

남: 그게 중요한가요?

여: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발이 신발 안에서 미끄러지지 않을 거 

예요.

남: 알겠어요. 가격은 어때요? 더 비싼 게 더 좋지요?

여: 자전거 신발에 관한 나의 경험에서 보면, 가격이 질을 반영해요.

남: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럼 저는 돈을 더 내고 이걸 주문할래요. 

문제 해설 그물 조직의 직물로 만들어졌으며, 검은색보다 더 연한 색 

가운데 다이얼의 수가 2개인 것 중에서 더 비싼 것을 주문하겠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주문할 자전거용 신발은 ③이다. 

어휘와 어구

•mesh fabric 그물 조직의 직물

•recommend 권하다

11
정답 ②

소재 친구에게 빌린 책 

대본

W:   Nathan, have you finished reading the book that you 

borrowed from me?

M:   I have only a couple of pages to go. I think I can finish 

it today. 

W:   That’s good. Jeremy wants to read the book, too.

M:  

해석

여: Nathan, 네가 나한테 빌린 책 다 읽었니?

남: 몇 페이지만 남았어. 오늘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여: 잘됐다. Jeremy도 그 책을 읽고 싶어 해.

남: 알았어. 내가 내일 그것을 너에게 돌려줄게.

문제 해설 여자가 남자에게 자신이 빌려준 책을 다 읽었는지 물었고 

남자가 몇 페이지만 남았다고 말하자, 여자는 그 책을 다른 친구도 읽

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① 맞아. 나는 그것을 중고 서점에서 샀어. 

③ 응. 그는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책을 쓰고 있어. 

④ 완벽해. 나는 오늘 저녁에 도서관에 갈 수 있어. 

⑤ 미안해. 나는 그와 내 책을 공유하고 싶지 않아. 

어휘와 어구

•used bookstore 중고 서점

12
정답 ④

소재 자동차 열쇠

대본

M:   Honey, do you have any idea where the car keys are? I 

can’t find them.

W:   Oh, I found them on the garage floor this morning. I put 

them on the kitchen countertop.

M:   Really? I thought I put them in my coat pocket, so I was 

searching for them there. 

W:  

해석

남:   여보, 자동차 열쇠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알아요? 그걸 찾을 수가 

없네요.

여:   오, 내가 오늘 아침에 차고 바닥에서 찾았어요. 그걸 부엌 조리대 

위에 두었어요.

남:   정말요? 내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거기에서 찾

고 있었어요.

여:   당신에게 말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아마 주머니에서 빠져나왔나 

봐요.

문제 해설 자동차 열쇠를 찾고 있는 남자에게 여자는 차고 바닥에서 

열쇠를 찾아서 부엌 조리대 위에 두었다고 말했고, 남자는 코트 주머

니에 있는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으므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④이다. 

① 아뇨,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오늘 밤에는 내가 당신을 위해 운전

할게요.

② 동의해요. 우리는 유사시에 대비해서 예비용 열쇠 한 벌을 만들어

야 해요.

③ 나는 정말 잘 잊어버리네요! 물건을 사용한 다음에는 제자리에 돌

려놓아야겠어요.

⑤ 알았어요. 내가 열쇠를 찾은 다음에 코트를 세탁소에 맡길게요.

어휘와 어구

•countertop (부엌의) 조리대

•spare 예비용의

•forgetful 잘 잊어버리는

13
정답 ④

소재 발표 준비

대본

W:   Daniel, you look busy today. What’s up? 

M:   Hi, Serena. I’m getting ready for my presentation in the 

literature class tomorrow. 

W:   Oh, your turn is tomorrow. Are you making presentation 

slides?

M:   I just finished putting the final touches on them. 

W:   Why are you so busy then?

M:   I’m trying to memorize my presentation.

W:   You mean memorizing your entire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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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Yeah, I don’t want to make any mistakes. 

W: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M:   Why not?

W:   You’ll be likely to make more mistakes if you’re 

struggling to remember every single word. And you’ll 

get more nervous.

M:   Hmm, that makes sense. When I give a presentation, I’m 

always nervous and afraid to make mistakes. 

W:   That’s why I focus more on delivering the presentation. 

Memorizing the whole script can make you sound 

robotic and unnatural.

M:   Oh, I see. I thought I could make a perfect presentation 

if I memorized everything.

W:  

해석

여: Daniel, 오늘 바빠 보이는구나. 무슨 일이야?

남: 안녕, Serena. 나는 내일 있을 문학 수업 발표를 준비하고 있어.

여: 아, 네 차례가 내일이구나. 발표 슬라이드를 만들고 있니?

남: 마무리하는 것을 막 끝냈어.

여: 그런데 왜 그렇게 바빠?

남: 내 발표를 외우려고 하는 중이야.

여: 네 전체 대본을 외운다는 말이니?

남: 응, 나는 실수하고 싶지 않아.

여: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남: 왜 아니야?

여:   네가 단어 하나하나를 기억하려고 애쓰면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더 긴장하게 될 거야. 

남:   음, 말이 되는구나. 나는 발표를 할 때, 항상 긴장하고 실수할까 

봐 두려워.

여:   그래서 나는 발표를 전달하는 데 더 중점을 둬. 전체 대본을 외우

면 로봇 같고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어.

남: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을 외우면 완벽한 발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

했어.

여: 아니야. 요점만 외우고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을 연습해.

문제 해설 남자가 문학 수업 발표 준비를 하면서 실수를 하고 싶지 않

아서 발표 내용을 모두 외우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체 대본을 

외우면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다고 여자

가 말하자, 모든 것을 외우면 완벽한 발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했다고 남자가 말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① 글쎄, 나는 질문으로 발표를 시작하지 않아.

② 맞아. 발표를 할 때 네 목소리는 더 높아질 거야.

③ 정확해. 네 발표 슬라이드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고 생각해. 

⑤ 동의해. 필수적인 사실을 암기함으로써 너는 더 비판적으로 생각

할 수 있어. 

어휘와 어구

•literature 문학

•put the final touches 마무리하다

•struggle 애쓰다, 크게 노력하다

14
정답 ②

소재 새로운 것 배우기

대본

M:   It’s finally Friday. What are you going to do after work, 

Lena?

W:   I’m just going to relax at home. What about you?

M:   I’m going to attend a Latin dance class for the first time 

today.

W:   Wow! I didn’t know you were interested in dance.

M:   I love learning something new. As you know, I learned 

baking and cooking last month.

W:   Right. Your energy and passion are amazing!

M:   I think I feel more confident when I’m learning 

something new.

W:   Oh, is that because you get a sense of achievement 

when you succeed?

M:   Exactly. That’s why I want you to learn something new. 

W:   Actually, I’m thinking about learning to skateboard, but 

I’m hesitating.

M:   Why? Just give it a try.

W:   I’m not sure if I can do it at my age.

M:  

해석

남: 드디어 금요일이군요. 퇴근 후에 뭐 할 거예요, Lena?

여: 그냥 집에서 쉴 거예요. 당신은요?

남: 오늘 처음으로 라틴 댄스 수업에 갈 거예요.

여: 와! 춤에 관심이 있으신지 몰랐어요.

남:   저는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아시다시피 저는 지

난달에 제빵과 요리를 배웠어요.

여:   맞아요. 당신의 에너지와 열정은 놀라워요!

남: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고 있을 때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   아, 성공했을 때 성취감을 얻기 때문인가요?

남: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기를 바라요.

여:   사실 스케이트보드를 배울까 생각 중인데 망설이고 있어요.

남:   왜요? 그냥 시도해 보세요.

여:   제 나이에도 그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   걱정 마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문제 해설 라틴 댄스 수업을 들을 예정이라는 남자가 새로운 것을 배

우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면서, 여자에게도 새로운 무언가를 배워 

보라고 말하는 상황이다. 이에 여자가 스케이트보드를 배울지 망설이

고 있다고 하자 남자가 이유를 묻고, 여자는 나이 때문에 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②이다.  

① 동의해요. 내 스케이트보드를 빌려도 돼요.

③ 물론이죠. 우리는 댄스 수업에 같이 갈 수 있어요. 

④ 좋은 생각이에요. 이번 주말에 빵 굽는 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⑤ 안됐네요. 사회성을 향상할 수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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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와 어구

•passion 열정 

•achievement 성취

•hesitate 망설이다

15
정답 ⑤

소재 시험공부 준비

대본

W:   Henry is a college student, and he has a younger sister, 

Jenny. She is in her first year in high school. When 

she was studying for the midterm exams, she looked 

nervous and didn’t seem to know how to study. So 

Henry helped her review studying material and quizzed 

her with some questions that could be on the exams. 

Thanks to his help, Jenny got good scores. Now the 

final exams are coming. Jenny thinks Henry will help 

her study again. Henry wants to help her, but he is very 

busy studying for his own exams. So, Henry wants to 

tell her that she needs to find a classmate to study with.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Henry most likely say to 

Jenny? 

Henry:  

해석

여:   Henry는 대학생이고, 여동생 Jenny가 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

교 1학년입니다. 그녀가 중간고사 공부를 할 때, 긴장해 보였고 

공부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Henry는 그녀가 학습 

자료를 복습하는 것을 도왔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질문

으로 그녀를 테스트했습니다. 그의 도움 덕분에 Jenny는 좋은 성

적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Jenny는 

Henry가 자신의 공부를 또 도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enry는 

그녀를 돕고 싶지만, 자신의 시험공부하기에도 몹시 바쁩니다. 그

래서 Henry는 그녀에게 함께 공부할 반 친구를 찾을 필요가 있

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Henry는 Jenny에게 뭐라

고 말하겠습니까? 

Henry: 학급에서 함께 공부할 친구를 찾아보는 건 어때?

문제 해설 중간고사 공부를 할 때 대학생인 Henry가 Jenny를 도와

준 덕분에 좋은 성적을 받게 되자 Jenny는 기말고사를 위해 Henry
가 자신을 또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의 시험 준비로 

바쁜 Henry는 Jenny를 도와줄 수가 없어서 함께 공부할 반 친구를 

찾아보라고 제안하려는 상황이다. 따라서 Henry가 Jenny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① 나는 효과적인 필기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어.

② 짧은 휴식을 취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③ 더 성취 가능한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어때? 

④ 나는 네가 기말고사를 잘 볼 거라고 굳게 믿어. 

어휘와 어구

•quiz 간단한 테스트를 하다, 질문하다

16~17
정답 16 ① 17 ③

소재 청소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

대본

M:   Hello, listeners. I’m Steve Johnson from One Minute 

Tip. Cleaning your house is not an exciting thing, but 

you can make it easier with food. Did you know that 

many foods in your fridge can be used as safe and 

natural cleaners? The first one that comes to mind is 

lemon. Lemon can help you get rid of grease on your 

stove and other appliances. Cut one in half, scrub it over 

the dirty areas, and rinse with water. Second, vinegar is 

an all-purpose surface cleaner. Mix vinegar and water 

in equal parts. Use it to clean kitchen countertops, wash 

windows and remove watermarks from glass. Third, 

ketchup can clean metal surfaces. Apply a layer of 

ketchup to the surface of the stainless steel item and 

let it sit for 30 minutes. Last, you can use cucumber to 

remove crayon marks from walls by rubbing the skin on 

them. If you wash your bathroom mirror with cucumber 

juice, it will prevent your mirror from fogging up. Now, 

try using these items instead of chemical cleaners next 

time you clean your house!
해석

남: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One Minute Tip의 Steve  

Johnson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청소하는 것이 신나는 일은 아니

지만, 식품으로 그것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냉장

고 안의 많은 식품이 안전한 천연 세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레몬입니다. 레몬은 

여러분의 (요리용) 스토브와 다른 전기 제품들의 기름기를 제거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를 반으로 잘라서 그것을 더러

운 곳에 문지르고 물로 헹구십시오. 둘째, 식초는 만능 표면 세정

제입니다. 식초와 물을 동등한 비율로 섞으십시오. 그것을 사용

해 주방 조리대를 청소하고 창문을 닦고 유리의 물 자국을 제거하

십시오. 셋째, 케첩은 금속 표면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

스 스틸 물건의 표면에 케첩을 한 겹 바르고 30분 동안 그것을 그

대로 두십시오. 마지막으로, 오이를 사용하여 크레용 자국에 껍질

을 문질러 벽에서 그 자국을 지울 수 있습니다. 오이 즙으로 욕실 

거울을 닦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거울에 김이 서리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다음번에 집 청소를 할 때 화학 세제 대신 

이러한 품목들을 사용해 보십시오! 

문제 해설 16 남자는 집을 청소할 때 식품을 천연 세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① ‘청소 용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이다.

② 채소와 과일을 씻는 적절한 방법

③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고르는 방법 

④ 음식을 냉장고에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

⑤ 해독을 돕는 슈퍼 푸드 

17 레몬, 식초, 케첩, 오이는 언급되었지만, 양파는 언급되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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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언급된 식품이 아닌 것은 ③이다.

어휘와 어구

•fridge 냉장고

•grease 기름기

•appliance 전기 제품

•rinse 헹구다

•vinegar 식초

•all-purpose 만능의, 다목적의

•surface 표면

•kitchen countertop 주방 조리대

•rub 문지르다

•cucumber 오이

•fog up 김이 서리다

18
정답 ②

소재 부착용 새 교표 패치 배부

해석 학부모님께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다음 학기에 본교 학교명과 교표가 공식적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기존 교복을 입는 것이 허용될 것

이어서, 새 학교 이름과 교표가 있는 새 교복을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

다. 저희는 학교 재킷과 셔츠에 있는 기존의 교표를 덮을 새 교표 패

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패치는 다려서 붙인 후 모든 가장자리와 모

서리가 단단히 부착되도록 놔두어 식혀야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이 패치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우려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학교 사무실로 연락하세요.

교장 Paul Woods 드림

문제 해설 다음 학기부터 학교명과 교표가 바뀌지만 새 교복을 구매

할 필요 없이 기존 교복 위에 부착할 수 있는 새 교표 패치 배부와 부

착법에 관해 안내하는 글이다. 그러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구문 해설

 However, students will be permitted to wear their current 

school uniforms — they don’t need to purchase new ones 

[with the new school name and logo]. 

ones는 school uniforms를 대신하며, [ ]는 new ones를 수식하

는 전치사구이다.

 These patches need to be [ironed on] and [left to cool {to 

ensure <all edges and corners are firmly attached>}].
두 개의 [ ]는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need to be에 이어진다. 

{ }는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며, < >는 ensur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어휘와 어구

•officially 공식적으로

•permit 허용하다

•current 지금의, 현재의

•purchase 구매하다

•iron on ~을 다려서 붙이다

•attach 부착하다

•distribute 배부하다

19
정답 ①

소재 Clove에 대한 인상

해석 Micol의 가족은 배를 타고 한밤중에 Clove에 도착했다. 

Micol은 물에 비친 불빛과 그들을 초대한 가족의 집에 가기 위해 그

들이 지나가야 했던 운하 망에 깜짝 놀랐다. Clove 전체가 아름다운 

미술관 같았다. 그녀는 그 도시의 아름다움에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마치 귀중한 보석으로 지어진 궁전에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런 다

음 새벽이 밝자, 그녀는 퇴락해 가는 건물들을 보고, 물의 불결함을 

냄새 맡고, 모든 것이 썩어 가고 있는 상태를 직감할 수 있었다. 

Clove는 그녀의 기대를 끔찍하게 배신했던 것이다. 그녀 가족을 초

대한 집 주인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

다.”라고 아침 식탁에서 말했고, 그녀의 오빠들은 동의했다. Micol
은 그들이 그냥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을 뿐이라고 추측했지만, 자

신의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고 접시를 노

려보았다. 

문제 해설 Micol은 한밤중에 Clove에 도착했고, Clove의 아름다

움에 매혹되어, 마치 보석으로 지어진 궁전에 있는 것같이 느꼈으나, 

날이 밝자 Clove의 퇴락함과 불결함에 자신의 기대가 배신당한 느낌

이 들었고, Clove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말에 얼굴을 

찡그렸다고 언급되었으므로, 글에 드러난 Micol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매혹된 → 실망한’이다. 

② 감사하는 → 동정하는 

③ 절박한 → 질투심을 느끼는 

④ 궁금한 → 안심한

⑤ 충격을 받은 → 죄책감을 느끼는 

구문 해설

 But then dawn rose, and she could [see the decaying 

buildings], [smell the foulness of the water], and [feel in 

her bones how everything was rotting].
세 개의 [ ]는 콤마와 and로 대등하게 이어져 could에 연결되는 동

사구이다. 

어휘와 어구

•stun (아름다움으로) 깜짝 놀라게 하다

•canal 운하

•negotiate (도로 등의 힘든 부분을 성공적으로) 지나가다[넘다]

•speechless 말문이 막힌

•precious 귀중한

•gemstone 보석

•dawn 새벽

•decay 퇴락하다, 썩다

•feel in one’s bones ~을 직감하다

•rot 썩다

•betray 배신하다

•frown 찡그리다

•stare at ~을 노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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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답 ⑤

소재 대학 생활에 관한 충고

해석 많은 학생이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대학이 어떤지에 관한 이야

기를 듣지만, 이러한 이야기 중 몇몇은 그들의 대학 성적에 실제로 해

를 끼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학생 

중 한 명인 Andrew는 최근 수업에 빠졌는데, 그것은 그가 늦어지고 

있었는데 형으로부터 10분 넘게 늦을 것 같으면 수업에 가려고 애를 

쓰지도 말아야 한다고 들어서였다. 그는 Andrew에게 교수들은 학

생들이 그렇게 늦으면 아무도 수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

다. 이것이 몇몇 수업에서 사실일 수도 있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그렇

지 않았고, Andrew는 몇몇 매우 중요한 정보를 놓쳤다. (그리고 그

는 그날이 제출 기한인 과제를 제출하지 못해서 몇 점의 점수 또한 감

점당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출석에 관한 교수의 규칙을 알아내어

서 그것을 따르라는 것이다. 즉, 모든 경우에 규칙이 다 같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며 다른 학생의 ‘전문 지식’에 의존하지 말라. 여러

분이 원하는 정보의 원천을 찾아가라. 

문제 해설 필자는 형의 충고를 듣고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Andrew의 사례를 들어, 대학 생활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의 충

고에 의존하지 말고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구문 해설

 Many students hear stories of [what college is like] 

from friends and family, but some of these tales contain 

misinformation [that can actually hurt their college 

performance]. 
첫 번째 [ ]는 전치사 of의 목적어인 명사절이다. 두 번째 [ ]는 

misinformation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Although this may be true for some classes], it was 

not for ours, and Andrew missed some very important 

information (and was not able to turn in an assignment [due 

that day], so he also lost some points).
첫 번째 [ ]는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두 번째 [ ]는 an 

assignment를 수식한다. 

어휘와 어구

•tale 이야기

•contain 포함하다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

•run late 늦다

•bother 애를 쓰다

•turn in ~을 제출하다

•assignment 과제

•due 제출 기한이 된

•moral 교훈

•attendance 출석

•take it for granted that ~을 당연하게 여기다

•rely on ~에 의존하다

•expertise 전문 지식 

21
정답 ①

소재 의심과 비린내

해석 영어로 우리는 의심스러운 것에서 ‘비린내’가 난다거나, 또는 

‘시궁쥐 냄새가 난다(낌새를 채다)’라고 말한다.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

자들은 비린내의 의심스러운 속성을 조사했는데, 그들은 냄새와 감정 

사이의 연관성이 양쪽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비린내는 우리

를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우리를 비린내에 더 민감

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들은 피실험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를 발견하고 그것을 불신하는 능력을 시험했다. 그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공기 중에 확 풍기는 약간의 생선 기름 냄새는 사람들이 신뢰

할 수 없는 정보를 의심하며 면밀히 조사할 가능성을 높아지게 했고, 

그것을 생각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더 낮아지게 한다. 그들은 또한 

반대의 시나리오도 만들어 냈다. 즉 후각 테스트를 하는 동안 한 연구

자로 하여금 의심스럽게 행동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은 의심이 자극된 

사람들이 비린내를 식별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 냄새를 정확하게 지

적하는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의심스러운 분위기는 비린

내에 대해서만 그들의 반응을 예민하게 했으며, 다른 냄새에는 그렇

지 않았다. 비릿함은 실제로 냄새일 뿐만 아니라 태도이기도 하다. 

문제 해설 의심스러워하는 것과 비린내 사이에는 연관성이 양쪽으로 

작용하여, 비린내는 피실험자들이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더 의심하

게 했고, 또한 의심스러운 행동은 피실험자들이 비린내에만 더 민감

하게 되도록 만들었다는 내용이므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심스러워하는 것과 비린내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이다. 

② 의심은 직관이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서 비롯된다. 

③ 후각은 모든 감각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것이다. 

④ 비린내는 사람들을 다른 냄새에 둔감하게 만든다. 

⑤ 불쾌한 냄새는 사람들을 더 비판적으로 만들 수 있다. 

구문 해설

 A slight whiff of fish oil in the air, [they found], made 

it more likely [that people would scrutinise unreliable 

information with suspicion], and less likely [that they 

would accept it unthinkingly]. 
첫 번째 [ ]는 주어 A slight whiff of fish oil in the air와 동사 

made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 it은 made의 형식상의 목적어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 ]가 내용상의 목적어이다. 

 They also created the opposite scenario — by getting 

a researcher to act suspiciously during a smell test, they 

found [that people {whose suspicion was aroused} were 

more likely to discern fishy smells, and better able to label 

them correctly].

[ ]는 foun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 }는 peopl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them은 fishy smells를 가리킨다.

어휘와 어구

•suspicious 의심스러워하는, 의심하는

•fishy 비린내 나는, 의심스러운

•smell a rat (이상하다는) 낌새를 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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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tive 민감한, 예민한

•spot 발견하다, 찾다

•misleading 오해의 소지가 있는

•distrust 불신하다

•unreliable 신뢰할 수 없는

•unthinkingly 생각 없이

•discern 식별하다

•label 지적하다, 분류하다

22
정답 ⑤

소재 자료의 저장 장소

해석 여러분 정보의 지정된 저장 장소에 대한 접근성은 여러분이 데

이터를 그 위치에 얼마나 잘 보존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의 

데이터와 정보는 접근하고 검색하기 쉬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여

러분이 정보를 지정된 저장 장소에 둘 가능성이 적다. 아마 여러분은 

종이 서류를 적절한 파일에 넣고 싶지만, 책상을 떠나, 오른쪽으로 세 

걸음 걸어서, 팔을 들어 올려, 열기 힘든 서랍을 당겨 열고, 해당 파일

을 찾은 다음, 그 정보를 (어쨌든 뭔가를 더 포함하기에는 너무나 꽉 

찬) 그 파일 안에 넣는 것은 내키지 않을 것이다. 혹은, 아마 여러분은 

전산 데이터의 업데이트를 위한 파일에 접근하려고 하나의 디렉터리

에서 대여섯 개의 아이콘과 파일을 클릭해 들어가기 위한 시간을 들

이는 것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노력을 거치는 대신 

여러분은 그 정보를 바로 책상 위에 두기로 할 것인데, 그것은 그곳에 

있으면서 다른 많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 아래에 천천히 묻히게 된다.

문제 해설 자료 저장 장소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지 않으면 자료를 

손 닿는 곳에 아무렇게나 쌓아 놓게 되고, 다른 자료에 묻히게 되어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자료를 저장할 때는 접근과 검

색의 용이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구문 해설

	Maybe	you	want	to	put	a	paper	document	in	its	proper	

file	but	aren’t	willing	 to	 [leave	your	desk],	 [walk	 three	

steps	to	the	right],	[lift	up	your	arm],	[pull	open	a	drawer	

{that	 is	difficult	 to	open}],	 [find	 the	file],	and	 then	[put	

the	 information	 inside	 the	file	(which	 is	 too	full	 to	hold	

anything	more,	anyway)].	
여섯 개의 [ ]는 모두 콤마와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to에 이어진

다. { }는 a	drawer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So,	instead	of	going	through	all	that	effort,	you’ll	decide	

to	put	 that	 information	right	 there	on	your	desk,	 [where	

it	 stays	and	becomes	slowly	buried	under	 lots	of	other	

inaccessible	information].	

[ ]는 your	desk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accessibility 접근성

•designated 지정된

•determine 결정하다

•maintain 보존하다, 유지하다

•access 접근하다

•retrieve 검색하다

•document 서류, 문서

•proper 적절한

•pull 당기다

•directory (컴퓨터) 디렉터리

•bury 묻다

•inaccessible 접근할 수 없는

23
정답 ①

소재 도시 마라톤

해석 1980년대부터 시작하여, 조깅하는 사람들의 계층 내에서는 도

시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것은 남자다움의 시험일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체적

인 도전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의, 숨차기는 하지만, 자랑

스러운 상징이기도 했다. 조깅하는 사람 대부분의 삶은 농업이나 공

업의 힘든 협업을 수반하지 않았고, 무리 속에서 달림으로써 그들은 

동료애와 일종의 소속감을 느낌과 동시에 자신들의 경쟁 본능도 충족

시켰다. 그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내적 환희와 강렬한 고통을 느낌과 

동시에 자신들이 국제적인 엘리트(선수)들과 함께 출발점을 공유한다

는 점에서 자부심과 특권 의식도 느꼈다. 도시 마라톤은 매혹적인 도

시 정글로의 여행이고, 영혼의 탐험되지 않은 영역으로의 항해이며, 

자신의 신체적인 지평의 확장이었다. 이와 같은 경주는 관광 명소와 

고층 건물 사이에서, 더 짧은 거리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조차도, 일생

일대의 추억이 될 것이었다. 

문제 해설 도시 마라톤은 남자다움의 시험, 동료애, 소속감, 경쟁적인 

본능의 충족, 도시의 탐험이라는 경험을 모두 제공하여 조깅하는 사

람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① ‘도시 마라톤이 조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었던 이

유’이다. 

② 엘리트 달리기 선수와 아마추어 조깅하는 사람의 차이

③ 도시 마라톤에서 나타나는 경쟁 본능

④ 도시 마라톤을 뛰기 위해 요구되는 신체적인 능력

⑤ 도시 마라톤이 개최 도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구문 해설

	The	lives	of	most	joggers	did	not	involve	[hard	physical	

teamwork	 in	agriculture	or	 industry]	and	by	running	 in	

a	 crowd	 they	 experienced	companionship	and	a	 sense	

of	 belonging	 [at	 the same time	 as	 satisfying	 their	

competitive	instincts].	
첫 번째 [ ]는 involv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이고, they는 

most	joggers를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두 번째 [ ]에는 ‘~과 동시

에’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at	the	same	time	as ~」가 사용되었다. 

	[Races	 like	 this,	 even	 those	 over	 shorter	distances,	

among	tourist	attractions	and	skyscrapers],	would become 
a	memory	for	life.

정답과 해설 _ 실전 모의고사 1회  63

001~074 수능완성(영어)정답-12.indd   63 2022-05-12   오후 4:16:02



[ ]는 문장의 주어이며, would become은 이와 연결되는 술어동사

이다. those는 the races를 받는다.

어휘와 어구

•hierarchy (특히 사회나 조직 내의) 계층[계급]

•aim 목표로 하다, 겨냥하다

•complete 완주하다

•manhood 남자다움

•breathless 숨찬

•in the company of ~과 함께

•involve 수반하다

•agriculture 농업

•industry 공업

•companionship 동료애

•a sense of belonging 소속감

•competitive 경쟁의, 경쟁적인

•instinct 본능

•intense 강렬한

•exclusiveness 특권 의식

•elite 엘리트, 정예

•journey 여행

•fascinating 매혹적인

•voyage 항해

•unexplored 탐험되지 않은

•expansion 확장

•horizon 지평

•distance 거리

•tourist attraction 관광 명소

•skyscraper 고층 건물

24
정답 ③

소재 고대 올림픽 경기

해석 고대 올림픽 경기에 일단 가면, 방문자들은 매우 가혹한 생활 

환경을 견뎠다. 올림피아는 매우 아름다운 장소였고 매우 조용했지

만, 그것의 위치는 매우 외딴 곳이어서 고대의 ‘갈 곳 없는 다리’ 같은 

곳이었다. 달랑 여관 한 채만 있었고, 더 운이 좋은 사람들만 그것을 

점유했다. 여행자들 중 나머지는 텐트를 치거나 비바람에 노출된 채 

야외의 선별된 장소에 머물렀다. 경기가 여름에 개최되었는데, 그때 

날씨는 매우 덥고 건조해서 아무도 근처의 강 두 곳에서 씻거나 물을 

마실 수 없었는데, 그 강들은 완전히 말라 있었다. 사람들은 일상적으

로 열사병으로 쓰러졌고, 그 장소는 체취와 위생 시설의 전면 부재로 

악취가 진동했다. 올림픽 경기를 보는 동안 좌석이 전혀 없었고, 오직 

대부분의 사람이 서서 지켜보던 풀이 무성한 제방만 있었을 뿐이었

다. ‘stadium’이라는 단어의 기원은 그리스어 단어 ‘stadion’에서 파

생했는데, 그것은 서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문제 해설 고대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러 가서 관람자들이 견뎌야 했던 

매우 열악한 생활 조건을 설명하는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③ ‘고대 올림픽 경기 참가: 쾌적함과는 거리가 멀었다’이다. 

① 군중: 관객 스포츠에 영원히 존재하는 특징

② 인내력: 고대 그리스인들에 의해 칭송된 덕목

④ 고대 올림픽 경기: 시민만의 오락

⑤ 고대 올림픽에 대한 가정과 현실 사이의 괴리

구문 해설

 [Since the games were held during the summertime, 

{when the weather was incredibly hot and dry}], nobody 

could wash or drink water from the two nearby rivers, 

[which had dried up]. 
첫 번째 [ ]는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고, { }는 the summertime
을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the two nearby rivers
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While observing the Games], there were no seats, only 

grassy banks [where most people would stand and watch]. 
첫 번째 [ ]는 While 다음에 they were가 생략된 시간의 부사절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 ]는 grassy bank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endure 견디다

•exceptionally 매우, 대단히, 특별히

•harsh 가혹한

•stunning 매우 아름다운[멋진] 

•isolated 외딴

•Bridge to Nowhere (이어지지 않아서) 갈 곳 없는 다리

•lone 하나의, 홀로의

•inn 여관

•occupy 점유하다

•remainder 나머지

•pitch (텐트·캠프를 짧은 기간 동안) 치다[설치하다]

•reside 머물다

•exposed to ~에 노출된

•elements 비바람

•incredibly 매우, 놀랍도록

•routinely 일상적으로

•collapse 쓰러지다

•heatstroke 열사병

•stink to high heaven 악취가 진동하다

•odor 냄새

•grassy 풀이 무성한

•be derived from ~에서 파생하다, ~에서 유래하다

25
정답 ⑤

소재 호주의 양고기 수출

해석 위의 그래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호주의 분기별 전 세

계에 대한 양고기 수출을 보여 준다. 1분기와 2분기의 전 세계에 대

한 양고기 수출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했지만, 그것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했다. 전 세계에 대한 3분기의 양고기 

수출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했지만, 2019년에 10만 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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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하락했다. 4분기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에 대한 

양고기 수출에서 꾸준한 증가를 보였으며, 2019년에 14만 톤이 넘

는 수출을 기록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분기는 네 개의 분

기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전 세계에 대한 양고기 수출을 보였다. 그

래프에서 다루어진 4년 모두에서, 3분기는 네 개의 분기 중에서 가장 

적은 양의 전 세계에 대한 양고기 수출을 보였으며, 예외는 2018년

이었는데, 그때 3분기 수출은 10만 톤보다 적었다.

문제 해설 전 세계에 대한 양고기 수출에서 3분기가 네 개의 분기 중

에서 가장 적은 해는 2016, 2018, 2019년이었으며, 2017년에는  

2분기가 네 개의 분기 중 가장 적은 수출을 보였고, 또한 2018년의 

3분기 수출은 10만 톤이 넘었으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구문 해설

 [Global sheep meat exports in the first and second 

quarters] decreased from 2016 to 2017, but they increased 

from 2017 to 2019. 

[ ]는 앞 절의 주어이다. they는 [ ]를 가리킨다. 

어휘와 어구

•export 수출

•quarter 분기

•steady 꾸준한

26
정답 ③

소재 Jane Addams의 생애

해석 Jane Addams는 1860년에 Illinois 주의 Cedarville에서 

태어났다. Addams는 대학을 졸업한 최초의 미국인 여성 중 한 명이

었다. 지적이고 야심 있는 젊은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 부재에 

좌절하여, 그녀는 대학 친구인 Ellen Gates Starr와 유럽으로 여행

을 떠났다. London에 있을 때 그들은 Toynbee Hall에 의해 영감

을 받았는데, 그곳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가난한 

지역 주민들을 돕는 집이었다. Chicago로 돌아오자마자, Addams
와 Starr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비슷한 종류의 사회 복지관을 설립

했다. 나중에, 그녀는 자신의 지역을 물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동기

가 생겼다. 시가 쓰레기 관리 상태에 관한 그녀의 보고서를 무시하자, 

그녀는 쓰레기 수거원으로서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애썼다.  

Chicago 시는 그녀에게 그 일자리를 주지 않았지만, 1895년에 그

녀를 쓰레기 감시관으로 임명했다. 일생 동안 Addams는 최하층 계

급의 옹호자였으며, 또한 진보적 운동의 지도자였다. 1931년, 그녀

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Addams는 11권의 책을 출간했으며, 그

녀 자신의 자서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전히 널리 읽힌다. 

문제 해설 쓰레기 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는 시에 의해 무시당했고, 

그러자 Addams는 쓰레기 수거원의 일자리를 구하려 했다는 언급이 

있으므로, Jane Addams에 관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이다. 

구문 해설

 [Frustrated by the lack of opportunities {available to 

intelligent and ambitious young women}], she traveled to 

Europe with a college friend, Ellen Gates Starr. 

[ ]는 she를 의미상의 주어로 하는 분사구문으로, she의 감정 상태

를 나타내고 있다. { }는 opportunities를 수식하는 형용사구이다.

 [While in London], they were inspired by Toynbee Hall, 

a house [where college-educated people volunteered to 

help poor local residents]. 
첫 번째 [ ]는 While 뒤에 they were가 생략된 시간의 부사절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 ]는 a hous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frustrated 좌절한

•ambitious 야심 있는

•inspire 영감을 주다

•resident 주민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physically 물리적으로

•improve 개선하다

•appoint 임명하다

•inspector of garbage 쓰레기 감시관

•advocate 옹호자

•underclass (사회의) 최하층 계급

•progressive 진보적인

•autobiography 자서전

27
정답 ④  

소재 페인트 재활용 기부 행사

해석  페인트 재활용 기부 행사

무료이며 Lawrence County 주민만 참가 가능함

일시: 9월 24일, 토요일, 오전 8시~낮 12시

장소: Madera District Fairgrounds - B 주차장

다음을 받습니다:

- 가정용 페인트

- 지붕과 콘크리트 밀폐제

- 접착제

* 주의: 페인트는 밀봉되어 있어야 하고 원래의 제조사 상표가 있는 

원래 용기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받지 않습니다:

- 스프레이 페인트  

- 5갤런보다 더 큰 용기

기부 전에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855) 234-8909로 전화 주세요.

- 차량의 트렁크에 페인트 재료를 실으세요.

기부할 때 부탁드립니다:

-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 주세요.

- 행사 요원이 차량에서 페인트 용기를 꺼내도록 해 주세요.

더 알고 싶으시면, www.recyclepaint.org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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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5갤런보다 더 큰 용기는 받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구문 해설

 Allow event staff [to remove the paint containers from 

your vehicle].

[ ]는 Allow의 목적격 보어로 쓰인 to부정사구이다. 

어휘와 어구

•deck (수평) 지붕

•sealer 밀폐제

•glue 접착제

•manufacturer 제조 회사

•gallon 갤런(약 3.8리터)

•prior to ~ 전에

28
정답 ④

소재 소울 푸드 경연 대회

해석  Heritage의 소울 푸드 요리 경연 대회

모든 요리사를 부릅니다!

오셔서 여러분의 소울 푸드 요리 재능을 보여 주세요! 

참가는 무료입니다!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5시

Harrison Community Center
오후 1시까지 음식 제출

부문: 앙트레, 곁들임 음식, 디저트

더 세밀한 세부 사항:

- 각 부문 1등 수상자에게 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 요리한 사람들은 심사 시간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수상자는 오후 3시 30분에 발표될 것입니다.

- 참가작은 다음에서 1부터 10까지의 척도로 심사될 것입니다:

   창의력 / 맛 / 소울 푸드로서의 확실성

-   참가자들은 조리된 음식을 가져와야 합니다. (데우는 도구는 제공

될 것입니다.)

심사 후, 남은 음식은 먹도록 제공될 것입니다. 

이메일로 등록하세요: harrisoncenter@goodmail.org
질문이 있으시면 http://www.harrisoncenter.org를 방문하셔서 

관련된 링크를 클릭하세요. 

문제 해설 참가작인 음식은 ‘창의력 / 맛 / 소울 푸드로서의 확실성’이

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1부터 10까지의 척도로 평가된다는 언급이 

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④이다. 

구문 해설

 After judging, the remaining food will be served to eat.

the remaining food가 serve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므로, 조동사 

will 다음에 수동태인 be served가 사용되었다.

어휘와 어구

•heritage 유산

•  soul food 미국 남부 흑인들의 전통 음식(오늘날에는 영혼의 안식

을 얻을 수 있는 음식도 가리킴)

•cook-off 요리 경연 대회

•showcase 보여 주다, 소개하다

•drop-off 제출, 두고 감, 인계

•fine 세밀한

•authenticity 확실성, 신빙성

•entrant 참가자

29
정답 ⑤

소재 늑대의 절멸로 인한 생태계 파괴

해석 머지않아 Yellowstone에서 늑대를 완전히 제거한 결과가 명

확해졌다. 포식자들의 압력이 걷히자마자 엘크의 개체 수는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 탐욕스러운 동물들에 의해 그 공원의 넓은 지

역이 헐벗게 되었다. 강둑은 특히 큰 타격을 받았다. 강가의 수분이 

많은 풀은 그곳에서 자라는 모든 묘목과 함께 사라졌다. 이제 이 황량

한 풍경은 새들에게조차 충분한 먹이를 제공하지 못했고, 종의 수도 

급격히 감소했다. 피해를 본 동물 중에 비버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것들은 물뿐만 아니라 강가에서 자라는 나무에도 의존하고 버드나무

와 포플러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비버

들은 나무에서 영양이 풍부한 새순에 도달하려고 그 나무를 쓰러뜨려

서, 그 새순을 만족스럽게 먹어 치운다. 물가의 모든 어린 낙엽수들이 

굶주린 엘크의 배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비버들은 갉을 것

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사라졌다. 

문제 해설 ⑤ 선행하는 명사구(all the young deciduous trees 

alongside the water)가 주어이고 주어의 핵인 trees가 복수형이므

로, 단수형 동사 was를 복수형 동사 were로 고쳐 써야 한다.

① No sooner가 문두에 와서 주어와 be동사가 도치된 구문에서 주

어인 the pressure from predators가 lift의 대상이기 때문에 수동

형 동사구가 오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과거분사 lifted는 어법상 적

절하다.

② 명사구 all the saplings를 수식하는 분사가 필요한데, 이 명사구

는 grow의 동작 주체를 나타내므로, 현재분사 growing은 어법상 

적절하다. 

③ 선행하는 the tre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을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사

가 필요하므로, that은 어법상 적절하다.

④ 선행하는 명사구 the trees’ nutrient-rich new growth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을 이끄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므로, which
는 어법상 적절하다. 

구문 해설

 It  wasn’t  long [before  { the consequences  of 

<completely getting rid of wolves in Yellowstone>} 

became clear].
‘머지않아 ~이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It wasn’t long before ~」 

구문이 사용되었다. { }는 명사구로 before가 이끄는 절인 [ ]의 

주어이고, < >는 전치사 of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다.

 No sooner was [the pressure from predators] lif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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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elk populations began to increase steadily], and 

[large areas of the park were stripped bare by the greedy 

animals].
‘~하자마자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No sooner ~ than ...」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부정의 표현인 No sooner가 문두에 와서 주어

인 첫 번째 [ ]와 be동사 was가 도치되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 ]
는 and에 의해 대등하게 연결된 등위절이다.

어휘와 어구

•consequence 결과

•get rid of ~을 제거하다

•predator 포식자

•lift 걷다, 제거하다

•elk 엘크(큰 사슴)

•population 개체 수

•strip 드러내다, 헐벗기다

•bare 헐벗은

•riverbank 강둑

•juicy 수분이 많은

•barren 황량한, 척박한

•decline 감소하다, 줄다 

•drastically 급격히

•beaver 비버

•willow 버드나무

•poplar 포플러 (나무)

•get at ~에 도달하다

•devour 먹어 치우다, 게걸스레 먹다

Culture Note

Yellowstone National Park (옐로스톤 국립 공원)

미국 와이오밍주 북서쪽에서 몬태나주 남서부, 아이다호주 남동부까지 세 

주에 걸쳐 약 9,000km2의 광대한 지역에 수많은 협곡, 호수, 간헐천, 온천, 

끓어오르는 진흙 등이 한데 모인 독특한 장소이다. 지구 간헐천의 3분의 2

에 해당하는 300개의 간헐천이 여기에 있다. 1872년에 미국뿐 아니라 세계 

최초의 국립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78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30
정답 ④

소재 도덕과 자연 선택

해석 충실한 시민과 게으름뱅이로 구성된 인구 집단을 상상해 보라. 

충실한 시민은 자신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재를 생산한다. 사례로 사용하기 위해, 그 공공재가 충실한 시민에게 

전혀 비용이 들지 않고 생산될 수 있다고 해 보자. 그들은 그 풍부함

을 공유할 뿐 아니라 그것을 만듦으로써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그렇

다 하더라도, 충실한 시민은 이 사례에서 자연 선택에 의해 선호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충실한 시민과 게으름뱅이가 그들의 생존이나 

번식에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 선택은 적합성에서 차이를 요

구하므로 인구 집단 내 모든 사람의 적합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전혀 영향이 없다. 만일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듯이, 그 공공재가 

생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 충실한 시민은 그 이득을 공유함에

도 불구하고 소멸할 것인데, 그 이유는 게으름뱅이에 비해 그들의 개

인적인 비용이 그들의 적합성을 향상하기(→ 줄이기) 때문이다. ‘집단

의 이익을 위한’ 행동은 잘 해야 (공공재의 생산에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중간이며 최악의 경우 (그 공공재의 생산과 관련된 비용이 

얼마라도 있다면) 비적응적인 것이다. 

문제 해설 자연 선택은 적합성의 차이를 요구하며, 공공재를 생산하

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것을 생산하는 비용을 떠맡은 충실한 시

민의 적합성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④의 ‘향상하다’라는 뜻인  

enhances는 적절치 않고 ‘줄이다’라는 뜻인 reduces와 같은 낱말로 

바꿔 써야 한다.

구문 해설

 Not only do they share the richness, but they lose 

nothing by creating it. 
「not only ~ but (also) ...」의 구조로 ‘~뿐 아니라 …도’라는 뜻을 나

타낸다. 부정적인 의미의 Not only가 문두에 쓰여 주어와 조동사 

do가 도치되었다.

 [Behaviors {that are “for the good of the group”}] are 

at best neutral (if the public good is cost-free) and at worst 

maladaptive (if there is any cost associated with producing 

the public good).

[ ]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이고, { }는 Behavior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population 인구 집단

•consist of ~로 구성되다

•solid 충실한

•public good 공공재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

•reproduction 번식, 생식

•fitness (생물) 적합성, 적자임, 적절함, 건강 (상태)

•costly 비용이 많이 드는

•extinct 소멸한

•relative to ~과 비례하여

•neutral 중간의, 이도 저도 아닌, 중립적인

•associate 연관 짓다

31
정답 ③

소재 농구와 기구를 사용하는 다른 스포츠 종목의 차이

해석 농구는 상대적으로 과학 기술에 대한 의존이 적어서 하키와 같

은 게임보다 공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하키 선수들은 유리 섬유 

스틱을 사용하고, 마찰이 적은 표면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광범위

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서, 탐험할 자유를 줄이는 속도로 움직인다. 

결과적으로, 하키 선수들은 비교적 득점 기회도 거의 없이 끝에서 끝

으로 빠르게 질주하는 경향이 있다. 대조적으로 농구는 과학 기술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선수들은 사실상 기술적인 장비의 도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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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고, 점프하고, 슈팅한다. 그러므로 그 경기의 속도는 기술이 아니

라 인간의 가능성에 의해 제한된다. 플레이는 과학 기술이 허용하는 

만큼 빠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움직이는 속도만큼 빠르게 일어난다. 

이것은 또한 왜 트램펄린 위에서 이루어지는 농구 유형이, 그것들의 

높아진 수직적 매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지

를 설명한다. 우리는 여전히 농구의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특성을 매

우 좋아하는데, 그것은 그 경기가 활동 공간의 복잡성을 줄이는 기술

적인 사이드 쇼로 변화되면 손실된다. 

문제 해설 농구는 기구를 사용하는 하키나 트램펄린을 사용하는 농구

와는 달리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경기이고, 이런 이유

로 공간의 활용이 더 잘 이루어지고, 보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되

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인간의 가능성’이다.

① 수직적 플레이

② (경기장) 바닥의 물질

④ 선수들의 동기 

⑤ 사람 간의 거리

구문 해설

 This also explains [why versions of basketball played 

on trampolines don’t grab us, {despite their heightened 

vertical appeal}]. 

[ ]는 explains의 목적어인 명사절이고, { }는 전치사 despite로 

유도되는 전치사구이다. their는 versions of basketball played 

on trampolines를 가리키는 소유격 대명사이다.

 We still love the horizontal, organic quality of 

basketball [that is lost when the game is transformed into 

a technological sideshow {that reduces the complexity of 

lived space}]. 

[ ]는 the horizontal, organic quality of basketball을 수식하

는 관계절이고, { }는 a technological sideshow를 수식하는 관

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comparative 상대적인, 비교의

•reliance upon ~에 대한 의존

•fiberglass 유리 섬유

•low-friction 마찰이 적은

•protective gear 보호 장비

•swiftly 빨리, 신속히

•virtually 거의, 사실상

•trampoline 트램펄린

•grab (~의 마음을) 사로잡다

•vertical 수직의

•appeal 매력

•horizontal 수평의

•organic 유기적인

•transform 변화시키다

•  sideshow 사이드 쇼(서커스 등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따로 보여

주는 소규모의 공연)

32
정답 ①

소재 언어와 이성

해석 언어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양 전통의 많은 철학자는 인간의 언어가 고유하다고 생각하

며, 몇몇은 심지어 언어가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믿

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언어 구사 능력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데 필수적이어서, 그것이 누가 정치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지를 결정

했다. 데카르트는 동물이 말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그것들이 생각

하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고 믿었다. 계몽주의 시대 철학자인 칸

트는 동물에는 ‘logos’, 즉 이성이 전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도덕

적인 공동체의 밖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현상학자인 하이데거에게 

언어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너무나 중요해서 언어가 없는 존재

는 죽을 수가 없고, 그저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든 철학자는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정의했고, 다른 동물은 자동으로 제외했다. 그

들에게, 언어는 사고 그 자체와 연결된 것이고, 이성의 한 가지 표현

으로 여겨졌다. 

문제 해설 아리스토텔레스는 언어 구사 능력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았고, 데카르트는 동물은 말할 수 없으므로 생각

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칸트는 동물이 이성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고 보았고, 하이데거는 언어가 없는 존재는 죽을 수 없고 그저 사라진

다고 보았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고 그 

자체와 연결된 것이고, 이성의 한 가지 표현으로 여겨졌다’이다. 

② 불필요한 중복이며, 의사소통에서 시간을 소비하는 매개일 뿐이 

었다

③ 직접적인 메시지뿐 아니라 함축된 정치적인 의미로 가득했다

④ 외부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고유한 반응으로 전달되었다

⑤ 사회의 계급 안에서 사람의 지위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구문 해설

 For Aristotle, command of language was necessary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good and bad, and so it 
determined [who could belong to the political community]. 

it은 command of language를 가리킨다. [ ]는 determined의 

목적어인 명사절이다. 

 For the phenomenologist Heidegger, language was so 

important for our place in the world that [those who have 

no language] cannot die; they simply disappear. 
「so ~ that ...」의 구조로 ‘너무 ~하여 …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 ]
는 that절의 주어이다. 

어휘와 어구

•philosopher 철학자

•unique 고유한

•fundamental 핵심적인, 근본적인

•command 구사 능력

•distinction 구분

•determine 결정하다

•belong to ~에 속하다

•the Enlightenment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

•conclude 결론을 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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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이성

•automatically 자동으로

•exclude 제외하다

33 
정답 ②

소재 빅데이터와 사회 과학

해석 대부분의 현행 사회 과학은 실험실의 현상 분석이나 설문 조사

에, 즉 평균이나 전형의 설명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우리

의 모든 정신적인 별난 점이 동시에 작동하는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우리가 그들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이 시장의 힘이나 

계급 구조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결정적인 사실도 놓친다. 사회적 현상

은 사실상 상품과 돈뿐 아니라 정보, 아이디어, 혹은 그저 소문도 주

고받는 사람들, 즉 개인들 간의 수많은 작은 거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한 개별적인 거래에는 금융의 폭락과 아랍의 봄 같은 현상을 촉

발하는 패턴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미소 패턴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데, 그 이유는 그것(그러한 패턴)이 단순히 사회를 이해하는 고전적인 

방식으로 평균하여 수렴되지 않기(고전적인 평균이나 전형 중심의 분

석으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빅데이터는, 개인 간의 수많은 교

환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의 그 모든 복잡한 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문제 해설 현행 사회 과학은 실험실에서의 현상 분석이나 설문 조사

를 통해 평균이나 전형 설명에 기초하고 있어 현실 속의 개별적인 상

호 작용의 복잡성이 초래하는 결과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빅데이터

를 활용하는 새로운 기법이 요구된다는 글이다. 빈칸 문장의 앞부분

은 수많은 미소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빈칸의 내

용은 그 이유를 담고 있다. 글의 흐름상 그러한 미소 패턴의 이해는 

단순히 앞에서 설명한 고전적인 사회 이해 방식인 평균과 전형 중심

의 분석으로는 이해될 수 없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야만 사회의 모

든 복잡한 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어야 한

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사회를 이해하

는 고전적인 방식으로 평균하여 수렴되지’이다. 

① 축적되어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유발하지

③ 사람들이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사회적인 규범을 반영하지

④ 개인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만들지

⑤ 사람들 간의 관계를 추적하기 위한 사회적 지침을 제공하지

구문 해설

	They	also	miss	the	critical	fact	[that	{the	details	about	

the	 people	 we	 interact	 with},	 and	 {how	 we	 interact	

with	 them},	matter	 as	much	as	market	 forces	or	class	

structures].	

[ ]는 the	critical	fact와 의미상 동격인 절이다. 두 개의 { }는 

and로 연결되어 that절의 주어를 이루며, 이 주어와 연결되는 술어

동사는 matter이다. 

	Social	phenomena	are	 really	made	up	of	billions	of	

small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	people	trading	

[not only	goods	and	money	but also	information,	ideas,	or	

just	gossip].	

[ ]는 trad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이며, 「not	only ~ but	

also ...」가 사용되어 ‘~뿐 아니라 …도’라는 뜻을 나타낸다. 

어휘와 어구

•current 현행의, 현재의

•analysis 분석

•laboratory 실험실의; 실험실

•phenomenon 현상 (	pl. phenomena)
•description 설명, 기술, 서술

•stereotype 전형, 고정관념

•account for ~을 설명하다

•complexity 복잡성

•interact 상호 작용하다

•transaction 거래, 처리 (과정)

•financial 금융의 

•crash 폭락, 붕괴

•  Arab spring 아랍의 봄(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아랍 중

동 국가 및 북아프리카로 확산된 반(反)정부 시위의 통칭)

34
정답 ④

소재 과학 기술의 발전에 동반되는 불신

해석 과학과 기술은 어떤 결정에도 쉽게 이용될 수 있다. 과학의 난

해한 특성, 즉 많은 사람이 그것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과학 

체계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상징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한 이유로 과

학은 논란이 되는 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근거로 자주 환영받아 왔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불신이 동반되어 

왔으며, 이는 미래에도 전혀 달라질 것 같지 않다. 현대 사회에서 기

이한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권위 있는 인물에 대한, 그리

고 정부 규제에 대한 두려움과 존중이 상실되면서 기술과 과학 발전

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증가가 동반된다는 것이다. 환경의 여러 

문제, 특정한 과학 기술의 도구를 사용한 결과, 그리고 모든 사회 문

제가 이성적으로 통제되거나, 계획을 통해 방지되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고려할 때, 과학과 기술이 더 이상 일반적이고 의심

할 여지없는 신뢰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마치 우리의 두

려움 감소가 걱정의 증가로 상쇄되고 있는 것 같다.

문제 해설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우연의 일치가 권위 있는 

인물과 정부 규제에 대한 두려움과 존중의 상실이 기술과 과학 발전

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증가하는 우려를 동반하는 것이라는 글 중반 

내용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우리의 두려움 감소가 걱정의 증가로 상쇄되

고 있는’이다.

① 사회 문제는 정치적 문제라기보다 기술적 문제인

②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결코 속도를 늦추지 않는

③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는 몇 가지 선택권이 동반되는

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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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해설

	Science’s	esoteric	character,	[its	inaccessibility	for	many	

people],	converts	the	scientific	system	into	a	resource	[that	

symbolizes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인 Science’s	 esoteric	 character
와 동격인 명사구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두 번째 [ ]는 a  

resourc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But	a	degree	of	distrust	has	always	accompanied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even	 though	 it	

does	not	seem	that	the	future	will	be	any	different].	
[ ]는 even	 though가 이끄는 양보의 부사절이다. 「not ~ any  

different」는 no	different와 같이 ‘전혀 다르지 않은’이라는 뜻이다.

어휘와 어구

•be put to the service of ~에 이용되다  

•inaccessibility 접근하기 어려움

•convert 전환시키다

•resource 수단, 방편, 자원

•independence 독립성  

•objectivity 객관성  

•authority 근거, 권위자  

•controversial 논란이 되는  

•accompany 동반하다  

•coincidence 우연의 일치  

•contemporary 현대의, 동시대의  

•regulation 규제  

•rationally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unquestioned 의심할 여지없는

35
정답 ④

소재 토테미즘에 대한 분석

해석 토테미즘은 식물, 동물 또는 사물을 개인이나 사람 집단과 상

징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으로 전통 사회의 특징이다. 토테미즘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분석 중 하나에서, Lévi-Strauss는 그것이 자연 세

계가 사회적 차이를 반영하고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다른 종과 사물

의 집단으로 나뉘는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토테미즘이

라는 용어가 하나는 ‘자연적’이며 다른 하나는 ‘문화적’인 두 계열 사이

에서 이념적으로 제기되는 관계를 포괄한다고 주장하는데, 바꾸어 말

하면 자연계의 사물이 어떤 부족이나 사회 집단을 나타내거나 그것의 

상징적 표현이 된다는 것이다. 그 부족은 그 사물의 사용과 그 사물이 

상징하는 것에 관한 구성원의 공유된 이해에 의해 인식된다. (대부분

의 원시 부족들은 문자 체계가 없으므로, 그들의 과거 사회 제도의 본

질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그 사물

은 자연적이면서 동시에 문화적 사물이어서, 그것의 의미는 그것이 

문화적 중요성을 갖는 집단의 사회적 위계질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서 작용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문제 해설 토테미즘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 Lévi-Strauss의 토테미

즘에 대한 분석을 설명한 글이다. ④는 원시 부족들에게 문자가 없어

서 그들의 과거 사회 제도에 대해 알 수 없다는 내용이므로, 전체 흐

름과 관계가 없다.

구문 해설

	In	one	of	 the	most	well-known	analyses	of	 totemism,	

Lévi-Strauss	argues	that	it	is	a	common	process	[in	which	

the	 natural	 world	 is	 divided	 into	 different	 groups	 of	

species	and	things	in	ways	{which	reflect	and	create	social	

differences}].	

[ ]는 a	common	proces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 }는 ways
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That	tribe	is	recognized	by	[its	use	of	the	object]	and	[its	

members’	shared	appreciation	of	{what	 the	object	stands	

for}].	
두 개의 [ ]는 and로 연결되어 전치사 by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 }는 전치사 of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어휘와 어구

•  totemism 토테미즘(특정 동식물이나 사물이 부족과 관계가 있다

고 믿고 숭배하는 사상)  

•association 연관, 연상  

•species (분류상의) 종, 계열, 계통

•ideologically 이념적으로  

•stand for ~을 나타내다[상징하다]  

•representation 표현  

•tribe 부족  

•recognize 인식하다, 알아보다  

•social institution 사회 제도  

•simultaneously 동시에, 일제히  

•hierarchy 위계질서  

•significance 중요성, 의미

36
정답 ②

소재 그림엽서가 가져온 변화

해석 그림엽서 형식은 그것이 있던 시절에 혁명적인 통신 기술로 느

껴졌다. 1867년에 (처음에는 아무 이미지도 없이) 엽서가 도입되기 

전에는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가장 압도적으로 일반적이었던 방

법은 편지였다. (B) 당연히 편지는 교육의 중심 대상이었다. 사람들

은 학교에서 올바른 글쓰기, 편지 체제 갖추기 및 글의 관행에 대해 

배웠다.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확신이 안 가는 경우에

는 대중 매체에 그것을 적절하게 하는 방법에 관한 많은 에티켓 설명

서와 조언이 있었다. (A) 대조적으로, 엽서는 관련된 형식적이고 교

육된 관행의 장치 없이 짧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완벽한 수단이었다. 

그리고 훨씬 더 좋은 것은 그림엽서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언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선물을 보내

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노력을 요하는 편지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들

었다. (C) 엽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은 엄청나게 다양했는데, 

지방의 성과 같은 풍경뿐만 아니라, 여배우와 다른 유명 인사들, 귀여

운 고양이와 강아지, 순수 예술의 복제품이나 대중문화 아이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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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등 사진작가들과 출판업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실상 거의 어느 

주제든 사용 가능했다. 혹은 자신의 카드를 주문하거나 제작할 수도 

있었다.

문제 해설 주어진 글은 그림엽서가 처음 도입되었던 1867년 이전에

는 편지가 주된 연락 수단이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글 다

음에는 편지가 주된 연락 수단이었을 때, 사람들에게 편지 쓰기 관행

을 가르치는 것이 중시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B)가 오는 것이 자연스

럽다. 그다음으로는 그러한 편지 쓰기와 차별된 특징을 지녔던 그림

엽서의 장점을 언급하기 시작하는 (A)가 와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

림엽서에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열거하며 장점을 계속 설

명하는 (C)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

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구문 해설

	And,	even	better,	with	a	picture	postcard	writers	could	

make	their	communication	[more	appealing].	

[ ]는 「make+목적어+목적격 보어」의 구조에서 목적격 보어의 역

할을 하는 형용사구이다. 

	There	was	a	 tremendous	choice	of	 images	available	

on	 postcards,	 not just	 scenes	 like	 local	 castles	 but 
photographs	of	actresses	and	other	celebrities,	cute	cats	

and	dogs,	 reproductions	of	high	art	or	popular	culture	

items	―	 really	 almost	 any	 topic	 [photographers	 and	

publishers	could	think	of].		
「not	just ~ but (also) ...」는 「not	only ~ but (also) ...」와 같이 

‘~뿐만 아니라 …도’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이다. [ ]는 almost	any	

topic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format 형식, 체재; ~의 체재를 갖추다  

•revolutionary 혁명적인  

•overwhelmingly 압도적으로  

•correspond with ~과 연락을 주고받다[서신 왕래하다]  

•associated 관련된  

•convention 관행, 관례  

•appealing 매력적인  

•effortful 노력을 요하는, 애쓴 흔적이 보이는

•understandably 당연히  

•textual 글의, 본문의  

•insecure 확신이 안 가는, 불안한  

•manual 설명서  

•properly 적절하게  

•tremendous 엄청난  

•available 사용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castle 성, 성곽  

•celebrity 유명 인사  

•reproduction 복제품  

•high art 순수 예술  

•publisher 출판업자  

•commission 주문하다, 의뢰하다

37
정답 ⑤

소재 과학 출판물에 대한 접근 제한 문제

해석 출판된 결과의 재현 가능성은 과학 연구의 근간이다. 객관성은 

과학에 매우 중요하며, 출판이 허용되기 전에 저자와 관계없이 관찰, 

실험, 이론이 점검될 것을 요구한다. (C) 실제로, 과학적인 것으로 인

정받기 위해 결과는 동료들, 다시 말해 그것을 이해하고 검증하며 필

요한 경우 수정할 수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 검토되고 수용된 논문에서 

제시되고 설명되어야 한다. 동료 검토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야 새로

운 결과는 출판될 수 있고 과학적 지식에 속하게 된다. (B) 결과적으

로, 모든 과학 출판물의 집합은 연구자들이 수 세기에 걸쳐 공동으로 

구축해 왔고,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는 공동 유산이다. 과학의 구조

적이고 보편적인 본성을 감안할 때, 어떤 연구자든 가능한 한 일찍 그

리고 쉽게 모든 과학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A) 불행히

도, 오늘날에는 그렇지 못한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동료 검토 학술지

가 과학 논문을 유료화의 벽 뒤에서 보유하고 있는 몇몇 주요 출판사

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연구 프로그램은 

납세자들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적 자금에 의해 지원되기 때문에, 연

구자들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는 어느 사람이나 과학 출판물에 접

근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해설 주어진 글은 출판된 결과의 재현 가능성이 과학 연구의 근

간이므로, 과학적 연구 결과의 출판이 허용되기 전에 모든 관찰, 실

험, 이론이 점검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다음으로 주어진 

글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과학적인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동료 

검토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C)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것

의 결과로 모든 과학 출판물은 연구자들이 이루어 낸 공동 유산이므

로 연구자라면 누구나 과학 출판물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언급된 (B)가 그다음에 이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당위성이 오늘날 몇몇 주요 출판사의 유료 이용제 방침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누구나 과학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

다고 주장하는 (A)가 와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

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구문 해설

	Objectivity	 is	 crucial	 for	 science	and	requires	 [that	

observations,	 experiments	 and	 theories	 be	 checked	

independently	of	 their	authors	before	being	accepted	for	

publication].	

[ ]는 require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require와 같이 

‘요구’의 의미를 갖는 동사 뒤에 오는 that절에는 ‘당위’의 뜻이 포함되

어 있어서 「(should) 동사원형」이 술어동사로 사용된다.

	It is	[only	after	successful	peer	review]	that	a	new	result	

[can	be	published]	and	[belongs	to	scientific	knowledge].	
「It	is ~ that ...」 강조 구문을 사용하여 첫 번째 [ ]를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 ]는 and로 연결되어 that절의 술어를 이룬다.

어휘와 어구

•reproducibility 재현 가능성  

•backbone 근간, 중추  

•objectivity 객관성  

•crucial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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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 관찰  

•experiment 실험  

•theory 이론  

•independently of ~과 관계없이, ~과는 별도로  

•publication 출판, 출판물, 발표

•peer-reviewed 동료 검토를 받은  

•journal 학술지  

•finance 재정 지원을 하다, 자금을 대다  

•taxpayer 납세자  

•heritage 유산  

•collectively 공동으로, 집단적으로  

•constructive 구조적인

•i.e. 다시 말해, 즉  

•belong to ~에 속하다

38
정답 ③

소재 문화의 영향력

해석 문화는 사회적 참여와 상호 의존의 정도를 확대한다. 한 문화

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실제로 

그 문화와 전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심지어 양치질과 같은 겉보기

에 사적인 활동도 문화 참여의 한 형태이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치약 

상표는 시장이 여러분에게 제공하기 위해 생산한 것을 반영하고, 만

약 여러 상표가 존재한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아마도 광고 문구와 같

은 문화적 메시지에 의해 형성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선택

은 다른 많은 치약 구매자들의 선택과 결합하여 어떤 상표가 시장에 

남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실패하고 사라지는지를 결정한다. 한 회사

가 파산하면, 많은 개인이 일자리를 잃고, 그들의 가족은 어려움에 직

면할 수도 있다. 더욱이 양치질은 이를 닦지 않는 자들을 제거하고 우

리 모두에게 양치질하려는 선천적인 충동을 남긴 어떤 진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유전자에 주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아마도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도록 배웠기 때문에 양치질을 할 것

이고, 여러분의 입에서 신선한 냄새가 나고 여러분의 치아가 하얘 보

이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은 이 관습을 지속할 것이다.

문제 해설 주어진 문장은 어떤 일의 결과로 사람들의 선택이 시장에

서 살아남을 치약의 상표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문장은 사람들의 치약 상표 선택이 광고 문구와 같은 문화적 메시지

에 의해 형성된다는 내용의 문장 다음에 올 수 있고, 그 뒤에는 실패

한 치약 회사의 파산이 미치는 영향을 언급한 내용이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③이다.

구문 해설

 The brand of toothpaste you choose reflects [what 

the market has produced to offer you], and if there are 

several brands your choice is probably shaped by cultural 

messages such as advertising slogans.  

[ ]는 reflect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Moreover, brushing teeth is not instilled in our genes via 

some evolutionary process [that {weeded out non-tooth 

brushers} and {left us all with an innate urge to brush}]. 

[ ]는 some evolutionary proces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and
로 연결된 두 개의 { }는 관계절의 술어를 이룬다.

어휘와 어구

•in turn 결과적으로, 결국

•toothpaste 치약  

•purchaser 구매자

•extend 확대하다, 연장하다  

•participation 참여  

•interdependence 상호 의존  

•seemingly 겉보기에  

•reflect 반영하다  

•firm 회사

•go bankrupt 파산하다  

•innate 선천적인  

•urge 충동

39
정답 ③

소재 지식 공유와 지적 재산권

해석 오늘날 실제로 산업화된 국가에서 지적 재산에 의해 창출되는 

무형 자산을 보호하는 근거는 본질적으로 공리주의적인데, 이는 이것

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에서 공리성이 혁신의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조각의 빵과 같

은 물리적인 사물과 달리, 어떤 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지식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한 사람에 의해 사용

되거나 소비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

은, 한 조각의 빵을 공유하는 것과 달리, 여러분이 가진 양을 줄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거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차단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점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문제는,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하게 새로

운 지식이 보급되면 최대의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하지만, 모든 사람

이 새로운 지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발명가들은 그것을 생

산하는 데 투자할 동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지적 재

산은 지식을 공유된 공공재에서 사적인 재화로 전환함으로써 (보통 

일시적으로) 그러한 공유를 중단시킨다. 다시 말해서, 지적 재산은 희

소성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곳에 희소성을 만들어 낸다.

문제 해설 주어진 문장은 However로 시작하므로, 앞의 흐름에 대한 

반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부분에 위치할 것이다. ③ 앞 문장에서

는 지식의 공유가 공리적이라는 점을 기술하고 있지만, 주어진 문장

에서는 이것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고, ③의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는 이를 부연하고 있다. 아울러 글의 흐름상 주어진 문장의 

주어 it이 지칭하는 것은 ③ 앞 문장에서 언급된 Sharing knowledge 

with others이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

은 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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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해설

 However, it might reduce the advantage [you may have 

had] [if you {were the only one to know something} or 

{were allowed to exclude others from using what you 

know}].  
첫 번째 [ ]는 the advantag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조건의 부사절로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가상의 내용을 기술

하고 있어 가정법 과거의 형태가 사용되었다. 두 개의 { }는 or로 

연결되어 부사절의 술어를 형성한다.

 The problem is [that {while the widest possible 

dissemination of new knowledge makes for the greatest 

economic efficiency}, {if everybody is free to use new 

knowledge}, inventors have little incentive to invest in 

producing it].  

[ ]는 is의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두 개의 { }는 각각 

접속사 while과 if가 이끄는 대조와 조건의 부사절이다.

어휘와 어구

•exclude 차단하다, 배제하다  

•in practice 실제로  

•industrialized 산업화된  

•rationale 근거, 이유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  

•utilitarian 공리주의적인

•utility 공리(성), 공익

•innovation 혁신  

•assumption 전제, 가정  

•make for ~에 기여하다

•efficiency 효율성  

•incentive 동기, 자극

40
정답 ⑤

소재 유인 효과의 개념

해석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도넛이나 초콜릿 아이스크림 중 하나를 

제공한다고 상상해 보라. 그 집단은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좋다는 입

장인데, 이는 집단의 절반이 도넛을 선택하고 나머지 절반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세 번째 선택지가 도

입되고, 이번에는 그것이 생선 맛 아이스크림인 상황을 상상해 보라. 

다른 두 가지 선택지보다 덜 선호되는 이 선택지의 도입은 도넛과 초

콜릿 아이스크림 사이에서의 사람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 유인 효

과는 원치 않는 선택지가 그것에 가장 가깝게 비교되는 선택지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여,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선택지를 선

택하게 할 때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그것이 초콜릿 아이스크림이다. 

이것이 그렇게도 흥미로운 효과인 이유의 핵심은 세 번째 선택지가 

불쾌한 것이고, 그리하여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아무도 생선 맛 아이

스크림을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초콜릿 아

이스크림을 원하는지 도넛을 원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생선 맛 아이스크림 때

문에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 기존 선택 세트에 덜 호감을 주는 선택지를 추가하는 것은 사람들

이 처음의 세트에서 그것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

성을 증가시킨다. 

문제 해설 비슷한 선호도를 갖는 도넛과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선택지

인 상황에서 생선 맛 아이스크림을 선택지로 추가하게 되면, 생선 맛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대비되면서, 사람들이 도넛보다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설명한 글이

다. 즉, 생선 맛 아이스크림이라는 호감이 덜한 선택지가 추가됨으로

써 그것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인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빈칸 (A)에는  

favorable이, (B)에는 alternative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해로운 - 위협

② 인기 있는 - 보상

③ 어려운 - 이득

④ 제한적인 - 장애물

구문 해설

 The attraction effect occurs [when an unwanted option 

{makes the option to which it compares most closely 

seem more attractive}, and {leads people to choose the 

comparatively better option}]. 

[ ]는 시간의 부사절이며, 두 개의 { }가 and로 연결되어 부사절

의 술어를 형성하고 있다. 첫 번째 { }에는 「사역동사(makes)+목

적어(the option ~ closely)+동사원형(seem)」의 구조가 사용되 

었다.

 Because no one would ever choose fish-flavored ice 

cream, all the people should still be undecided about 

[whether they want chocolate ice cream or donuts]. 

[ ]는 전치사 ab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인지 …인지’

의 의미를 갖는 「whether ~ or ...」가 사용되었다.

어휘와 어구

•indifferent 아무래도 좋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option 선택지, 선택권  

•comparatively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undesirable 불쾌한, 바람직하지 않은  

•irrelevant 부적절한, 관계가 없는 

•undecided 결정을 내리지 못한  

•appealing 매력적인

41~42
정답 41 ④ 42 ⑤

소재 과학에 대한 대중의 이해력

해석 과학 소통 문제의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과학에 대한 대중의 제

한된 이해력이다. 대중은 과학에 대해 조금 알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자주 상기하는 것은, 대중 중 약 절반이 지구가 하루가 아니라 1년 동

안 태양 주위를 궤도를 그리며 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 1/4 미만

이 질소가 지구 대기에서 가장 흔한 기체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 

10% 미만이 의학 테스트 결과를 평가할 때 참 대 거짓 양성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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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2×2분할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

다면 과학자가 기후 변화나 원자력 같은 복잡한 문제를 설명하려고 

할 때 과학자가 말하는 것을 대중 구성원이 이해할 것이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한층 더 중요한 것은, 대중 구성원은 과학자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

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위험성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내리

는 데 필수적인 신중하고, 의식적이며, 분석적인 정보 처리 출처를 배

제하고, 빠르고, 직관적이며, 감정에 이끌리는 정보 처리 출처에 의존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더 감정적으로 격앙되는 재난(예

를 들어, 테러리스트 공격)의 규모는 과대평가하고, 더 중대하지만 시

간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더 멀리 떨어진 재난(예를 들어, 인간이 초

래한 기후 변화의 영향)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또한 동료의 

의견을 신뢰하는 것처럼 결함이 있는 경험적 지식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것은 곧 자기 강화적인 양극화 상태를 억제할(→ 촉발

할) 수 있는 형태의 추론이다.

문제 해설 41 과학에 대한 대중의 제한된 이해력과 과학자의 사고방

식과 다른 대중의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과학자가 대중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한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과학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① 대중과의 과학 소통을 개선하는 방법

② 과학자가 대중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이행할 필요성

③ 과학 현안에 대한 일반 대중의 견해의 중요성

⑤ 과학자가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42 대중이 동료 의견에 대한 신뢰와 같은 결함 있는 경험적 지식에 

의존하는 경향은 자기 강화적인 양극화 상태를 촉발할 수 있는 추론

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흐름이므로, (e)의 inhibit을 trigger와 같은 

낱말로 고쳐야 한다.

구문 해설

 About half, we are regularly reminded, understands 

[that the earth orbits the sun in a year as opposed to a 

day]; less than a quarter knows [that nitrogen is the most 

common gas in the earth’s atmosphere]; less than 10% can 

make sense of a two-by-two contingency table essential 

to [determining the ratio of true to false positives when 

assessing medical test results]. 
첫 번째와 두 번째 [ ]는 각각 understands와 knows의 목적어 역

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세 번째 [ ]는 전치사 to의 목적어 역할을 하

는 동명사구이다.

 As a result, they tend to [overestimate the magnitude of 

more emotionally charged disasters (e.g., terrorist attacks)] 

and [discount more consequential but more temporally or 

emotionally remote ones (e.g., the impact of human-caused 

climate change)].
두 개의 [ ]가 and로 연결되어 tend to에 이어진다.

어휘와 어구

•plausible 그럴듯한  

•comprehend 이해하다  

•literate 지식이 있는  

•orbit ~의 주위를 궤도를 그리며 돌다  

•as opposed to ~이 아니라, ~과 대조적으로  

•nitrogen 질소  

•atmosphere 대기  

•assess 평가하다  

•intuitive 직관적인  

•affect-driven 감정에 이끌리는  

•deliberate 신중한  

•conscious 의식적인  

•analytic 분석적인

•appropriate 적절한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magnitude 규모  

•disaster 재난 

•consequential 중대한, 필연적인  

•temporally 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defective 결함이 있는  

•self-reinforcing 자기 강화적인

•polarization 양극화

43~45 
정답 43 ④ 44 ⑤ 45 ⑤

소재 캄보디아 사람들의 빈혈증 극복을 도운 인물

해석 (A) Guelph 대학교(캐나다) 연구원 Christopher Charles
는 캄보디아에 있는 Research Development International의 두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들의 철분 결핍을 극복하

도록 돕는 프로젝트를 맡았다. 이 결핍은 빈혈증으로 이어졌고, 관련

된 문제로 두통과 유아의 뇌 발달 장애가 더불어 발생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쉬워 보였는데, 그것은 그들의 식단에 철분을 더 많이 

넣는 것이었다.

(D)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캄보

디아 사람들은 붉은 고기를 살 여유가 있을 정도로 부유하지 못했다. 

사실, 철분 결핍은 약 35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빈곤

으로 인한 질병이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철제 냄비로 요리를 한다면, 

그것은 효과가 있겠지만, 그들은 철제 냄비가 무겁고 비싸다고 생각

하여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다. 음식을 요리하는 동안 요리 

냄비에 철 조각을 넣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캄보디아 사람들

은 원형과 같은 디자인을 싫어했다.

(B) 다행히도, Charles 씨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실제로 좋아하는 디

자인, 즉 그들이 행운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믿는 물고기 디자인을 생

각해 냈다. Charles 씨는 “어떤 날 밤에는 제가 저를 어떤 상황에 처

하게 한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 마을에는 수돗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컴퓨터를 사용할 방법도 없었거든요.”라고 말했다. 그

는 “우리는 일정치 않은 어떤 보기 흉한 금속 조각은 효과가 없을 것

임을 알았고, 그리하여 매력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소셜 마케팅의 과제가 되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C) 철제 행운의 물고기 디자인은 효과가 있었다. Charles 씨가 말

했다. “길이 7.6cm에 약 200g인 철제 물고기는 철분을 강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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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물이나 수프에 넣고 최소한 10분 동안 끓임으로써 효과를 냅니다. 

우리는 대단한 결과를 얻고 있는데, 빈혈증이 크게 줄어드는 것 같고, 

마을 여성들은 기분이 좋고, 어지럼증도 없고, 두통도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철제 물고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그 철

제 물고기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Charles 씨는 중요한 교훈을 실제로 얻었다고 말했다. “여러

분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치료책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

것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 해설 43 주어진 글 (A)는 캐나다 Guelph 대학교의 연구원인 

Christopher Charles가 캄보디아 사람들의 철분 결핍 극복을 돕는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들의 식단에 철분을 더 많이 넣는 일을 수행해

야 했다는 내용이다. (A) 다음에는 그 문제의 해결이 어려웠던 몇몇 

이유가 언급된 (D)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다음에는 그러한 

어려움을 딛고 Christopher Charles가 해결책을 생각해 내는 상황

을 설명한 (B)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마지막으로  

Christopher Charles의 해결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얻게 된 교훈을 

설명한 (C)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44 (e)는 the iron pots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캄보디아 사람들

을 가리킨다. 

45 요리 냄비에 철 조각을 넣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캄보디

아 사람들은 원형 디자인을 싫어했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으로 적

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구문 해설

 Fortunately, Mr. Charles came up with a design [that 

the Cambodians did like]: the design of a fish that they 

believed to be lucky.

[ ]는 a design을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그 안의 조동사 did는 like
를 강조하는 역할로 사용되었다.

 [Putting a piece of iron in their cooking pots while 

cooking food] would also work, but the Cambodians 

disliked such designs as circles. 
동명사구인 [ ]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such ~ as ...」는 

‘…과 같은 ~’라는 의미이다.

어휘와 어구

•take on ~을 맡다  

•overcome 극복하다  

•deficiency 결핍  

•associated 관련된  

•impaired 장애가 있는, 손상된  

•come up with ~을 생각해 내다[제안하다]  

•running water 수돗물  

•random 일정치 않은, 무작위의, 임의의  

•  social marketing 소셜 마케팅(마케팅 기법을 사회적 목표 달성

에 적용하는 것)  

•dizziness 어지럼증  

•incredibly 믿을 수 없을 정도로  

•treatment 치료  

•turn out ~인 것이 드러나다, ~인 것으로 입증되다  

•afford ~을 살 여유가 있다  

•approximately 약, 대략  

•disease 질병

고교 교육과정 내 신설 예정인 인공지능!
AI에 필요한 수학·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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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함께하는 AI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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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2 본문 99~115쪽실전 모의고사

01
정답 ④

소재 눈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대본

W:	Hello,	 students.	 I’m	Kelly	Brown	 from	 the	Student	

Health	Center.	Do	you	often	feel	that	your	eyes	become	

dry,	 tired,	and	sore?	Today	let	me	give	you	some	tips	

to	maintain	good	eye	health.	First,	wear	 sunglasses.	

Sunglasses	are	not	a	mere	fashion	accessory.	A	good	

pair	of	sunglasses	can	block	harmful	ultraviolet	 rays.	

Second,	 avoid	 excessive	 exposure	 to	 computer	 or	

smartphone	screens.	These	devices	expose	your	eyes	to	

blue	light.	Have	you	heard	the	20-20-20	rule?	Every	20	

minutes,	you	should	look	20	feet	away	for	20	seconds	

to	give	your	eyes	a	break.	Last,	you	should	visit	your	

eye	doctor	regularly	for	an	eye	exam.	I	hope	you	can	

enjoy	lifelong	eye	health	by	following	these	tips.	
해석

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	보건	센터의	Kelly	Brown
입니다.	여러분은	눈이	건조해지고	피곤하고	따갑다고	자주	느끼

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글라스를	쓰십시오.	선글라스

는	단순한	패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좋은	선글라스는	해로운	자

외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에	과

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피하십시오.	이러한	기기는	여러분의	눈을	

블루라이트에	노출시킵니다.	여러분은	20–20–20	법칙을	들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휴식을	주기	위해	20분마다	20초	동

안	20피트	떨어진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눈	검사를	

위해	안과	의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조언

을	따라서	평생의	눈	건강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설 학생들에게	눈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내용이

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어휘와 어구 	

•	sore	따가운,	아픈

•	ultraviolet	ray	자외선

•	device	기기,	장치

•	expose	노출시키다

•	blue	light	블루라이트(모니터에서	나오는	파란색	계열의	빛)

•	eye	exam	눈	검사	

•	lifelong	평생의

02 
정답 ②

소재 전기	읽기

대본

M:	Hailey,	you	look	so	worried.	What’s	wrong?

W:	I	have	 to	read	this	history	book	for	group	discussion,	

but	it’s	not	easy	to	follow.

M:	Sorry	to	hear	that.

W:	Actually,	history	is	really	hard	for	me.	You	like	history,	

right?

M:	Yeah.	When	you’re	free,	try	reading	biographies.

W:	What	do	you	mean?

M:	Reading	biographies	can	help	you	understand	history.	

W:	Really?	

M:	I	 read	biographies	of	Franklin	Roosevelt	and	Albert	

Einstein,	and	 their	 stories	helped	me	understand	 the	

situa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W:	Oh,	so	that’s	how	you	learned	history.

M:	Yeah,	biographies	helped	me	understand	historical	facts	

better.	

W:	That	 makes	 sense.	Then	 I	 should	 also	 read	 some	

biographies.

M:	You	can	borrow	my	books	if	you	want.

W:	Okay.	Thanks.
해석

남:	Hailey,	매우	걱정스러워	보이는구나.	무슨	일이야?

여:	그룹	토의를	위해	이	역사서를	읽어야	하는데,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

남:	유감이구나.

여:	사실	역사는	나에게	정말	어려워.	너는	역사를	좋아하지,	그렇지?

남:	응.	한가할	때	전기를	읽어	봐.

여:	그게	무슨	뜻이야?

남:	전기를	읽는	것은	네가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여:	정말?

남:	나는	Franklin	Roosevelt와	Albert	Einstein의	전기를	읽었는

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20세기	초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

여:	아,	그렇게	역사를	배웠구나.

남:	응,	전기는	내가	역사적	사실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줬어.

여:	일리가	있네.	그러면	나도	전기를	좀	읽어야겠다.

남:	네가	원한다면	내	책을	빌려도	돼.

여:	좋아.	고마워.

문제 해설 역사가	자신에게	정말	어렵다고	말하는	여자에게	남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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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읽는	것이	역사적	사실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며	전기를	읽어	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②이다.	

어휘와 어구

•	biography	전기

03
정답 ⑤

소재 라디오	쇼에	출연한	만화가

대본

W:	Good	morning,	Mr.	Jackson.

M:	Hi,	Jennifer.	Thanks	for	inviting	me.	

W:	We’re	so	excited	to	have	you	here	today.

M:	I	often	listen	to	your	show	while	I’m	working.	I’m	a	big	

fan	of	yours.	

W:	Really?	I’m	flattered.	I	heard	you	had	a	signing	event	at	

the	Plaza	Center	yesterday.	

M:	Yes,	it	was	an	excellent	opportunity	to	meet	my	fans	in	

person.	I	had	a	wonderful	time.

W:	That	must	have	been	an	event	 for	your	new	comic.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the	comic?	

M:	The	title	 is	You and I	and	I	created	a	completely	new	

character	for	this	comic.

W:	Sounds	 interesting.	I	also	heard	that	your	first	comic,	

The River,	will	be	made	into	a	movie.

M:	Yes,	I	can’t	wait	to	see	it.

W:	Me	neither.	Our	radio	listeners	are	sending	in	a	 lot	of	

questions	now.	

M:	I’m	ready	to	answer.

W:	Okay,	 we’ll	 be	 answering	 questions	 after	 a	 short	

commercial	break.	Stay	tuned!	
해석

여:	안녕하세요,	Jackson	씨.

남:	안녕하세요,	Jennifer	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	오늘	여기에	선생님을	초대하게	되어	매우	신이	나네요.

남:	저는	작업하면서	당신의	쇼를	자주	들어요.	열렬한	팬이죠.

여:	정말요?	과분한	말씀입니다.	어제	플라자	센터에서	사인회를	하셨

다고	들었습니다.

남:	네,	저의	팬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였어요.	아주	멋진	

시간을	보냈어요.

여:	선생님의	새	만화를	위한	행사였음이	틀림없군요.	그	만화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	제목은	You and I이고	이	만화를	위해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여:	흥미롭게	들리네요.	저는	선생님의	첫	번째	만화인	The River가	

영화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들었어요.

남:	네,	빨리	그것을	보고	싶어요.

여:	저도	그래요.	우리	라디오	청취자들이	지금	많은	질문을	보내고	

있어요.

남:	대답할	준비가	됐어요.

여:	좋아요,	짧은	광고	후에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문제 해설 라디오	쇼에	특별	손님을	초대하여	쇼를	진행하고	있는	여

자와	새	만화	작품을	위한	행사로	팬들과	만나는	사인회를	열었고	새	

만화에서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었으며,	자신의	첫	번째	만화

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을	빨리	보고	싶다고	말하는	남자의	대화이

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⑤이다.

어휘와 어구

•	flatter	추켜세우다,	듣기	좋은	칭찬을	하다

•	comic	만화책

•	commercial	(텔레비전·라디오의)	광고	(방송)

04
정답 ⑤

소재 가족	캠핑	사진	보여	주기

대본

M:	Sophia,	 how	 was	 your	 family	 camping	 trip	 last	

weekend?

W:	It	was	fantastic.	Let	me	show	you	one	of	the	pictures	I	

took.

M:	Okay.	[Pause]	 Is	 this	woman	in	 the	striped	shirt	your	

mom?

W:	Yes,	she	had	her	arms	up	to	show	how	happy	she	was	to	

be	camping.

M:	I	like	the	tent	behind	her,	with	the	stars	on	it.	Wasn’t	it	

hard	to	set	up?

W:	No.	 It	was	easy	because	we	watched	a	 tutorial	video	

about	it.	

M:	That’s	good.	This	man	wearing	a	hat	and	a	backpack	

must	be	your	dad.	

W:	Yes.	How	do	you	like	this	camping	car	parked	behind	

him?	

M:	It’s	awesome!	Did	your	dad	drive	it?	

W:	Both	of	my	parents	 took	turns	driving	because	it	 took	

almost	five	hours	to	get	to	the	camping	site.	

M:	I	see.	Oh,	who’s	this	boy	holding	a	soccer	ball	next	to	a	

camping	chair?	You	don’t	have	any	siblings.

W:	He’s	my	cousin.	He	was	excited	because	it	was	his	first	

time	going	camping	with	my	family.	

M:	Sounds	like	your	family	had	a	great	time.
해석

남:	Sophia,	지난	주말에	가족	캠핑	여행은	어땠어?

여:	환상적이었어.	내가	찍은	사진	중	하나를	보여	줄게.

남:	좋아.	[잠시	후]	줄무늬	셔츠를	입고	있는	이	여자가	네	엄마시니?

여:	응,	엄마는	양팔을	들고	캠핑하게	되어	얼마나	행복한지를	표현하

고	계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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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그녀	뒤에	있는	별들이	그려진	텐트가	마음에	들어.	설치하기	어

렵지	않았니?

여:	아니.	우리는	그것에	대한	설명	동영상을	봤기	때문에	쉬웠어.

남:	잘됐네.	모자를	쓰고	배낭을	메고	있는	이	남자가	네	아빠임이	틀

림없구나.

여:	응.	아빠	뒤에	주차된	이	캠핑카	어때?

남:	멋지다!	너희	아빠가	운전하셨니?

여:	캠핑장까지	거의	5시간이	걸려서	부모님이	교대로	운전을	하셨어.

남:	그렇구나.	아,	캠핑	의자	옆에	축구공을	들고	있는	이	소년은	누구

니?	너는	형제자매가	없잖아.

여:	내	사촌이야.	우리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캠핑을	갔기	때문에	무

척	신이	났어.

남:	네	가족이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구나.

문제 해설 대화에서는	남자가	캠핑	의자	옆에	축구공을	들고	있는	소

년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데,	그림에서	소년이	들고	있는	것은	낚싯

대이다.	따라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어휘와 어구

•	tutorial	(실용적인)	설명서

•	take	turns	교대로	하다

•	sibling	형제자매

05
정답 ②

소재 언니에게	전화하기

대본

[Cell phone rings.]

W:	Honey,	are	you	still	in	the	office?

M:	I’m	on	my	way	home	now.	

W:	How	was	your	presentation	today?

M:	It	was	 successful!	The	data	you	 found	 for	me	was	

useful.

W:	Good.	Now	that	your	presentation	is	over,	you	must	feel	

relieved.

M:	Yeah.	What	should	we	make	for	dinner	tonight?

W:	We	 have	 a	 lot	 of	 shrimp	 that	 we	 bought	 from	 the	

seafood	market	yesterday.	

M:	Oh,	I	almost	forgot!	

W:	I	think	we’d	better	eat	it	today	before	it	goes	bad,	but	I	

don’t	know	if	we	can	eat	it	all.

M:	Then	why	don’t	you	call	your	sister	and	ask	if	she	and	

her	husband	can	come	over	for	dinner?	

W:	That’s	a	great	idea.	I’ll	call	her	now.

M:	Okay.	Then	I’ll	get	some	fruit	and	cookies	for	dessert.

W:	All	right.	See	you	soon.
해석

[휴대	전화가	울린다.]	

여:	여보,	아직	사무실에	있어요?

남: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에요.

여:	오늘	발표는	어땠어요?

남:	성공적이었어요!	나를	위해	당신이	찾아	준	자료가	유용했어요.

여:	잘됐네요.	당신	발표가	끝났으니	마음이	홀가분하겠어요.

남:	네.	오늘	저녁으로	무엇을	만들까요?

여:	어제	해산물	시장에서	산	새우가	많이	있어요.

남:	아,	잊을	뻔했어요!

여:	상하기	전에	오늘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	그러면	당신	언니에게	전화해서	언니	부부가	저녁	식사에	올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어때요?

여:	좋은	생각이에요.	내가	언니에게	지금	전화할게요.

남:	좋아요.	그러면	내가	후식으로	과일과	쿠키를	좀	살게요.

여:	좋아요.	곧	봐요.

문제 해설 남자가	여자의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언니	부부가	저녁	식

사에	올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자,	여자는	좋은	생각이

라며	자신이	언니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어휘와 어구

•	shrimp	새우

06
정답 ③

소재 텀블러와	빨대	구매

대본

W:	Good	afternoon.	How	may	I	help	you?

M:	Hi,	I’m	looking	for	tumblers	for	my	kids.

W:	I	 recommend	 these	stainless	 steel	 tumblers.	They’re	

lightweight.

M:	I	like	them.	How	much	is	this	model?

W:	It	comes	in	two	sizes.	A	small	size	is	$12,	and	a	large	

one	is	$20.	

M:	I’d	like	to	get	two	small	ones.	

W:	Okay.	Do	you	need	 straws?	We	have	 stainless	 steel	

ones.	They’re	reusable,	so	you	can	reduce	plastic	waste.

M:	That’s	good.	How	much	are	they?	

W:	A	set	of	 three	straws	costs	$6,	and	a	set	of	 ten	straws	

costs	$16.	

M:	I	don’t	think	three	straws	will	be	enough.	I’ll	take	a	set	

of	ten.	

W:	All	right.	So,	 that’s	 two	small-sized	tumblers	and	one	

set	of	ten	straws.	

M:	Correct.	Can	I	use	this	coupon	that	I	downloaded	from	

your	website?

W:	Sure.	You	can	get	10%	off	the	total	price.

M:	Good.	I’ll	pay	by	credit	card.

W:	Please	insert	your	credit	card	here.
해석

여: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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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안녕하세요,	제	아이들을	위한	텀블러를	찾고	있어요.

여:	이	스테인리스	스틸	텀블러를	추천해요.	가벼워요.

남:	마음에	드네요.	이	모델은	얼마인가요?

여:	두	가지	사이즈로	나와요.	작은	사이즈는	12달러이고,	큰	것은	20
달러예요.

남:	작은	것으로	두	개	주세요.	

여:	좋아요.	빨대	필요하세요?	스테인리스	스틸	빨대가	있어요.	재사

용할	수	있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요.

남:	그거	좋네요.	얼마인가요?

여:	빨대	3개짜리	세트는	6달러이고,	10개짜리	세트는	16달러예요.

남:	3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10개짜리	세트를	살게요.

여: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사이즈	텀블러	두	개와	10개짜리	빨대	

세트	하나네요.

남:	맞아요.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이	쿠폰을	쓸	수	있나요?

여:	물론이죠.	총액에서	10%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남:	좋군요.	신용	카드로	결제할게요.

여:	신용	카드를	여기에	넣어	주세요.

문제 해설 남자는	12달러짜리	텀블러	2개(24달러)와	16달러짜리	빨

대	세트	하나를	사기로	하였고,	전체	비용(40달러)에서	10%	할인받

는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③	‘36달러’이다.	

어휘와 어구

•	tumbler	텀블러,	(굽·손잡이가	없는)	컵

•	lightweight	가벼운	

•	straw	빨대	

07
정답 ⑤

소재 농구	시합을	관람하러	갈	수	없는	이유

대본

[Cell phone rings.]

M:	Hey,	what’s	up,	Lucy?	You’re	coming	to	my	basketball	

game	today,	right?

W:	I’m	sorry,	Jayden.	I	can’t	make	it	today.

M:	Oh,	really?	Why’s	that?

W:	My	mom	called	and	told	me	she	has	to	work	late	today.

M:	So,	there’s	something	you	need	to	help	her	with?

W:	Yeah.	She	asked	me	to	take	care	of	our	dog,	April.

M:	Can’t	you	leave	her	alone	at	home	during	the	basketball	

game?

W:	She	can	stay	home	alone.	That’s	no	problem.	But	I	have	

to	take	her	to	the	hospital.

M:	Is	she	sick?

W:	Yes.	My	mom	made	an	appointment	at	the	vet’s	for	her.

M:	I	see.

W:	Today’s	match	is	an	important	game,	isn’t	it?

M:	Yes.	It’s	a	big	one.

W:	I	hope	you	win!

해석

[휴대	전화가	울린다.]

남:	안녕,	무슨	일이야,	Lucy?	너	오늘	내	농구	경기	보러	올	거지?

여:	미안해,	Jayden.	오늘	갈	수가	없어.

남:	오,	그래?	왜	그런데?

여:	엄마가	전화해서	오늘	늦게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하셨어.

남:	그러니까	네가	엄마를	도와드려야	할	게	있다는	거구나?

여:	응.	엄마는	나에게	우리	개	April을	돌봐	달라고	부탁하셨어.

남:	농구	경기	동안	걔를	집에	혼자	둘	수는	없어?

여:	걔는	혼자	집에	있을	수	있어.	그건	문제없어.	하지만	내가	걔를	

병원에	데려가야	해.

남:	걔가	어디	아파?

여:	응.	그래서	엄마가	걔를	위해	동물	병원	예약을	해	놓으셨어.

남:	그렇군.

여:	오늘	경기는	중요한	게임이지?

남:	응.	아주	큰	게임이야.

여:	네가	이겼으면	좋겠어!

문제 해설 여자가	자신의	개	April을	돌보아야	한다고	하자,	남자가	

반려견을	집에	홀로	둘	수	없냐고	물었다.	여자는	반려견이	혼자	있을	

수	있지만,	반려견이	아파서	엄마가	동물	병원에	예약해	두었다고	대

답했다.	따라서	여자가	농구	시합을	관람하러	갈	수	없는	이유는	⑤	

이다.	

어휘와 어구

•	make	it	(모임	등에)	가다,	시간	맞춰	가다

•	make	an	appointment	at	~에	예약하다

•	vet’s	동물	병원	(=	veterinarian’s	office)

08
정답 ④

소재 한국	문화	축제

대본

W:	Joshua,	 look	at	 this	website.	K-Culture	Festival	has	

started.	It’s	about	Korean	culture.

M:	Cool!	So,	can	we	visit	it	while	we’re	here	in	Korea?

W:	Yeah,	it	started	on	September	2nd,	last	Friday,	and	ends	

on	September	25th.

M:	Awesome!	Where’s	it	held?

W:	At	Namsangol	Hanok	Village.	It’s	on	the	northern	side	

of	Namsan	near	Myeongdong.	We	might	be	able	 to	

walk	there	from	our	hotel.

M:	That’s	perfect.	What	can	we	do	there?

W:	Let’s	 see.	You	can	 try	on	 traditional	Korean	outfits,	

make	rice	cakes,	and	learn	about	Korea’s	traditional	tea	

ceremony.	

M:	Oh,	we	have	to	go	there.	

W:	For	 sure.	 It	 also	 says	 there	 are	 special	Taekwondo	

performances	with	dynamic	gymnastics	 and	K-pop	

dance	m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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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That	sounds	so	cool!	How	do	we	get	tickets?

W:	We	need	to	book	them	online.	Let’s	do	it	now.
해석

여:	Joshua,	이	웹	사이트를	봐요.	K-Culture	축제가	시작되었어요.	

한국	문화에	관한	거예요.

남:	멋지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	한국에	있는	동안에	방문할	수	있는	

건가요?

여:	네,	지난	금요일인	9월	2일에	시작했고,	9월	25일에	끝나요.

남:	기막히게	좋네요!	어디서	열리죠?

여:	남산골	한옥마을에서요.	명동	근처	남산	북면에	있어요.	우리	호

텔에서	거기에	걸어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남:	완벽하네요.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여:	어디	보자.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어	보고,	떡을	만들고,	한국의	

전통	다도에	대해	배울	수	있네요.	

남:	오,	우리는	거기에	가야겠네요.

여:	물론이죠.	역동적인	체조와	케이	팝	춤	동작이	곁들여진	특별한	

태권도	공연도	있다고	하네요.

남:	그거	정말	멋질	것	같아요!	티켓은	어떻게	구하죠?

여: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해요.	지금	해	봐요.

문제 해설 행사	기간(it	started	on	September	2nd,	last	Friday,	

and	ends	on	September	25th),	행사	장소(At	Namsangol		

Hanok	Village),	체험	활동(You	can	 try	on	 traditional		

Korean	outfits,	make	rice	cakes,	and	learn	about	Korea’s	

traditional	 tea	ceremony.),	특별	공연(there	are	special		

Taekwondo	performances	with	dynamic	gymnastics	and	

K-pop	dance	moves)은	언급되었지만,	④	‘초대	가수’는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와 어구

•	awesome	기막히게	좋은

•	outfit	의상,	복장

•	rice	cake	떡

•	tea	ceremony	다도

•	performance	공연

•	dynamic	역동적인

•	gymnastics	체조

•	book	예약하다

09
정답 ④

소재 교내	그림	그리기	대회	안내

대본

M:	Hello,	students!	I’m	your	art	teacher,	Kevin	Johnson.	As	

you	all	know,	our	school	has	held	the	Franklin	Painting	

Contest	to	celebrate	the	school	anniversary	since	2013.	

This	year,	 the	2022	Franklin	Painting	Contest	will	

be	held	next	Friday	on	June	17th.	Over	 the	past	 two	

years,	the	event	has	been	held	online,	with	participants	

painting	pictures	 at	 home	and	posting	 them	on	 the	

school	website.	This	year,	participants	will	paint	on	our	

school’s	 lawn	in	front	of	 the	Administration	building.	

Participants	should	bring	their	own	watercolor	painting	

equipment	except	for	the	paper,	which	will	be	provided.	

The	 theme	of	 the	painting	will	be	announced	on	 the	

day	of	 the	contest.	You	can	apply	for	participation	on	

the	 school	website	by	next	Wednesday.	We	warmly	

welcome	your	active	participation	in	this	event.
해석

남: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미술	교사	Kevin	Johnson입니다.	여

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는	2013년부터	개교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Franklin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	2022	Franklin	그림	그리기	대회는	6월	17일	다음	주	금

요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행사는	온라인으로	

개최되었고,	참가자들은	집에서	그림을	그려	학교	웹	사이트에	게

시했습니다.	올해에는	참가자들이	관리동	앞	학교	잔디밭에서	그

림을	그릴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제공될	예정인	종이를	제외하고	

자신의	수채화	용품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림의	주제는	대회	당일

에	발표될	것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학교	웹	사이트에서	참

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여러분의	적극적	참가

를	마음으로부터	환영합니다.

문제 해설 그림	주제는	대회	당일에	발표될	것이라고	했으므로,	담화

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어휘와 어구

•	celebrate	기념하다,	축하하다		

•	school	anniversary	개교기념일		

•	participant	참가자		

•	lawn	잔디밭		

•	administration	building	관리동

•	equipment	용품,	장비		

•	theme	주제		

•	warmly	마음으로부터,	열렬히

10
정답 ③

소재 주방	저울	구매

대본

M:	Honey,	what	are	you	shopping	for?

W:	A	new	kitchen	scale.	Ours	stopped	working.

M:	Not	 surprised.	 It’s	 really	 old.	What	 style	 are	 you	

thinking	about	getting?

W:	A	digital	one.	I’m	trying	to	pick	one	from	this	 list	of	

five.	

M:	Let’s	see.	[Pause]	This	black	one	is	okay,	but	I	prefer	

silver.

W:	Yeah,	me	 too.	How	about	 this	one?	 It	weighs	up	 to		

15	kg.

M:	That’s	not	necessary.	And	that’s	probably	why	it’s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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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expensive.	I	say	we	just	get	one	that	weighs	up	

to	10	kg.

W:	Good	point.	They’re	smaller,	too,	which	is	good.

M:	How	about	 the	surface	material?	This	glass	one	looks	

really	cool.

W:	Yeah,	but	stainless	steel	will	match	our	other	kitchen	

appliances.

M:	Okay.	 Let’s	 go	 with	 a	 stainless	 steel	 one	 then.	 So	

between	these	two	that	are	left,	how	about	choosing	this	

one?	It’s	cheaper.

W:	All	right.	I’ll	order	that	one	right	now.
해석

남:	여보,	뭘	사려는	거예요?

여:	새로운	주방용	저울이요.	우리	것이	작동을	멈췄어요.

남:	놀랍지	않네요.	정말	오래되었어요.	어떤	스타일로	사려고	해요?

여:	디지털	저울로요.	이	목록의	다섯	개	중	하나를	고르려고	하고	있

었어요.

남:	어디	봐요.	[잠시	후]	이	검은색도	괜찮지만,	은색이	더	좋아요.

여:	네,	저도요.	이건	어때요?	이건	15kg까지	무게를	재요.

남:	그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가장	비싼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린	

10kg까지	재는	것을	사면	되잖아요.

여:	좋은	지적이네요.	그것들이	더	작기도	해서,	좋네요.

남:	표면	소재는	어때요?	이	유리로	된	것이	정말	멋져	보이네요.

여:	네,	하지만	스테인리스	스틸이	우리	다른	주방	가전제품과	어울릴	

거예요.

남:	좋아요.	그럼	스테인리스	스틸	저울로	합시다.	그럼	남은	이	두	개	

중에	이걸	고르는	게	어때요?	이게	더	싸요.

여:	좋아요.	지금	바로	그것으로	주문할게요.

문제 해설 은색이고,	10kg까지	무게를	잴	수	있으며,	표면	소재가	스

테인리스	스틸인	모델은	C와	D인데,	이	두	개	중에서	더	싼	것을	골

랐으므로,	여자가	주문할	주방	저울은	③이다.

어휘와 어구

•	scale	저울

•	stainless	steel	스테인리스	스틸

•	weigh	무게를	재다,	무게를	달다

•	match	~과	어울리다

•	appliance	가전제품

11
정답 ②

소재 거실	전등	교체

대본

W:	Honey,	don’t	you	think	our	 living	room	lights	are	 too	

dim?

M:	Yeah.	We	should	get	 some	brighter	ones,	 like	LED	

lights.	They’re	much	more	economical,	too.

W:	Then,	 I’ll	order	some	online.	 I	heard	 they’re	easy	 to	

install.	Can	you	install	them?

M:		

해석

여:	여보,	우리	거실	전등이	너무	어두침침하지	않아요?

남:	네.	LED	전등	같은	더	밝은	것으로	사야겠어요.	그것들이	훨씬	

더	경제적이기도	하죠.

여:	그럼	인터넷으로	몇	개	주문할게요.	그것들이	설치가	쉽다고	들었

어요.	그것들을	설치할	수	있겠어요?

남:	문제없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문제 해설 남자가	거실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

고	하자,	여자는	인터넷으로	주문할	테니	설치할	수	있겠냐고	남자에

게	묻고	있다.	따라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①	좋아요.	그러면,	더	많은	공간이	생길	거예요.

③	좋아요.	가게까지	같이	갈게요.

④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막	전등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⑤	유감스럽게도	할	수가	없네요.	잘못된	사이즈가	배송되었어요.

어휘와 어구

•	light	전등

•	dim	어두침침한,	어둑한

•	economical	경제적인

•	install	설치하다

12
정답 ②

소재 경제학	시험	준비

대본

M:	Hi,	Bella.	Did	you	study	a	lot	for	the	economics	test?

W:	Yeah,	but	there	are	still	some	things	I	don’t	understand.

M:	Last	class,	Professor	Brown	told	us	we	could	email	her	

if	we	had	any	questions.

W:		

해석

남:	안녕,	Bella.	경제학	시험공부는	많이	했니?

여:	그래,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좀	있어.

남:	지난	수업	시간에	Brown	교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이	있으면	이메

일로	보내도	된다고	하셨어.

여:	정말?	그러면,	나는	교수님께	도움을	청해야겠어.

문제 해설 여자가	경제학	시험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걱정을	하자,	남자는	지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질문이	있으

면	이메일로	보내도	된다고	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의	응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①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③	좋은	생각이야.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다시	읽을게.

④	물론이야.	나는	교수님의	사무실을	여러	번	방문했지.

⑤	질문이	있으면	네게	바로	전화할게.

어휘와 어구

•	economics	경제학

•	email	이메일로	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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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답 ③

소재 도서관에서	마음에	드는	역사책	찾기

대본

W:	Steve,	what	are	you	reading?	Looks	like	you’re	enjoying	

it.	

M:	Hi,	Eva.	This	is	a	great	book.	It’s	called	The Future of 

Science.

W:	It’s	so	thick.	It	looks	pretty	difficult.

M:	It’s	not	as	difficult	as	you	think.	The	writer	is	a	scientist,	

but	she	wrote	it	as	if	she	were	talking	to	her	daughter.	

So	the	language	is	easy	to	understand.

W:	That’s	so	cool.	How	did	you	learn	about	the	book?

M:	My	science	teacher	recommended	it	in	class.	I	checked	

it	out	at	the	school	library.

W:	That	book	 sounds	good,	but	 I’m	more	 interested	 in	

history.	 It’s	not	easy	 to	find	 interesting	history	books	

though.

M:	Eva,	do	you	know	about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Experts’	section	in	the	school	library?

W:	I	saw	a	poster	about	it	on	the	school	bulletin	board,	but	

I	haven’t	checked	it	out	yet.

M:	You	 should	go	 there.	 I	 saw	 they	have	a	 section	 for	

history	books.

W:	Oh,	really?	So	they’re	all	arranged	by	theme?

M:	Yeah.	I’m	sure	you’ll	be	able	to	find	something	you	like	

there.

W:		

해석

여:	Steve,	뭐	읽고	있어?	재미있어하는	것	같네.

남:	안녕,	Eva.	이것은	훌륭한	책이야.	The Future of Science라	

고	해.

여:	엄청	두껍네.	꽤	어려워	보이네.

남: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아.	작가가	과학자이지만,	마치	

자신의	딸과	대화하는	것처럼	썼어.	그래서	그	표현이	이해하기	

쉬워.

여:	그건	정말	멋지네.	그	책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니?

남:	우리	과학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추천해	주셨어.	나는	그것을	학

교	도서관에서	대출했어.

여:	그	책도	좋겠지만,	나는	역사에	더	관심이	있어.	하지만	재미있는	

역사책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남:	Eva,	학교	도서관에	있는	‘전문가	추천’	코너에	대해	알고	있니?

여:	그것에	대하여	학교	게시판에서	포스터를	봤는데,	아직	살펴보지

는	않았어.

남:	거기로	가	봐.	역사책	코너가	있는	걸	봤어.

여:	오,	그래?	그럼	다	주제별로	정리된	거야?

남:	응.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틀림없이	찾을	수	있을	거야.

여:	잘됐네!	좋은	역사책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

문제 해설 좋은	역사책을	찾고	싶은	여자에게	남자는	학교	도서관에	

‘전문가	추천’	코너가	있고,	거기에	역사책	코너가	있어서	마음에	드는	

책을	틀림없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으므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①	놀랍네!	이제	나도	과학을	정말	좋아해.

②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학교	도서관에	갈게.

④	물론이야.	내가	너의	책을	정돈하고	정리하는	걸	도와줄게.

⑤	나도	그래.	나는	역사책	속의	과학	이야기를	읽는	것도	좋아해.

어휘와 어구

•	recommend	추천하다

•	check	out	(도서관에서)	~을	대출하다,	~을	살펴보다

•	expert	전문가

•	section	코너,	구역

•	bulletin	board	게시판

•	arrange	정리하다,	배열하다

14
정답 ⑤

소재 교내	프로그램	참여	신청

대본

M:	Hello,	Ms.	Clark.

W:	Hi,	Andrew.	Do	you	want	to	talk	about	something?

M:	Yeah.	I’d	like	to	attend	the	‘Conversation	with	a	Writer’	

event	this	Friday	after	school.

W:	Did	you	sign	up	on	the	school	website?	It’s	already	past	

the	deadline.

M:	Yes.	But	I’m	on	 the	waiting	 list.	 It’s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W:	Oh,	I	saw	there	were	two	people	on	the	waiting	list.	One	

of	them	is	you!

M:	Yeah.	I’m	the	first	one	on	the	waiting	list.

W:	Since	students	will	have	 to	use	a	computer,	 the	event	

will	be	held	in	the	computer	lab.

M:	Oh,	that’s	why	there’s	a	limit.

W:	Yeah.	There	 are	only	30	 computers,	 so	 if	 someone	

cancels	you	can	attend.

M:	I	know.	But	I	doubt	anybody	will	cancel.

W:	Hmm.	I	can	see	how	badly	you	want	to	go.	You	know	

what?	 I’ll	prepare	 two	extra	seats	and	 laptops	at	 the	

back	of	the	computer	lab	for	you	and	the	other	person	

on	the	waiting	list.

M:		

해석

남:	안녕하세요,	Clark	선생님.

여:	안녕,	Andrew.	얘기하고	싶은	거라도	있니?

남:	네.	이번	주	금요일	방과	후에	‘작가와의	대화’	행사에	참석하고	싶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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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학교	홈페이지에	등록했니?	이미	마감	시간이	지났는데.

남:	네.	하지만	대기자	명단에	있어요.	선착순이던데요.

여:	오,	대기자	명단에	두	명이	있는	걸	봤어.	그들	중	한	명이	너구나!

남:	네.	대기자	명단에	제가	첫	번째예요.

여:	학생들이	컴퓨터를	사용해야	해서,	이	행사는	컴퓨터실에서	열리

게	된단다.

남:	오,	그래서	제한이	있는	거군요.

여:	그래.	컴퓨터가	30대밖에	없어서	누군가	취소하면	참석할	수	있어.

남:	알아요.	하지만	아무도	취소하지	않을	거	같아요.

여:	음.	네가	얼마나	가고	싶은지	알	수	있겠어.	그렇다면	말이지.	너

와	대기자	명단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컴퓨터실	뒤쪽에	여분의	

좌석	두	개와	노트북을	준비할게.

남:	정말이요?	선생님의	특별한	배려에	감사드려요.

문제 해설 대기자	명단에	있어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

는	남자를	위하여	여자는	컴퓨터실	뒤쪽에	여분의	좌석과	노트북을	

준비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배려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①	미안하지만,	저는	제	신청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②	그럼,	제	일정을	확인해서	상의드릴게요.

③	좋아요,	그럼	다음	행사를	기다려야겠네요.

④	감사합니다만,	장소를	변경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휘와 어구

•	attend	참석하다

•	sign	up	등록하다

•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선착순의;	선착순으로

•	computer	lab	컴퓨터실

•	cancel	취소하다

•	laptop	노트북	(컴퓨터)

15
정답 ①

소재 두통에	대한	조언

대본

M:	David	takes	on	a	new	project	at	work	and	works	hard	on	

it.	After	a	couple	of	weeks,	as	its	deadline	approaches,	

he	 gets	 stressed-out	 and	 has	 a	 headache.	 He	 tells	

his	colleague	Claire,	and	she	 recommends	he	 take	a	

painkiller.	But	David	says	he	wants	 to	get	 rid	of	his	

headache	without	medicine.	Claire	remembers	she	read	

a	newspaper	article	that	said	switching	between	hot	and	

cold	water	a	couple	of	times	in	a	shower	helps	relieve	

headaches.	She	believes	 that	 this	works	because	she	

tried	 this	when	she	had	a	headache,	and	the	pain	was	

gone.	So	she	wants	 to	recommend	that	David	use	this	

method.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Claire	most	likely	

say	to	David?

Claire:		

해석

남:	David는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열심히	일합니다.	몇	

주	후,	최종	기한일이	다가옴에	따라,	그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두

통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	Claire에게	말하고,	그녀는	그

에게	진통제를	먹으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David는	약	없이	자신

의	두통을	없애고	싶다고	말합니다.	Claire는	샤워할	때	뜨거운	

물과	찬물	사이에서	두세	번	바꿔	주는	것이	두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신이	두통

이	있었을	때	이것을	시도했고	통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녀는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David에게	이	방

법을	사용하라고	권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Claire는	

David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Claire:	따뜻한	물과	찬물로	번갈아	샤워하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

문제 해설 Claire가	두통을	완화하기	위해	샤워할	때	뜨거운	물과	찬

물을	두어	번	바꿔	주는	방법을	David에게	사용하라고	권하는	상황

이다.	따라서	Claire가	David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②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③	제	책상으로	가서	제	진통제	하나를	가져다드릴게요.

④	30분간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두통이	완화될	수	있을	거예요.

⑤	매일	자기	전에	진통제	한	알을	복용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어휘와 어구

•	take	on	~을	맡다

•	deadline	최종	기한

•	approach	다가오다

•	stressed-out	스트레스가	쌓인,	스트레스로	지친

•	headache	두통

•	colleague	동료

•	recommend	권하다

•	painkiller	진통제

•	get	rid	of	~을	없애다

•	article	기사

•	switch	바꾸다,	전환하다

•	relieve	완화하다,	경감하다

•	pain	통증

16~17
정답 16	③	 17	③

소재 포식	동물로부터	도망치는	방법

대본

W:	Hi,	class.	In	our	last	 lesson,	we	learned	about	the	role	

of	the	food	web	in	various	habitats.	Today,	we’ll	focus	

on	 something	 else:	 animal	 survival	 skills.	Though	

zoo	 animals	 don’t	 have	 to	 worry	 about	 predators,	

their	 natural	 defenses	 can	 easily	 be	 activated	 by	

neighborhood	crows	or	even	zoo	visitors	who	make	

sudden	movements.	However,	animals	in	the	wild	must	

use	ways	to	avoid	predators	to	survive.	Let’s	take	a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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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some	animals	 that	do	 this.	Plains	animals	such	as	

gazelles	keep	an	eye	on	predators	so	they	don’t	get	close	

enough	to	attack.	Gazelles	seem	to	know	their	enemies	

are	only	capable	of	short	bursts	of	speed.	When	running	

won’t	do	the	trick,	some	animals,	such	as	rabbits,	zigzag	

for	 their	 lives,	 taking	advantage	of	 their	ability	 to	be	

unpredictable.	Other	animals	use	the	environment	to	get	

away.	If	you’ve	ever	wondered	why	prairie	dogs	stick	

so	close	to	their	tunnel	entrances,	consider	their	winged	

enemies	 in	 the	sky.	Without	an	underground	place	 to	

hide,	 they	would	be	easily	attacked	in	the	open	fields.	

Now	let’s	watch	a	video	about	some	of	these	animals.
해석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수업에서,	우리는	다양한	서식지의	먹

이	그물의	역할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것,	즉	동

물의	생존	기술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비록	동물원의	동물은	

포식자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자연적인	방어는	인

근의	까마귀나	심지어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동물원	방문

객에	의해서도	쉽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	동물은	

살아남기	위해	포식자를	피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행

동을	하는	몇몇	동물을	살펴봅시다.	가젤과	같은	평원	동물은	포

식자가	공격하기에	충분히	가까워지지	않도록	포식자를	감시합니

다.	가젤은	자신의	적이	단지	짧은	급가속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리기가	성공하지	못할	때,	토끼와	같은	

몇몇	동물은	예측할	수	없게	하는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존을	

위해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다른	동물은	도망가기	위해	환경을	

이용합니다.	왜	프레리도그가	굴	입구에	그렇게	가까이	달라붙어	

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면,	하늘에	있는	날개가	달린	그들의	

적을	생각해	보세요.	숨을	만한	지하	공간이	없다면,	그들은	노지

에서	쉽게	공격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동물	중	몇몇에	대한	

비디오를	봅시다.

문제 해설

16	여자는	야생	동물이	살아남기	위해	포식자를	피하는	방법을	다양

한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동물이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①	동물이	자신의	먹이를	유인하는	방법

②	다양한	서식지에서	발견되는	먹이	그물

④	동물이	인간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유형

⑤	먹이	자원을	찾기	위해	동물이	사용하는	전략

17	까마귀,	가젤,	토끼,	프레리도그는	언급되었지만,	치타는	언급되

지	않았으므로,	언급된	동물이	아닌	것은	③이다.

어휘와 어구

•	food	web	먹이	그물

•	habitat	서식지

•	survival	생존

•	predator	포식자

•	crow	까마귀

•	plains	animals	평원	동물

•	gazelle	가젤(아프리카	영양의	일종)

•	keep	an	eye	on	~을	감시하다

•	burst	of	speed	급가속

•	do	the	trick	성공하다,	잘하다

•	zigzag	지그재그로	움직이다

•	prairie	dog	프레리도그

•	stick	달라붙다

•	tunnel	굴

•	underground	지하의

•	open	field	노지(지붕	따위로	덮거나	가리지	않은	땅)

18
정답 ④

소재 수영장	폐장	계획	재고	요청

해석 Simmons	시장님께

제	아이들은	5살	때부터	Clark	수영	센터에서	수영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통해	아이들은	근육뿐만	아니라	심혈관도	좋은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수영장에서	열리는	수영	대회는	이웃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수영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부모들이	협력

하도록	격려합니다.	제	가족이	수영장이	10월부터	폐장할	것이라고	

들었을	때	제	아이들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저는	수영장을	닫겠다는	

제안된	조치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수영장을	폐장하는	것은	많은	

아이들과	열성적인	운동선수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폐

장이	시	예산	조절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지만,	수영	센터는	지역	주

민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여가	요구를	만족시킵니다.	시	의회

가	그것의	폐장을	재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David	Robinson	드림	

문제 해설 수영장이	10월부터	폐장하는	계획에	대해	재고를	요청한

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구문 해설

	 The	swim	meets	[held	at	the	pool]	provide	opportunities	

for	neighbors	 to	compete	and	 they	encourage	parents	 to	

work	together	[to	host	a	successful	swim	meet].
첫	번째	[ ]는	The	swim	meets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두	번째	

[ ]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다.	

	 When	my	family	heard	[that	 the	pool	would	be	closed	

from	October],	my	kids	were	very	disappointed.

[ ]는	hear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어휘와 어구

•	muscular	근육의	

•	meet	대회,	경기

•	opposed	to	~에	반대하는

•	committed	열성적인,	헌신적인

•	athlete	운동선수

•	reconsider	재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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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소재 강아지들과	산책	중	일어난	일	

해석 상쾌한	가을	오후였다.	태양은	변해	가는	나뭇잎을	비추며	밝

게	빛났다.	내	두	마리	강아지	Buddy와	Eva에게	산책이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바로	산책이었다.	나의	하루	중	가장	좋았던	

때였다.	조깅하는	동안	폐에서	시원한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다.	평

소에	걷는	구역이	학생들로	붐벼서	나는	다른	길로	갔다.	내가	혼잡한	

대로	옆	모퉁이를	돌았을	때	두	마리의	강아지가	모두	내	양옆에	서서	

자신들의	따뜻한	털로	덮인	몸을	내	요가	바지에	누름으로써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나에게	경고했다.	두	마리	모두	털을	등에	세운	채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그

를	보았다.	그는	올백으로	넘긴	머리와	검정색	코트에,	큰	매부리코와	

날카로운	눈을	가진	덩치가	큰	남자였다.	그가	나를	금방이라도	공격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냉기가	내	척추를	타고	내려갔다.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가	이제	나의	폐를	불태웠다.

문제 해설 가을	오후	강아지	두	마리와	함께	산책을	나가	시원한	공기

를	맞으며	즐거움을	느끼던	‘I’가	평소	걷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간	

순간,	금방이라도	자신을	공격할	것만	같은	남자를	보게	되어	무서워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I’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즐거운	

→	무서워하는’이다.

①	지루한	→	고마워하는

②	만족하는	→	질투하는

④	희망에	찬	→	슬픈

⑤	무관심한	→	우울한

구문 해설

	 The	area	 [I	normally	walk	 in]	was	busy	with	 school	

children,	so	I	took	a	different	route.	

[ ]는	The	area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As	I	 turned	the	corner	next	 to	a	busy	highway],	both	

pups	alerted	me	[that	something	was	wrong]	by	[flanking	

my	sides]	and	[pressing	 their	warm	furry	bodies	against	

my	yoga	pants].	
첫	번째	[ ]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고,	두	번째	[ ]는	alerted
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 ]는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by에	이어져	‘~함으로써’라는	의미의		「by+-ing」
의	구조를	이룬다.

어휘와 어구

•	be	in	need	of	~가	필요하다

•	refreshing	상쾌한

•	pup	강아지

•	alert	경고하다,	경계시키다	

•	furry	털로	덮인

•		slicked-back	hair	올백으로	넘긴	머리

•	hooked	nose	매부리코

•	chill	냉기,	한기

•	spine	척추,	등뼈

20
정답 ⑤

소재 취학	전	자녀를	위한	교육	환경

해석 유치원	환경에서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놀이를	할	기회를	

제공받고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학습한	사회성	기술을	더욱	발전시

킬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	일부	유치원

은	사회성	기술과	놀이보다	학습	자료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을	수

도	있다.	부모들이	유치원	환경이	아이에게	꼭	맞도록	하기	위해	다양

한	유치원	환경을	적절히	조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어린아이들은	직

접	해	보는,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가장	잘	배운다.	아이를	돌보는	사

람은	너무	많은	학습용	연습	문제지를	다루는	유치원을	주의해야	한

다.	예를	들면,	부모들은	흔히	자신의	아이가	글자	‘B’를	여러	번	쓴	

페이지를	보며	기분이	좋지만,	아이의	소근육	운동	기능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이는	그	과제를	완성하며	극도로	좌절했을지도	모른다.	

아이가	막대기로	모래	위에	글자를	그리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문제 해설 아이들은	유치원	환경에서	놀이를	할	기회를	제공받고	사

회성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유치원이	학업	자료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보다는	놀이와	사회성	기술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한데,	이런	측면에서	아이에게	꼭	맞는	유치원	환경인지	조사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⑤이다.

구문 해설

	 It	 is	 important	 [for parents	 to	 adequately	 research	

various	preschool	environments	to	ensure	{that	a	preschool	

environment	is	the	right	fit	for	the	child}].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이며	for	parents는	

이	to부정사구의	의미상의	주어이다.	{ }는	ensure의	목적어	역할

을	하는	명사절이다.

	 For	example,	 [while	parents	often	 feel	great	seeing	a	

page	where	their	child	has	written	the	letter	B	numerous	

times],	 the	 child	may	have	been	 extremely	 frustrated	

completing	the	assignment	[if	his	or	her	fine	motor	skills	

were	not	ready].
첫	번째	[ ]는	while이	이끄는	양보의	부사절이고,	두	번째	[ ]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어휘와 어구

•	preschool	유치원	

•	engage	in	~을	하다

•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	overemphasize	지나치게	강조하다

•	academic	학업의

•	adequately	적절히,	충분히

•	numerous	다수의,	수많은

•	assignment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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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소재 동물과	인간의	언어

해석

많은	종들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	새와	개코원숭이는	자기네	집단의	

다른	개체들에게	포식자의	접근에	대해	경고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	

언어는,	다소	무언극	비슷하게,	개념들	중에서	가장	단순한	것들만	전

달할	수	있는데,	그것들	중	거의	모든	것은	지금	당장	존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침팬지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노력해	왔는데,	침팬지는	실제로	100~200개의	단어의	어휘를	습득

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새로운	패턴으로	단어	짝을	연결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침팬지의	어휘는	규모가	작고,	구문이나	문법,	즉	우

리로	하여금	적은	수의	언어적	토큰으로부터	매우	다양한	의미를	만

들어	낼	수	있게	해	주는	규칙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들의	언어	능

력은	두세	살짜리	인간의	언어	능력을	결코	능가하지	못하는	것	같은

데,	그것으로는	오늘날의	세상을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여

기가	나비가	날개를	퍼덕인	곳이다.	인간의	언어는	완전히	새로운	형

태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미묘한	언어적	한계점을	넘었다.	무

엇보다도	인간의	언어는	추상적인	실체나	지금	당장	존재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의	상상력	밖에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나	가

능성에	대한	정보를	우리로	하여금	공유하게	한다.

문제 해설 나비가	날개를	퍼덕였다는	것은	작은	변화로	인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동물도	언어를	가

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존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만	전달할	수	

있고,	인간처럼	언어	규칙을	사용하지	않아서	한계가	있는	반면,	인간

의	언어는	이러한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추상적인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고	했다.	따

라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인간의	언

어는	동물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발전된	의사소통	형태로	진화

했다.’이다.	

①	인간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단어를	이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②	동물들이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속도는	종에	따라	달랐다.

③	인간은	사회적	습관과	관습	때문에	더욱	협력적인	존재로	진화	

했다.

④	많은	수의	동물들이	자신들을	표현하기	위해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둘	다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구문 해설

	 But	 their	vocabularies	 are	 small	 and	 they	don’t	use	

syntax	or	grammar,	the	rules	[that	allow	us	{to	generate	a	

huge	variety	of	meanings	from	a	small	number	of	verbal	

tokens}].

[ ]는	the	rul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 }는	allow의	목적격	

보어이다.

	 Above	all,	human	languages	 let	us	[share	 information	

about	abstract	entities	or	about	things	or	possibilities	{that	

are	not	immediately	present	and	may	not	even	exist	outside	

of	our	imagination}].	

[ ]는	「let+목적어+목적격	보어」의	구조에서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하고,	{ }는	things	or	possibiliti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	baboon	개코원숭이

•	predator	포식자

•	generate	만들어	내다

•	token	토큰(특정한	낱말·표현·문장이	실제로	쓰이는	예[횟수])

•	linguistic	언어의

•	exceed	능가하다,	우월하다

•	subtle	미묘한

•	utterly	완전히

•	abstract	추상적인

•	entity	실체,	독립체

22
정답 ①

소재 두려움의	기능

해석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며,	결코	

최악의	악몽에	직면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두려움의	감정에	전

형적으로	수반되는	신체적	현상인	땀에	젖은	손바닥과	바싹	마른	입

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두려움은	기분	좋은	느

낌은	아니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종종	방해한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인류가	정말로	

두려움	없는	천성을	타고났다면	더	잘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

른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일	것이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취약한	피

조물에게	공포를	느끼는	성향은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도록	재촉하기	때문에	생명	유지에	필요한	진화의	획득물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감행할	것이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자주	비참하게	될	것이다.	사실,	두려움은	때때로	우

리의	노력에	너무	급작스럽게	브레이크를	걸지만,	브레이크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	가끔	효과가	과도한	브레이크를	보유하는	것이	더		

낫다.

문제 해설 두려움이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자

신을	돌보게	하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감정임을	강조한	글이다.	따라

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구문 해설

	 For	those	reasons,	we	might	consider	[that	humankind	

would have been	better	off	{if	endowed	with	a	 literally	

fearless	nature}].	

[ ]는	consider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인데,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가	사용되어	과거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내용을	표현하

고	있다.	{ }는	조건의	부사절이며,	if와	endowed	사이에는	it	

(=	humankind)	had	been이	생략되었다.

	 Fear,	 [it	 is	 true],	 sometimes	 applies	 the	brakes	 too	

sharply	 to	our	efforts;	but	 it	 is	better	 [to	possess	brakes	

that	 are	occasionally	over-effective]	 than	 [to	have	no	

brakes	at	all].	
첫	번째	[ ]는	앞	절	중간에	삽입된	표현으로	의미상	앞	절은	It	is	

true	that	fear	sometimes	~로	풀어	쓸	수	있다.	세미콜론	뒤에	나

오는	절에는	비교	구문이	사용되어	두	번째와	세	번째	[ ]가	비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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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와 어구

•	face	up	to	~에	직면하다		

•	nightmare	악몽		

•	sweaty	땀에	젖은		

•	palm	손바닥		

•	accompaniment	수반되는	것		

•	sensation	느낌,	감각		

•	be	endowed	with	~을	타고나다		

•	literally	정말로,	글자	그대로		

•	frail	연약한		

•	vulnerable	취약한,	상처받기	쉬운		

•	disposition	성향,	기질

•	vital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인		

•	evolutionary	진화의		

•	acquisition	획득물		

•	prompt	재촉하다,	자극하다		

•	dare	감행하다		

•	consequence	결과		

•	disastrous	비참한,	재앙의		

•	apply	the	brakes	브레이크를	걸다		

•	over-effective	효과가	과도한

23
정답 ②

소재 습지대의 역할

해석 깨끗한	물과	물고기의	관계는	깨끗한	공기와	사람과의	관계와	

같다.	불행하게도	인간	활동의	결과로,	수생	환경은	삼림	벌채	지역에

서	나오는	과도한	퇴적물,	도시와	농경지로부터의	오염수,	그	밖의	인

간과	동물의	쓰레기를	받아들이면서	악화되고	있다.	습지대는,	육지

와	물의	경계면에	위치해	있어서,	고지대에서	들어오는	물과	퇴적물

을	가로챈다.	이러한	위치에서	습지대는	과도한	영양분이	퇴적물	속

에서	저장	또는	변형되거나,	혹은	성장을	위해	식물에게	흡수될	수	있

는	천연	여과	장치	역할을	한다.	오염	물질(예를	들어	농약과	중금속)

은	퇴적물과	결합하거나,	유거수에	용해되거나,	식물이나	미생물에	

의해	덜	해로운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	습지대의	초목	또한	유거수의	

속도를	늦추고	퇴적물을	가두는데,	그렇지	않으면	(퇴적물은)	바다	쪽

으로	흘러가	해양에서	물의	탁도와	퇴적	작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문제 해설 습지대는	육지와	물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서	고지대에서	

들어오는	물과	퇴적물을	가로채고	천연	여과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천연	정

수	장치로서의	습지대의	역할’이다.

①	습지대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③	습지대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전형적인	특징

④	습지대와	생물	다양성	사이의	상관관계

⑤	수생	종에게	깨끗한	물의	중요성	

구문 해설

	 Unfortunately, as a result of human activities, aquatic 

environments are being degraded [as they receive {excess 

sediments from deforested areas}, {contaminated waters 

from cities and agricultural fields}, and {other human and 

animal wastes}].

[ ]는	‘~하면서[함에	따라]’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	as가	이끄는	부사

절이고,	they는	aquatic environments를	가리킨다.	세	개의	{ }
는	콤마와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receive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Located at the interface between land and water], 

wetlands intercept water and sediments coming from 

uplands. 

[ ]는	wetlands를	의미상의	주어로	하는	이유의	분사구문으로	As 

they(=	wetlands)	are located	~로	풀어	쓸	수	있다.

어휘와 어구

•	A	is	to	B	what	C	is	to	D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	aquatic	수생의,	물의

•	contaminate	오염시키다

•	agricultural	농사의

•	interface	경계면,	중간면

•	wetland	습지대

•	intercept	가로채다,	가로막다

•	contaminant	오염	물질

•	agrochemical	농약

•	heavy	metal	중금속	

•	dissolve	용해시키다,	녹이다

•	runoff	(water)	유거수(지표면을	흐르는	빗물)

•	vegetation	초목,	식물

•	offshore	바다	쪽으로

24
정답 ⑤

소재 벽의 의미

해석 최근	몇	해에	세계적으로	점차	많은	분리의	벽이	건설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65개의	주요	프로젝트에서	거의	4만	킬로미터의	벽

과	담이	건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관측통들은	현재의	전	세계적인	장

벽	확장에	대해	자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체로,	그것(장벽)

의	존재가	분열과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추정된다.	특히,	인구	밀도가	

더	높고	사회적	다양성이	더	강조되는	도시	지역에	세워진	벽은	정치

적	분열,	생태학적	악화,	인간의	고통	면에서	심한	피해를	가했다.	그

러나	동시에,	노숙자와	난민들은	어떤	벽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하

여,	자주	비정규	민병대에	의해	위협당하고,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되

고,	주	경찰에	의해	붙잡히거나	쫓겨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끔찍한	

시련을	견뎌	왔다.	전쟁	지역에서	전쟁은	벽	뚫기	기술을	점점	더	사

용하고	있다.	때때로	벽은	들먹여지고,	약속되고,	논쟁되고,	도전받

고,	다툼의	대상이	된다.	그것은	보호용일	수	있지만,	그것이	부여하

는	보호는	항상	상당한	정도로	선택적이다.

문제 해설 많은	벽이	건설되면서	벽의	존재로	인해	분열과	불평등이	

조장되고,	정치적	분열,	생태학적	악화	등	심한	피해가	발생하는	동시

에	벽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벽:	사람들을	밖에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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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면	안에	두는가?’이다.

①	벽	건설로	인한	생태	파괴	

②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주위에	벽을	쌓게	하는가?

③	심리적인	벽은	시간이	지나면서	남을	해친다	

④	인간은	언제	벽을	쌓기	시작했는가?	

구문 해설

	 In	particular,	walls	built	 in	urban	areas,	[where	human	

density	 is	higher	and	social	diversity	more	accentuated],	

have	exacted	a	heavy	toll	[in terms of	political	divisions,	

ecological	degradation	and	human	suffering].
첫	번째	[ ]는	urban	areas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고,	두	번째	

[ ]는	‘~의	측면에서’라는	의미를	갖는	전치사	in	terms	of에	의해	

유도되는	전치사구이다.

	 At	 the	 same	 time,	however,	homeless	and	displaced	

people,	 [unprotected	by	any	wall],	 [are	often	{terrorised	

by	irregular	militias},	{kidnapped	by	criminal	networks},	

{captured	or	evicted	by	state	police}],	and	[have	likewise	

endured	terrible	ordeals].
첫	번째	[ ]는	homeless	and	displaced	people을	부연	설명하

는	분사구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 ]는	homeless	and	displaced	

people의	술어	역할을	한다.	두	번째	[ ]	안의	세	개의	{ }는	are	

often에	연결된다.

어휘와 어구

•	separation	분리

•	fence	담,	울타리

•	expansion	확장

•	by	and	large	대체로

•	foster	조장하다,	촉진하다

•	division	분열

•	inequality	불평등

•	density	밀도

•	accentuate	강조하다

•	exact	(남에게	나쁜	일을)	가하다

•	toll	피해

•	in	terms	of	~의	측면에서

•	ecological	생태학의

•	degradation	악화,	저하

•	displaced	난민의,	추방된

•	irregular	비정규의

•	kidnap	납치하다

•	invoke	(인물·이론·예	등을)	들다[언급하다]

•	struggle	over	~을	두고	싸우다

25
정답 ③

소재 소매	전자	상거래	매출액

해석 위의	표는	2018년과	2019년	소매	전자	상거래	상위	10개국

의	매출액과	2년간	매출액	변화	비율을	보여	준다.	10개국	모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소매	전자	상거래	매출액	증가를	보여	주

었다.	중국은	2018년과	2019년	모두	1조	5,000억	달러가	넘는	소

매	전자	상거래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이	그	뒤

를	이었다.	2019년	영국,	일본,	한국의	소매	전자	상거래	매출액은	

1,000억	달러가	넘었지만,	일본의	2년간	소매	전자	상거래	매출액	

변화	비율은	10개국	중	두	번째로	작았다.	2018년과	2019년	두	해	

모두에	독일의	소매	전자	상거래	매출액은	프랑스의	그것보다	컸지

만,	프랑스는	2년에	걸쳐	독일보다	더	큰	매출액	변화	비율을	보여	주

었다.	캐나다,	인도,	러시아	모두	2018년과	2019년	500억	달러	미

만의	소매	전자	상거래	매출액을	보여	주었지만,	표에	실린	10개국	중	

인도는	가장	큰	소매	전자	상거래	매출액	변화	비율을	보여	주었다.

문제 해설 일본의	2년간	매출액	변화	비율은	10개국	중	가장	작았으

므로,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이다.

구문 해설

	 [The	retail	e-commerce	sales	of	Germany	were	 larger	

than	those	of	France	both	in	2018	and	2019],	but	[France	

showed	a	greater	percentage	change	in	sales	than	Germany	

over	the	two	years].	

but을	중심으로	두	개의	절인	[ ]가	연결되어	있고,	those는	the	

retail	e-commerce	sales를	대신한다.

어휘와 어구

•	retail	소매의

•	e-commerce	전자	상거래

26
정답 ④

소재 물고기	Sunbleak

해석 Sunbleak은	아시아와	동유럽	지역에서	사는	수면에서	먹이를	

먹는	물고기로	유속이	느리고	잔잔한	물을	좋아한다.	그것은	1980년
대	중반	햄프셔의	수족관에서	방류되어	영국의	민물에	처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지금은	전국적으로,	특히	남부	주의	호수,	

강,	개울에서	기록되고	있으며,	확산	중인	것으로	여겨진다.		

Sunbleak은	밝은	은색이고	가슴지느러미가	끝나기	직전에	희미해

지는	불완전한	측면	선을	통해	쉽게	식별될	수	있다.	이	종은	매우	빠

르게	성어	크기로	성장하며	태어난	지	1년	만에	번식이	가능하다.	봄

철과	여름철에	무더기로	알을	수초에	단단히	붙여서	낳고,	그다음에	

수컷이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알을	지킨다.

문제 해설 빠르게	성어	크기로	성장한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

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구문 해설

	 The	Sunbleak	is	a	surface-feeding	fish	[that	lives	in	areas	

of	Asia	and	Eastern	Europe],	[favouring	slow-flowing	and	

still	waters].
첫	번째	[ ]는	a	surface-feeding	fish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두	

번째	[ ]는	The	Sunbleak을	의미상의	주어로	하는	분사구문으로	

주어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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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nbleak	[is	bright	silver	 in	colour]	and	[can	be	

easily	identified	by	the	incomplete	lateral	line	{that	fades	

shortly	before	the	end	of	the	pectoral	fin}].
두	개의	[ ]는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The	Sunbleak의	술어	역

할을	하고,	{ }는	the	incomplete	lateral	line을	수식하는	관계절

이다.

어휘와 어구

•	aquarium	수족관	

•	brook	개울

•	county	(영국의)	주

•	identify	식별하다

•	incomplete	불완전한

•	fade	희미해지다

•	breed	번식하다,	새끼를	낳다

•	firmly	단단히

•	glue	붙이다

27 
정답 ⑤

소재 우쿨렐레	수업

해석 	 	 Ridgewood Community Center 우쿨렐레 수업

Ridgewood	Community	Center	우쿨렐레	수업에서	편안하고	재

미있는	환경에서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	8주간의	수

업은	11월	첫째	주에	시작해서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매주	목요일에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본	코드,	튕기는	패턴,	그리고	코드	표	읽

기를	배울	것이므로,	수업이	끝날	무렵이면	많은	재미있는	노래를	연

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	11월	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연령대:	12세	이상

	수업 시간:	60분
	비용:	70달러

	추가 정보

-	환불이나	보충	수업은	없습니다.	

-	수강생은	수업	첫날	전에	(수강료를)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		수강생은	자신의	우쿨렐레를	가져와야	합니다.	(저희는	대여용	우

쿨렐레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등록하시려면	724–822–4461로	전화하십시오.

문제 해설 대여용	우쿨렐레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구문 해설

	 You	will	learn	[basic	chords],	[strumming	patterns],	and	

[chord	chart	reading],	so	by	the	end	of	the	class	you’ll	be	

able	to	play	a	lot	of	fun	songs!
세	개의	[ ]는	콤마와	and로	연결되어	learn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어휘와 어구

•	chord	코드,	화음

•	chord	chart	코드	표

•	refund	환불

•	sign	up	등록하다

28
정답 ②

소재 티셔츠	디자인	대회

해석 	 	 	 	 2022	해양 생물 티셔츠 디자인 대회

2022	해양	생물	티셔츠	디자인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여러분의	창의

성을	보여	주세요!	여러분의	디자인은	2022년	공식	해양	생물	티셔

츠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규칙

•디자인이	티셔츠의	앞면에	나오게	합니다.	

•	디자인은	완전히	독창적이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어떤	이미지

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디자인은	해양	야생	동물을	포함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컬러여야	합니다.	

•	사용되는	모든	글꼴은	상업적	생산에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으로	허가된	것이어야	합니다.

•	제출	작품은	 JPEG 	또는	PDF 	파일로	 t sh i r tdes ign@

marinelife.org로	보내야	합니다.

•	모든	출품	이메일은	제목에	‘2022	Marine	Life	T-shirt	Design	

Contest’라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	심사는	독창성,	메시지의	명료성,	예술성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제출 마감일:	7월	3일	오후	11시	59분
문제 해설 디자인은	완전히	독창적이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②이다.	

구문 해설

	 [Any	fonts	used]	must	be	 legally	 licensed	 for	use	 in	

extended	commercial	production.

[ ]는	주어이고,	license의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므

로	수동태	be	licensed가	사용되었다.

어휘와 어구

•	official	공식적인

•	original	독창적인

•	copyright	저작권을	얻다	

•	license	(공적으로)	허가하다

•	submission	제출	(작품)

•	clarity	명료성,	명확성

29
정답 ④

소재 허스키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

해석 여러분은	밝고	차가운	날에	시베리안	허스키가	달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그	개가	하도록	길러진	일을	할	때	그	얼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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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제로	기쁨을	볼	수	있다.	허스키는	그것의	삶의	목적,	즉	그것이	

의도된	바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허스키의	궁극의	목적	(그리스어

로	‘방향’	또는	‘목적’),	즉	인간이	선택적으로	그것들을	사육한	이유는	

인간을	위한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것들은	달리고,	썰

매를	끌고,	찬	기후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	사육

된다.	그	이미지를	남부	캘리포니아의	어느	더운	여름날	허스키가	인

간	보호자	곁에서	천천히	걸어야만	할	때의	허스키와	대조해	보라.	그

것의	얼굴은	약간	처져	풀이	죽어	있으며,	입은	벌리고,	혀는	입의	한

쪽으로	흐느적거리면서	늘어져	있다.	이	대조는	각각의	허스키는	자

기의	생리에	적합한	환경에서	달리고,	끌고,	사람	곁에	있을	때,	잘	자

라고	있다는	징후를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특징들은	허스키가	

잘	자라고	있다는	독자적인	측면의	일부이다.

문제 해설 ④	Contrasting을	쓰면	Contrasting이	동명사	주	

어가	되어	뒤에	술어동사가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Contrasting을	Contrast로	고쳐	명령문의	형태가	되게	해야	한다.

①	doe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면서	그	명사절에서	to	

do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하므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은	어법상	적절하다.	

②	is의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구를	이끄는	to	be이므로	어

법상	적절하다.

③	run,	pull,	protect와	warm은	대등한	관계로	모두	are	bred	to
에	이어져	to부정사구를	이루고	있으므로	warm은	어법상	적절하다.

⑤	a	setting을	수식하는	형용사구를	이끄는	형용사	appropriate이
므로	어법상	적절하다.

구문 해설

	 [The	husky’s	telos	(Greek	for	“direction”	or	“purpose”)	

—	the	reason	{humans	have	selectively	bred	them}]	—	is	

[to	be	a	helper	for	humans].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 }는	the	reason을	수식

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is의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to부정

사구이다.	

	 This	contrast	suggests	[that	an	individual	husky	shows	

signs	of	thriving	{when	it	can	run	and	pull	and	be	near	its	

human	in	a	setting	<appropriate	to	its	physiology>}].

[ ]는	suggest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 }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 >는	a	setting을	수식하는	형용사구이다.	

어휘와 어구

•	practically	실제로

•	breed	기르다,	사육하다

•	telos	궁극의	목적

•	helper	조력자

•	sled	썰매

•	caretaker	보호자,	돌보는	사람

•	bowed	처진,	숙인,	구부러진

•	thrive	(사람·동식물이)	잘	자라다

•	physiology	생리,	생리학

30
정답 ④

소재 정서적	문해력	교육

해석 학교	교육	과정에	정서적	문해력을	포함할	때가	왔다.	감정은	

인간으로서	배우고	사는	것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과

목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감정을	관리

하고	아이들에게	감정생활의	언어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

신들의	감정을	자가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부인하며	인지적	문해력에만	계속	집

중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일	뿐이다.	학교에서	감정이	다루어질	때,	그

것은	인지적	문해력의	말로	된	언어를	사용하여	행해진다.	이러한	언

어는,	초등학생에게서	심리적	전문가로의	위탁이나	정신	의학적인	약

물	개입이	필요한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감정의	수가	증가하는	것

에서	입증되듯이,	그	과업에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만약	우리가	

아이들이	그들의	기본적인	인간	감정	상태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돕

기	위해,	정서적	문해력을	도입하고	주로	비언어적인	감정생활의	언

어를	사용한다면,	오늘날의	학교	행동	문제의	상당수는	일어나지	않

을	것이다.	

문제 해설 학교에서	감정을	다룰	때	보통	인지적	문해력의	말로	된	언

어를	사용하는데,	그	결과	초등학생에게서	심리적	전문가로의	위탁이

나	정신	의학적인	약물	개입이	필요한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감정

의	수가	증가한다고	했으므로,	그	언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따라서	④의	adequate을	inadequate과	같은	낱말로	바

꿔야	한다.

구문 해설

	 It	 is	 simply	a	choice	as	 to	 [whether	we	consciously	

manage	 them	 effectively	 and	 teach	 children	 how	 to		

self-manage	 their	 feelings	 in	an	effective	way	using	 the	

languages	of	 the	 feeling	 life],	or,	 [whether	we	 ignore,	

repress	or	deny	feelings	and	continue	to	focus	on	cognitive	

literacy	alone].
두	개의	[ ]가	or에	의해	대등하게	연결되어	as	to에	이어진다.

	 If	we	introduce	emotional	literacy	and	use	the	languages	

of	 the	feeling	 life,	 [which	are	primarily	non-verbal],	 [to	

help	children	 to	 identify	and	process	 their	basic	human	

feeling	states],	 then	many	of	 today’s	school	behavioural	

problems	will	not	emerge.	
첫	번째	[ ]는	the	languages	of	the	feeling	life를	부연	설명하

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다.	

어휘와 어구

•	incorporate	(일부로)	포함하다,	통합시키다

•	literacy	문해력,	지식,	능력

•	repress	억누르다,	억압하다

•	cognitive	인지의,	인식의

•	address	다루다,	처리하다

•	verbal	말의,	말로	나타낸

•	manifest	나타나다,	분명해지다

•	intervention	개입,	중재

•	non-verbal	비언어적인,	말로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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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erge	일어나다,	드러나다

31
정답 ⑤

소재 고대	대도시에서의	인간관계

해석 로마와	시안	그리고	다른	모든	고대	대도시와	같은	곳은	인간이	

환경과,	그리고	서로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극적인	변화를	나타낸

다.	도시	정착지에서	낯섦은	인간관계의	척도가	되었다.	최초의	도시

들은	가장	큰	가족	같은	마을보다	더	컸고,	그	정착지로	이주한	사람

들은	바로	그	첫날부터	타인에	대한	의심을	억눌러야	했다.	사람들은	

전에	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빽빽하게	붐비는	지역에	적응해

야	했고,	다른	새로	온	사람들과	의례적이고	정치적인	관계를	협상해

야	했으며,	다른	문화,	언어,	그리고	관습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교류

하는	거의	끊임없는	불협화음을	받아들여야	했다.	낯선	사람들과의	

마주침은	더	이상	공동	부엌에	이따금	신혼자를	추가하는	것에	국한

되지	않았고,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상황이	되었다.	사람들은	새로

운	기회가	열릴	때	오고	가면서	도시를	드나들었다.	그들이	일하고,	

놀고,	물건을	살	때,	도시	주민들은	자신의	관계	명부를	끊임없이	갱

신해야	했다.

문제 해설 고대의	대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의심을	억

누르고	다른	새로운	사람들과	협상하면서	상호	작용	속에서	불협화음

도	받아들여야	했으며,	새로운	기회가	열릴	때마다	사람들이	그	도시

를	계속	드나들게	되면서	도시	주민들은	자신의	관계	명부를	끊임없

이	갱신해야	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낯섦’이다.

①	존중

②	교육

③	의존

④	협력

구문 해설

	 [Places	 like	Rome	and	Xi’an	and	every	other	ancient	

metropolis]	represent	a	spectacular	change	in	the	way	[that	

humans	related	to	their	environments	and	to	one	another].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주어의	핵이	Places로	복

수여서	복수형	동사	represent가	이어졌다.	두	번째	[ ]는	the	way
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People	had	to	adapt	to	densely	crowded	neighborhoods	

[full	of	people	{they	had	never	seen	before}];	 they	had	

to	negotiate	 ritual	and	political	 relationships	with	other	

newcomers;	 and	 they	had	 to	 accept	 the	near-constant	

dissonance	 of	 interacting	 with	 people	 [representing	

different	cultures,	languages,	and	customs].
첫	번째	[ ]는	densely	crowded	neighborhoods를	수식하는	형

용사구이고,	{ }는	peopl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people을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어휘와 어구

•	metropolis	대도시,	주요	도시

•	spectacular	극적인

•	settlement	정착지

•	suppress	억누르다

•	suspicion	의심

•	densely	빽빽하게

•	ritual	의례적인,	의식의

•	newcomer	새로	온	사람

•	encounter	마주침,	뜻밖의	만남

•	newlywed	신혼자,	갓	결혼한	사람

•	constitute	(~이)	되다,	구성하다	

•	recurring	반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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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소재 사후	합리화

해석 최초의	케이크	믹스	파우더	출시	이면의	이야기는	무의식적인	

소비자	태도의	결과로	생긴	사후	합리화의	완벽한	예이다.	문제의	제

품은	매우	변변찮은	판매량으로	출발했다.	시장	조사	동안,	소비자들

은	그	제품의	장점(준비하기	빠르고	쉬운)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것의	‘인위적인’	맛도	또한	언급했고,	이것을	그들이	왜	그것을	구매하

는	데	관심이	없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케이크가	케이크	믹스로	만든	케이크인지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맛보

고	나면(블라인드	테스트),	그들은	케이크	믹스로	만든	케이크와	전통

적인	방식으로	만든	케이크를	구분할	수	없었다(이것은	진짜	문제가	

사실상	그것의	맛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그	투사법은	주부들이	그	

제품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은	가족을	위한	

케이크처럼	특별한	것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그

들의	무의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인위적인	맛’이라는	

의견은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암묵적	태도에	대한	전형적인	사후	합

리화였다.

문제 해설 케이크	믹스	파우더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소비자들은	인

위적인	맛	때문에	그것을	구매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하였지만,	블라

인드	테스트를	한	결과	맛의	차이를	구별해	내지	못했다.	그	제품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케이

크	믹스	파우더의	인위적인	맛에	대한	의견은	사후	합리화의	예를	보

여	준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④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암묵적	태도’이다.

①	공격적인	마케팅에	대한	강한	저항	

②	충동구매의	근본적인	이유	

③	시장	조사에	대한	비이성적인	증오

⑤	제품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에	대한	터무니없는	믿음

구문 해설

	 However,	[once	the	consumers	tasted	the	cake	without	

knowing	{that	it	was	made	from	a	cake	mix	(blind	test)}],	

they	 couldn’t	 differentiate	 between	 the	 cake	 [made	

from	cake	mix]	and	 the	one	[made	 in	a	 traditional	way]	

(demonstrating	that	 the	real	problem	was	not	actually	its	

taste).
첫	번째	 [ ]는	접속사	once가	이끄는	부사절이고,	{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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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 ]
는	각각	the	cake와	the	one을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The	projective	 technique	showed	[that	 the	underlying	

factor	{making	it	difficult	for	the	housewives	to	accept	the	

product}	was	their	unconscious	belief	{that	something	as	

special	as	a	cake	for	their	family	should	require	more	time	

and	effort}].

[ ]는	show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첫	번째	{ }
는	the	underlying	factor를	수식하는	분사구이고,	두	번째	{ }
는	their	unconscious	belief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절	

이다.	

어휘와 어구

•	launch	출시,	개시

•	post-rationalisation	사후	합리화

•	in	question	문제의,	논의가	되고	있는

•	marketing	research	시장	조사

•	artificial	인위적인

•	blind	test	블라인드	테스트(예비지식이나	선입관	없이	받는	테스트)

•	differentiate	구별하다

•	underlying	근본적인,	근원적인

Culture Note

post-rationalisation (사후	합리화)	
어떠한	이유로	인해	행동이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고	

난	후	정당화하기	위해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	내는	것.

projective technique (투사법)	
일반적인	설문	조사를	진행할	경우	응답자들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응

답만을	제공하여	정확한	답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법으로	

응답자의	내적	동기,	믿음,	태도	등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심리학적	기법.

33
정답 ②

소재 구성	요소의	역할

해석 우리는	체온	조절을	위한	다양한	기제를	진화시켜	왔다.	물을	

마시고	땀을	흘리면,	혈액을	피부	표면으로	보내는	것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식힐	수	있다.	우리가	따뜻해질	필요가	있을	때,	

우리	피부	표면의	털은	곤두서서	몸	가까이	있는	더	따뜻한	공기층을	

가두고,	극단적인	경우에	우리의	근육은	우리가	떨	때	부지불식간에	

수축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놀랍게도	사회생활을	하는	곤충	군집도	

이러한	방식으로	체온을	조절한다.	가장	잘	연구된	사례는	꿀벌로서,	

그	사례에서는	더운	날	일부의	일벌들이	물을	벌집으로	가져와서	(각	

개체의)	벌집에	뿌리는	일을	맡아서	증발에	의해	벌집이	안으로부터	

식게	하는데,	이는	곧	군집이	땀을	흘리는	셈이다.	겨울에	벌집이	너

무	추워지는	경우에는	다른	일벌들이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각자의	

비행	근육을	빠르게	진동시킴으로써	여러분	몸	안의	떨리는	근육처럼	

행동한다.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는	힘든	이	활동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군집의	다른	벌들은	열을	내는	벌들에게	먹이를	공급하기	위해	

왕복해서	꿀을	실어	나른다.	따라서	다세포의	신체와	사회생활을	하

는	곤충	군집	모두에서	구성	요소는	더	큰	이익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적응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 해설 우리의	몸이	다양한	기제를	사용하여	덥거나	추울	때	체온

을	조절하듯이	사회생활을	하는	군집	곤충인	꿀벌도	덥거나	추운	날	

벌집	안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

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더	큰	이익을	촉진하도

록	설계된	적응성을	지니고	있는’이다.	

①	일의	어려움에	따라	자신의	반응을	수정하는

③	능동적인	방어	기제와	수동적인	방어	기제를	둘	다	보유하는	

④	책임의	공정한	분담	원칙에	반하는	

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	되기	위해	새로운	자극을	찾는

구문 해설

	 We	have	evolved	various	mechanisms	 for	 regulating	

body	temperature:	drinking	water	and	sweating	can	cool	us	

down,	[as	can	sending	blood	to	the	surface	of	the	skin].

[ ]는	‘~처럼’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as가	이끄는	양태	부사절이

고,	as	다음에	주어(sending	blood	to	the	surface	of	the	skin)
와	조동사(can)가	도치된	형태이다.

	 When	we	need	to	warm	up,	the	hairs	on	the	surface	of	

our	skin	stand	on	end,	[trapping	a	layer	of	warmer	air	close	

to	the	body]	and,	in	extreme	cases,	our	muscles	may	begin	

to	involuntarily	contract	as	we	shiver.

[ ]는	the	hairs	on	the	surface	of	our	skin을	의미상의	주어로	

하여	그	부수적인	동작을	표현하는	분사구문이다.	

어휘와 어구

•	mechanism	기제,	구조	

•	regulate	조절하다

•	sweat	땀을	흘리다

•	trap	가두다

•	layer	층

•	involuntarily	부지불식간에,	모르는	사이에

•	contract	수축하다

•	shiver	(추위·공포·흥분	등으로)	떨다

•	astonishingly	놀랍게도

•	colony	군집

•	hive	벌집,	벌통

•	comb	(각각의	벌	개체의)	벌집

•	evaporation	증발

•	vibrate	진동시키다,	흔들다

•	generate	발생시키다

•	shuttle	실어	나르다

•	multicellular	다세포의

•	constituent	구성하는

•	adaptation	적응성,	적응	형태,	적응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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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소재 시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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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시간은	무엇인가?	여기	우리	모두가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개념

과	물리학이	요구하는	개념이	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과	물리학자	

모두	우리에게	시간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해	주는	데	애를	먹을	것이

다.	시간을	시,	분,	초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은	시간의	단위를	그것

들이	측정하는	대상으로	착각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라.	그것은	

공간을	미터나	야드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공간은	

미터나	야드로	같은	정확도로	측정된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것이	공

간을	측정하는	정확한	방법인지	묻는다고	가정해	보자.	물론	정답은	

공간을	측정하기	위한	특별히	정확한	단위	세트는	없다는	것이고,	야

드와	미터	똑같이	유용하다.	같은	이유로	어떤	것도	공간을	‘정의하거

나’	구성한다고	말할	수	없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초,	세기,	천	년은	

같은	‘것’에	대한	다른	양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의를	원하는	것

은	바로	다양한	양으로	표현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것이다.	우리는	

시간을	지속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속은	단지	시간의	흐름이다.	우

리의	정의는	우리가	정의하기	시작한	바로	그	개념을	전제로	삼을	것

이다.

문제 해설 시간을	정의할	때	시,	분,	초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은	시

간의	단위를	시간으로	착각하는	것이며,	또	시간을	‘지속’이라	정의하

는	것도	‘지속’은	곧	‘시간의	지속’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의하면서	시간

으로부터	출발하는	순환	논법이	되고	만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우리가	정의하기	시작한	바로	그	개념을	전

제로	삼을’이다.

②	그것의	독특함뿐만	아니라	존재도	다룰	

③	과학과	비과학을	구별하는	것에서	시작할	

④	계속	발달	중인	발전에	따라	유연하게	진화할	

⑤	우리가	가장	정확한	측정치를	결정하도록	요구할	

구문 해설

	 Yet	 both	 ordinary	 folk	 and	 physicists	 would	 be		

hard-pressed	to	tell	us	[what	exactly	time	is].

[ ]는	tell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Notice	[that	{to	define	time	in	terms	of	hours,	minutes,	

and	seconds}	is	{to	mistake	the	units	of	time	for	what	they	

measure}].

[ ]는	Notic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첫	번째	{ }는	명

사절의	주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구이고,	두	번째	{ }는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구이다.	

어휘와 어구

•	physics	물리학

•	folk	사람들

•	hard-pressed	~을	하는	데	애를	먹는

•	accuracy	정확도,	정확

•	by	the	same	token	같은	이유로

•	constitute	구성하다	

•	duration	지속,	기간

35
정답 ④

소재 지구의	역사

해석 여러분이	로키산맥이나	알프스에서	눈길을	끄는	봉우리들을	자

세히	살펴본다면	지구	역사의	또	다른	면에	갑자기	초점을	맞추게	될	

수도	있다.	이빨처럼	생긴	그것들의	모양은	퇴적	작용을	반영하지	않

는다.	반대로	그것들은	침식,	즉	암석을	차츰	닳게	하여	그	이력을	없

애는,	물리적이며	화학적인	과정에	의해	조각되고	있다.	지구는	한	손

으로	자기의	역사를	쓰고	다른	손으로	그것을	지우며,	우리가	시간을	

더	거슬러	갈수록	삭제가	우위를	차지한다.	우리의	행성은	45억	4천
만	년	전에	합쳐져	형성되었으나,	지구의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암석은	불과	40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더	오래된	암석이	존

재했음이	틀림없지만,	그것은	침식되었거나	묻혀서	변성	작용을	통해	

인지할	수	없는	형태로	변했다.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금,	다

이아몬드,	석탄,	석유,	그리고	우리가	숨	쉬는	바로	그	공기는	물론이

고,	우리	주변의	산,	바다,	나무,	그리고	동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몇몇은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며	어

떤	멀리	떨어진	캐나다	혹은	시베리아의	산	중턱에	여전히	놓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	지구	역사의	첫	6억	년은	우리	행성의	암흑시대

가	되었다.	

문제 해설 로키산맥이나	알프스의	봉우리들은	퇴적	작용을	반영한	것

이	아니라	침식으로	인해	조각된	것으로,	지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

가	보면	지구의	역사만큼	오래된	암석이	존재했음이	틀림없지만,	그

것은	침식되었거나	인지할	수	없는	형태로	변하여,	지구	역사의	첫		

6억	년에	대해서는	알기	힘들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은	글의	흐름과	무관하다.	따라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④이다.	

구문 해설

	 Earth	[writes	 its	history	with	one	hand]	and	[erases	 it 
with	the	other],	and	as	we	go	further	back	in	time,	erasure	

gains	the	upper	hand.
두	개의	[ ]는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Earth의	술어	역할을	하고,	

it은	its	history를	가리킨다.	

	 A few	may	still	lie	in	some	remote	Canadian	or	Siberian	

hillside,	 [waiting	 to	be	recognized],	but	 largely,	 the	first	

600	million	years	of	Earth	history	constitutes	our	planet’s	

Dark	Age.

A	few는	A	few	older	rocks를	의미하고,	[ ]는	A	few를	의미상

의	주어로	하여	앞선	절이	기술하는	내용의	부수적인	상황을	기술하

는	분사구문이다.

어휘와 어구

•	imposing	눈길을	끄는,	인상적인

•	peak	봉우리,	산꼭대기

•	deposition	퇴적	(작용),	퇴적물

•	sculpt	조각하다

•	erosion	침식

•	wear	away	~을	차츰	닳게	하다

•	erasure	삭제

•	gain	the	upper	hand	우위를	차지하다

•	erode	침식시키다

•	unrecognizable	인지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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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소재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	접하는	것이	필요한	언어의	특성

해석 언어를	거미의	거미줄	치기와	비교하는	것의	문제점은,	비전문

가가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로도	과학자가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로도	

언어가	결코	본능은	아니라는	것이다.	(C)	거미의	거미줄	치기는	다

른	본능적인	행동과	마찬가지로,	바로	그	종의	어느	다른	구성원으로

부터	지시,	투입	또는	간섭	없이	발육	과정에서	나타난다.	거미들은	

거미줄	치기를	수행하는	기능	보유자	거미에	접촉하든	그렇지	않든	

거미줄을	친다.	(B)	인간의	언어는	결코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다.	언어에	노출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전의	어떤	입력도	충분

하지	않을	것이며,	언어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수년에	걸쳐	많은	입력

이	있어야	한다.	(A)	아울러	언어	노출은	정상적인	인간의	사회	문화

적	맥락에서	일어나야	하며,	그	결과	뚜렷한	다양성을	낳게	된다.	즉	

아이들은	그들의	어머니,	보호자,	그리고	자신이	사는	지역	사회의	언

어를	말하며	자란다.	서아프리카	언어인	Wolof	어에	노출된	아이는	

Wolof	어를	말하며	자라지만,	북부	이탈리아	Lombardy에	사는	아

이는	Lombard	어를	말하며	자랄	것이다.

문제 해설 언어는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본능과는	다른	것이라는	내

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	거미의	거미줄	치기는	발육	과정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본능이라는	내용의	(C)가	이어져야	하고,	(B)	초반에	있는	

in	this	way로	(C)의	거미의	거미줄	치는	방식을	가리키며	인간의	

언어가	발생하는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의	(B)가	이어진	다음,	

끝으로	인간의	언어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	접하는	다양한	경험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갖게	된다는	내용의	(A)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

럽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구문 해설

	 The	problem	 [with	comparing	 language	with	 spider	

web-spinning]	is	[that	language	just	isn’t	an	instinct:	not	in	

the	sense	of	the	term	as	used	by	the	layperson,	nor	as	used	

by	the	scientist].	
첫	번째	[ ]는	The	problem을	수식하는	전치사구이다.	두	번째		

[ ]는	문장의	주격	보어이고,	그	안에서		‘~도	아니고	…도	아니다’의	

의미를	갖는	「not	~	nor	...」의	구조가	사용되었다.	nor	다음에는	in	

the	sense	of	the	term이	생략되었다.	

	 Spider	web-spinning,	 like	other	 instinctive	behaviours,	

emerges	developmentally,	 [without	 instruction,	 input	or	

interference	{from	any	other	member	of	a	given	species}].	

[ ]는	동사구	emerges	developmentally에	부가적인	정보를	더해	

주는	전치사구이고,	{ }는	instruction,	input	or	interference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이다.	

어휘와 어구

•	in	the	sense	of	~의	의미에서	

•	exposure	노출,	접촉

•	context	맥락

•	result	in	~을	낳다,	그	결과	~가	되다

•	distinct	분명히	다른	

•	variety	다양성

•	emerge	나타나다

•	instinctive	본능적인

•	developmentally	발육	과정에서,	발달상으로

•	instruction	지시

•	interference	간섭

•	given	바로	그,	주어진

37
정답 ②

소재 청중에	따른	적절한	은유	구사

해석 매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거나	제시하기	위

하여	한	영역의	어떤	것을	다른	영역의	관점에서	다시	묘사하는	사례

들로	넘쳐난다.	예를	들어,	“그녀의	삶은	카드로	조립한	집이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주거지를	짓기	위해	놀이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가장	작은	미풍,	손가락으로	살짝	미는	행동,	혹은	그	방의	진동으로

도	그	‘집’이	자주	무너지기	때문에,	허술한	계획이라는	것을	인식한

다.	(B)	이것은	어떤	사람의	삶에서	혼란에	빠진	관계	및	경제적인	격

변과	유사할	수도	있는데,	그	각각은	전체	계획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

가	있다.	여러분은	또한	그	은유	표현이	상투적인	문구가	되었다는	것

을	깨달을	수도	있을	터인데,	왜냐하면	그런	표현은	매우	널리	사용되

어	독자들에게	더는	신선하지	않기	때문이다.	(A)	그	결과	우리는	다

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이게	좋은	은유인가?	우리가	그	상투적	문구

를	들어	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좋은	은유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제시할	더	나은	비유를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	(C)	다시	말해,	teneo vestri celebratio,	즉	여러분의	청

중을	알라.	서로	다른	말을	솜씨	있게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는	은유

의	강점과	그	한계,	즉	그것이	어디에서	효과를	발휘하는가	뿐만	아니

라	그것이	어디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가를	이해하면서,	그	은

유	표현의	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문제 해설 우리의	생각을	제시하려고	은유를	사용하는	사례가	넘쳐난

다는	도입과	함께	‘카드로	조립한	집’의	은유	사례를	언급한	주어진	글	

다음에,	앞에	언급된	내용을	This로	지칭하며	그	은유가	의미하는	바

를	설명한	(B)가	이어져야	하고,	(B)의	두	번째	문장에서	그	은유가	

상투적	문구가	될	개연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B)	다음에는	그	상

투적	문구를	듣지	못했다면	그것은	좋은	은유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도	더	나은	비유를	찾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내용의	(A)가	이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A)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C)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②이다.	

구문 해설

	 For	 example,	 in	 “Her	 life	 is	 a	 house	 of	 cards,”	 we	

recognize	[that	{using	playing	cards	to	create	a	domicile}	

is	a	fragile	enterprise]	[because	the	“house”	frequently	falls	

apart	with	{the	slightest	breeze,	nudge	from	our	fingers,	or	

vibration	in	the	room}].
첫	번째	[ ]는	recogniz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첫	번

째	{ }는	that절의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다.	두	번째	[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고,	두	번째	{ }는	전치사	with의	목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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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는	명사구이다.	

	 The	skillful	comparison	of	different	 terms	enables	us	

[to	generate	the	power	of	the	metaphor,	{understanding	its	

strengths	and	its	limitations	—	<where	it	doesn’t	work>	as	

well	as	<where	it	does>}].	

[ ]는	‘~가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enable+목

적어+목적격	보어」의	구조에서	enable의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구이다.	{ }는	분사구문으로	그	의미상의	주어인	us의	부

수적	상황을	나타낸다.	두	개의	< >는	as	well	as로	대등하게	연결

되어	its	strengths	and	its	limitations의	구체적	내용을	나타낸다.	

어휘와 어구

•	domain	영역

•	clarify	명확하게	하다

•	advance	제시하다

•	house	of	cards	카드로	조립한	집,	엉성한	계획

•	fragile	허술한,	취약한,	부서지기	쉬운

•	enterprise	계획,	사업

•	fall	apart	무너지다

•	slightest	최소의

•	breeze	미풍,	산들바람

•	nudge	살짝	밀기

•	vibration	진동

•	metaphor	은유,	비유

•	comparison	비유,	비교

•	chaotic	혼란스러운,	혼돈	상태인

•	threaten	(~할)	우려가	있다

•	disarray	혼란,	무질서

•	pervasively	널리,	만연하여

•	skillful	솜씨	있는,	능숙한

38
정답 ②

소재 방언으로	인한	소속감

해석 방언은	집단의	구성원임을	보여	주는	매우	흥미로운	표지이다.		

대중	매체의	전국화와	세계화로	억양과	방언이	둘	다	사라지고는	있

지만,	대부분의	인류	역사	동안	그것들은	지방화되었다.	여러분이	보

기	드문	천부적인	흉내쟁이가	아니라면,	그것들은	꾸며	내기	어려우

며,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쯤	굳어진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자신

과	같은	방언을	구사하는	사람과	협력하는	성향이	있다는	많은	증거

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실험에서,	실험	대상자들은	자신과	똑같은	억

양을	가진	사람들을	신뢰할	가능성이	더	컸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	사

람들을	모방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몸짓	언어의	형태를	

바꾸어,	집단에	맞추려고	무의식적으로	노력한다.	물론,	이것의	이면

은	우리가	우리처럼	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신뢰할	가능성이	더	적다

는	것이다.	또한,	방언	선호는	남아	있는	혈연	인식	체계인	것	같다.

문제 해설 방언은	집단	구성원임을	보여	주는	흥미로운	표지라는	내

용의	글이다.	방언에는	지방성이	있으며	꾸며	내기	어렵고	청소년기

쯤	굳어진다는	내용이	②	앞부분에	기술되어	있고,	②	다음의	문장부

터는	사람들은	자신과	똑같은	억양을	가진	사람들을	신뢰할	가능성이	

더	크며	우리는	집단에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흉내	내

고자	하고,	반대로	우리와	다르게	들리는	사람은	신뢰할	가능성이	더	

적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주어진	문장은	사람들이	자신

과	같은	방언을	구사하는	사람과	협력하는	성향이	있다는	많은	증거

가	있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	②	뒤에	기술되는	내용이	이런	증거

의	예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②이다.

구문 해설

	 There	is	a	 lot	of	evidence,	worldwide,	[that	people	are	

predisposed	 to	cooperate	with	someone	who	speaks	 the	

same	dialect	they	do].

[ ]는	a	lot	of	evidence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절이다.

	 And	we	naturally	change	our	patterns	of	 speech	and	

body	language	to	mimic	those	around	us,	[unconsciously	

trying	to	fit	into	the	group].

[ ]는	주어	we의	부수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어휘와 어구

•	predisposed	to	do	~하는	성향이	있는

•	dialect	방언,	사투리

•	accent	억양

•	fade	사라지다,	흐려지다

•	localize	지방화하다,	(~에)	지방적인	특색을	부여하다

•	fake	위조하다,	모조하다

•	mimic	흉내쟁이;	모방하다

•	adolescence	청소년기

•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	flip	side	이면,	다른	면

•	kin-recognition	혈연	인식

39
정답 ③

소재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해석 구축된	환경이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직관적으

로	명백하다.	여러분은	공원	산책이나	길거리	시장	방문에서	알고	있

는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얻어질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해	생각해	보기

만	하면	된다.	또는,	부정적인	면에서,	혼잡한	도로를	건너는	것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	뒤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의	위험(에	대해	생각

해	보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직관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데	생물학이	생태학보다	더	중요하다

는	널리	퍼진	가정이	있다.	이러한	가정은,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의	

유전자에	귀속시킬지도	모르는	비난의	정도와	우리가	나쁜	건강에	대

한	치료법이	약이나	수술이라고	가정하는	정도에서	명백하다.	우리는	

치료	약에	막대한	양의	희소	자원을	소비하고,	우리의	예방	조치들도	

또한	대부분	생물학적인	것,	즉	예방	접종이다.	그러는	동안	내내	우

리는	일부	계산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똑같이	중요한	사회적,	환경적	

여건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문제 해설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글	초반에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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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환경과	같은	생태학적	요인의	중요성을	언급한	다음,	주어진	문장

을	통해	그	흐름을	바꾸어	생태학적	요인보다	생물학적	요인이	더	중

요하다는	가정이	있음을	알린	후,	그	사례를	제시하는	흐름이다.	③	

뒤의	문장에	나오는	This	assumption이	주어진	문장에서	기술된	a	

widespread	assumption을	가리키고	있고,	③	이후에	전개되는	내

용이	③	앞의	내용과	다른	흐름이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

장	적절한	곳은	③이다.

구문 해설

	 But	 despite	 this	 intuitive	 recognition,	 there	 is	 a	

widespread	assumption	[that	biology	 is	more	 important	

than	ecology	in	determining	our	health	and	wellbeing].	

[ ]는	a	widespread	assumption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동

격절이다.

	 This	assumption	is	manifest,	for	example,	in	the	degree	

of	blame	[we	may	attach	to	our	genes]	and	the	degree	[to	

which	we	assume	{the	remedy	for	bad	health	is	medicine,	

or	surgery}].	
첫	번째	[ ]는	blam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두	번째	[ ]는	the	

degre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는	assum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어휘와 어구

•	intuitive	직관적인		

•	recognition	인식		

•	assumption	가정,	추정		

•	ecology	생태학		

•	common	공원,	공유지		

•	bump	into	~과	마주치다		

•	downside	부정적인	면,	불리한	면		

•	manifest	명백한		

•	remedy	치료법		

•	medicine	약,	의학,	의술		

•	surgery	수술		

•	curative	치료의,	병을	고치는		

•	calculation	계산	결과,	산출

40
정답 ①	

소재 영화	음악의	역할

해석 무성	영화	시대의	가장	초기	영화에서부터	현대의	블록버스터

에	이르기까지,	음악은	영화에서의	동작,	사건,	그리고	대화에	대한	

관객의	믿음과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음악은	

등장인물이	지금	진실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혹은	기만적으로	행동하

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미치며,	상황이	위험한	것으로,	낭만

적인	것으로,	아니면	해학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지	관객에게	암

시해	준다.	음악은	간접적으로	현혹하면서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	음

악이	영화	속	세계의	일부가	아닐	때,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에	관심을	

끄는	것을	피한다.	만약	관객이	영화에	대한	믿음을	강요받았다고	느

낀다면,	그것은	설득력이	더	적을	것이기	때문에	미묘하거나	교묘한	

접근	방법이	채택된다.	대부분의	설득	형태와는	달리,	영화	음악은	관

객에게	그들의	믿음을	조정하도록	드러내	놓고	요청하지	않는다.	대

신에,	관객은	동작,	등장인물,	그리고	대화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미

묘하게	형성하는	데	음악이	하는	역동적인	역할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지	못한다.	실제로,	많은	관객이	음악에	대해	거의	혹은	아예	지각

하지	못한	채	영화관을	떠난다.

→	영화	음악은	관객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영화의	서사적	요

소를	의도된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한다.

문제 해설 영화	음악은	영화의	서사적	요소에	대해	간접적으로	현혹

하면서	관객의	해석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를	위해	미묘하게	관객

에게	접근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	(A)에는	interpret이,	

(B)에는	noticing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②	해석하도록	-	간과하지

③	왜곡하도록	-	선택하지

④	왜곡하도록	-	알아차리지

⑤	강화하도록	-	간과하지

구문 해설

	 Music	 affects	beliefs	 about	 [whether	 characters	 are	

being	 truthful	or	deceptive],	and	 it	 indicates	 to	viewers	

[whether	a	situation	should	be	 interpreted	as	dangerous,	

romantic,	or	humorous].
두	개의	[ ]	모두	whether가	이끄는	명사절로	첫	번째	[ ]는	전치

사	ab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두	번째	[ ]는	동사	indicates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Instead,	viewers	are	 typically	unaware	of	 the	dynamic	

role	[that	music	plays	in	subtly	shaping	their	beliefs	about	

actions,	characters,	and	dialogue].

[ ]는	the	dynamic	rol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	deceptive	기만적인,	현혹하는

•	indicate	내비치다,	나타내다

•	interpret	해석[설명]하다

•	composer	작곡가

•	subtle	미묘한

•	manipulative	교묘하게	다루는

•	compelling	설득력	있는

•	persuasion	설득

•	be	unaware	of	~을	모르고	있다

•	overlook	간과하다

•	distort	왜곡하다

•	reinforce	강화하다

41~42
정답 41	①	 42	⑤

소재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화석	연료	대체	가능성

해석 화석	연료가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노예라면,	재생	가

능	에너지는	협력자에	더	가깝다.	우리가	결국	알게	될	것처럼,	그	협

력	관계는	사람들과	지역	사회에	크게	유익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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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익숙한	종류의	경제	성장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을까?	물론,	

이론적인	경제학자의	대답은	어떤	특정한	원자재도	그렇게	대단히	중

요하지는	않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다	써	버리면	누군가

가	대체물을	개발할	동기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개,	멋진	대형의	

제재용	통나무를	거의	다	써	버리면	누군가가	합판을	발명하듯,	이는	

과거에	사실로	입증되었으나,	그것이	화석	연료에	해당하는지는	전혀	

분명하지	않은데,	그것(화석	연료)은	도처에	있고	값이	싸다는	점에서	

거의	틀림없이	특별한	경우이다.	전쟁은	석유를	두고	벌어지는	것이

지,	우유나	반도체나	목재를	두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거의	다	써	버리기	시작하면,	그	부족으로	우리	경제가	파괴되므로	우

리	삶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

며,	사실상	가능성이	있다.	“1차	산업	혁명의	핵심은	석탄이	아니라,	

석탄을	사용하는	방법이었다.”라고	Jeffrey	Sachs는	주장한다.	어쩌

면	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화석	연료가	그	규칙의	예외,	즉	한	

번만의	강렬한	성장	기간을	지지했던	한	번만의	선물이었을	가능성이	

더	적어(→	더	많아)	보인다.	어쨌든,	우리는	(이를)	알아내기	위해	나

아가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 해설

41	화석	연료가	뒷받침한	것과	같은	경제	성장에	재생	가능	에너지가	

동력을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화석	연료의	대체물이	있

을	가능성은	분명하지	않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①	‘우리는	아직	화석	연료의	대체물을	찾지	못했다’이다.	

②	산업	발달은	정말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③	에너지원을	통제하려는	국가들의	경쟁	

④	무엇이	자원	고갈을	유발했는가?

⑤	재생	가능	에너지를	찾는	동맹

42	화석	연료의	대체물이	개발될	것은	분명하지	않다고	했으므로,	

화석	연료가	한	번만의	급격한	성장을	뒷받침했던	한	번만의	선물이

었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는	것이	내용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e)의	less를	more로	바꾸어야	한다.	

구문 해설

	 In	general,	this	has	proved	true	in	the	past	—	[run	short	

of	nice	big	sawlogs	and	someone	invents	plywood]	—	but	

it’s	far	from	clear	[that	it	applies	to	fossil	fuel,	{which	<in	

its	ubiquity	and	its	cheapness>	is	almost	certainly	a	special	

case}].
첫	번째	[ ]는	If	you	run	short	of	nice	big	sawlogs,	someone	

invents	plywood로	바꿔	쓸	수	있다.	but	뒤의	it은	형식상의	주어

이고,	두	번째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 }는	fossil	fuel을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고,	< >는	관계절의	주어와	술어동사	사이에	삽

입된	전치사구이다.	

어휘와 어구

•	renewable	재생	가능한

•	immensely	엄청나게,	대단히

•	rewarding	유익한,	보답[보람]이	있는

•	theoretical	이론적인

•	commodity	원자재,	물품,	상품

•	run	short	거의	다	써	버리다,	떨어지다

•	incentive	동기,	자극

•	substitute	대체물

•	sawlog	제재용	통나무,	톱질할	통나무

•	far	from	전혀	~이	아닌,	~과는	거리가	먼	

•	semiconductor	반도체

•	plausible	그럴듯한,	타당한	것	같은

•	scarcity	부족,	결핍

•	back	지지하다,	도와주다

•	be	on	track	(착착)	나아가다[진행	중이다]	

•	depletion	고갈,	결핍,	소모

•	alliance	동맹,	동맹국

43~45
정답 43	⑤	 44	③	 45	④

소재 세계	최초로	북극에	도달한	Matthew	Henson

해석

(A)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Matt는	학교를	중퇴하고	접시	닦는	일

을	했다.	볼티모어의	한	선장이	그를	캐빈	보이로	고용했을	때	그는	

겨우	12살이었다.	선장은	그	고아에게	읽고,	쓰고,	배를	운전하는	법

을	가르쳐	주었다.	그	배의	선장이	죽었을	때,	Matt는	다시	혼자였

다.	그는	Washington,	DC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그는	Robert	E.	

Peary	선장을	만났는데,	그는	니카라과를	가로지르는	운하의	실행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남쪽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Matt를	만났을	

때,	그는	18세의	아이가	항해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

에	놀랐다.	그래서	그는	그	십	대를	자신의	개인	시종으로	고용했다.

(D)	그들이	중앙아메리카에서	지낸	2년	동안,	북극권을	탐험하려는	

Peary의	미래	목표는	Matt에게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1895년에	그

들은	그린란드로	재난이	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간신히	겨울을	넘

겼다.	그들이	한	Inuit	부족에게서	피난처를	찾았을	때,	Matt는	그들

의	어려운	언어를	숙달한	최초의	미국인이	되었다.	그는	또한	개	썰

매,	카약,	이글루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며,	혹독한	북극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	현지인들로부터	조언을	들었다.	Peary는	그의	시종이	북

극에	이르는	열쇠라는	것을	알았다.

(C)	몇	번의	시도에서	실패한	후,	1908년에	그들은	지구상의	최북

단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시작했다.	그	두	사람은	영하	

65도까지	떨어지는	기온을	무릅쓰고	얼음	벌판을	통과하고,	크게	벌

려진	틈을	가로질러,	우뚝	솟은	빙하를	넘어	힘겹게	나아가며,	북쪽

으로	개	썰매를	몰았다.	마침내	그들이	자신들의	목표물이	보이는	곳

에	이르렀을	때,	Peary	선장은	기진맥진해	있어서,	Matt는	계속해

서	나아가,	북극에	선	역사상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그는	그러고	나

서	Peary를	데리러	돌아갔다.	그	선장은	자신의	시종이	첫	깃발을	꽂

은	것에	몹시	화가	나,	그	후	영원히	그에게	말을	하기를	거부했다.

(B)	그	일행은	본국으로	돌아와	영웅	대접을	받았다.	자랑스러워한	

미국인들은	가두	행진과	환영	연회로	Peary	선장을	축하했고,	그에

게	북극에	선	최초의	사람이라고	박수를	보냈다.	아무도	Matt를	주목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는	북극에	처음으로	도달한	사람이	

바로	Matthew	Henson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마	그가	아프리카

계	미국인이	아니었거나	Peary의	시종이	아니었더라면,	그는	더	일

찍	인정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정	후	약	35년이	지나,	Mat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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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명예	훈장을	받았다.

문제 해설

43	주어진	글	(A)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Peary	선장이	니카라과

를	조사하기	위해	남쪽으로	항해하던	중	Matt를	만나	그를	자신의	시

종으로	고용했다는	내용	다음에,	중앙아메리카에서	그들이	2년	동안	

있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D)가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북

극을	탐험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몇	번의	시도

가	실패한	후	마지막	시도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C)가	그	뒤

에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Matt가	북극에	깃발을	꽂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이	나온	다음에,	그	일행이	환영을	받으며	미국에	돌아왔다는	내

용으로	시작하는	(B)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이다.	따

라서	(A)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44	(a),	(b),	(d),	(e)는	모두	Matt를	가리키고,	(c)는	Peary를	가

리킨다.

45	(C)에서	Peary는	Matt가	첫	깃발을	꽂은	것에	화가	나,	그	후	

그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Matt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④이다.

구문 해설

	 Yet	 today	 the	world	knows	 it	was	 [Matthew	Henson]	

who was	the	first	to	reach	the	North	Pole.	
「it	was	~	who	...」	강조	구문을	사용하여	[ ]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Maybe	 if	he	hadn’t been	African	American	or	 if	he	

hadn’t been	Peary’s	valet,	he’d have been	 recognized	

sooner.
가정법	과거완료	표현이	사용되어	과거의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의	내

용을	기술하고	있다.

어휘와 어구

•	take	on	~을	고용[채용]하다

•	cabin	boy	캐빈	보이(선장실에서	일하는	심부름꾼)

•	orphan	고아

•	canal	운하,	수로

•	valet	시종(남자	상전의	개인	수발을	드는	하인)	

•	party	일행,	무리

•	reception	환영[축하]	연회

•	applaud	박수[갈채]를	보내다

•	take	notice	of	~을	주목하다,	~을	알아차리다

•	shot	시도

•	northernmost	최북단의

•	slog	힘겹게	나아가다,	묵묵히[열심히]	하다

•	yawning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하품하는

•	towering	우뚝	솟은

•	glacier	빙하

•	plant	꽂다,	박아	넣다,	심다

•	barely	간신히,	겨우

•	refuge	피난처,	보호소

•	harsh	혹독한,	가혹한

•	make	it	to	~에	이르다	[도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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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답 ④

소재 야영	텐트	설치	장소

대본

M:	Welcome	to	my	channel,	campers.	 I’m	Gene	Wilson.	

It’s	not	always	easy	to	get	a	good	sleep	while	camping	

in	a	 tent.	 It	 starts	with	picking	a	good	spot	 to	set	up	

your	tent.	So	get	to	your	site	during	the	day,	so	that	you	

have	a	good	view	of	the	site.	This	helps	to	find	a	place	

that’s	shaded.	And	look	for	a	flat	grassy	surface	without	

tree	roots	and	rocks.	And	definitely	don’t	set	up	your	

tent	on	lower	ground,	where	water	collects.	If	possible,	

find	a	spot	on	higher	ground.	Follow	these	 tips	 for	a	

comfortable	night’s	sleep	while	camping	in	nature!	

해석

남: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영객	여러분.	저는	Gene		

Wilson입니다.	텐트에서	야영하는	동안	숙면하는	것이	항상	쉬

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텐트를	설치하기에	좋은	곳을	

고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현장을	잘	볼	수	있도록	낮

에	현장을	방문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늘이	있는	장소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무뿌리와	바위가	없는,	풀로	덮여	있는	

평평한	지면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물이	모이는	저지대에는	절대

로	텐트를	치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고지대에서	자리를	찾으세

요.	자연에서	야영하는	동안	편안한	밤잠을	자려면	이	조언을	따

르세요!

문제 해설 남자는	야영	시	텐트	설치에	적합한	장소로	그늘이	있고,	

나무뿌리와	바위가	없는,	풀로	덮여	있는	평평한	지면을	찾고,	물이	

모이는	저지대는	피하라고	알려	주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어휘와 어구

•	spot	곳,	장소

•	set	up	~을	설치하다,	~을	치다

•	site	현장,	위치

•	shaded	그늘이	있는

•	grassy	풀로	덮여	있는

•	surface	지면,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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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ct	모이다

02
정답 ③

소재 조리	과정	참여를	통한	편식	습관	개선

대본

M:	Honey,	what	are	you	looking	for	on	the	Internet?

W:	Well,	I’m	looking	for	a	dish	that	Jimmy	and	I	can	cook	

together.

M:	Are	you	going	to	cook	with	him?	Is	 it	a	kindergarten	

assignment?

W:	Not	really.	Jimmy’s	been	such	a	picky	eater	these	days.

M:	Right.	He	hasn’t	been	eating	his	vegetables.	But	how’s	

that	related	to	cooking	together?

W:	I	 think	 cooking	 with	 Jimmy	 can	 make	 him	 more	

interested	in	food	ingredients.

M:	Sounds	interesting,	but	do	you	really	think	it	will	reduce	

his	picky	eating?

W:	Yes,	 there’s	a	report	 that	 if	you	handle	the	ingredients	

yourself,	you	grow	to	like	their	taste.

M:	Oh,	 that	makes	sense.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W:	Nothing	 for	you	 to	do.	 Just	 enjoy	whatever	 Jimmy	

makes.

M:	What?	Anything?

W:	Of	course.	It’s	to	help	Jimmy.
해석

남:	여보,	인터넷에서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여:	음,	Jimmy와	함께	조리할	수	있는	요리를	찾고	있어요.

남:	아이와	함께	조리한다고요?	유치원	과제인가요?

여:	전혀	아니에요.	Jimmy가	요즘	편식이	심해져서요.

남:	맞아요.	요즘	아이가	채소를	안	먹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함께	

조리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여:	나는	Jimmy와	함께	조리하는	것이	아이가	음식	재료에	더	관심

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	흥미롭긴	한데요,	그것이	아이의	편식	습관을	줄일	것이라고	생각

하나요?

여:	네,	재료를	직접	다루면	그	재료의	맛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보고

가	있어요.

남: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뭐	도와줄	일이라도	있나요?

여:	당신이	할	일은	없어요.	그냥	Jimmy가	만드는	것이면	무엇이든	

먹으면	돼요.

남:	뭐라고요?	어떤	것이라도요?

여:	물론이죠,	Jimmy를	돕기	위해서예요.

문제 해설 여자는	음식	재료를	직접	다루면	그	재료의	맛을	좋아하게	

된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어린	아들의	편식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어

린	아들을	음식	조리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요리를	찾는다고	했으

므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어휘와 어구

•	look	for	~을	찾다

•	dish	요리,	접시

•	kindergarten	유치원

•	assignment	과제,	임무

•	picky	eater	편식가

•	food	ingredient	음식	재료

•	reduce	줄이다

•	handle	다루다,	만지다

03
정답 ③

소재 잡지사	인터뷰

대본

W:	Hello,	Mr.	Smith.	I	am	Susan,	who	talked	to	you	on	the	

phone	yesterday.

M:	Oh,	hello.	Thank	you	for	coming	all	the	way	here.

W:	You’re	welcome.	It’s	my	job.	Can	I	take	a	picture	before	

starting	the	interview?

M:	Sure,	I	hope	the	picture	comes	out	better	than	the	real	

thing.

W:	[Laughing]	I’ll	 try.	[Shutter sound]	You	won	an	award	

in	architecture	last	month.	Has	anything	changed	since	

then?

M:	Well,	 it	was	such	a	big	prize,	and	 it’s	made	me	very	

busy.

W:	You’ve	gotten	a	lot	of	design	requests,	haven’t	you?

M:	Yes,	 I’ve	 received	 several	 requests	 for	 remodeling	

buildings,	especially	from	large	companies.

W:	Good	for	you.	Anyway,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talk	with	me.

M:	No.	I’m	honored	to	have	my	story	published	in	one	of	

the	most	popular	magazines	in	the	country.

W: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해석

여:	안녕하세요,	Smith	씨.	저는	Susan이고,	어제	통화했었습니다.	

남:	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	천만에요.	제	일이니까요.	인터뷰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남:	그럼요,	사진이	실물보다	더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	[웃음]	해	볼게요.	[셔터	소리]	지난달에	건축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이후로	달라진	게	있나요?

남:	음,	그건	정말	큰	상이었고,	그로	인해	매우	바빴어요.

여:	설계	요청이	많이	들어왔군요,	그렇죠?

남:	네,	특히	대기업들로부터	건물	리모델링	요청을	여러	건	받았어요.

여:	잘됐네요.	어쨌든	이야기	나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	아닙니다.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잡지	중	하나에	제	이야기를	

게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정답과 해설 _ 실전 모의고사 3회  99

수능완성(영어)_해설_9교.indd   99 2022-05-10   오후 7:10:41



문제 해설 여자는	인터뷰하면서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고,	남자

가	끝부분에서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잡지	중	하나에	자신의	이야

기가	실리게	되어	영광이라고	했으므로,	여자는	기자임을	알	수	있고,	

남자는	건축상을	수상하고	건물	리모델링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되었

으므로	건축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

타낸	것은	③이다.

어휘와 어구

•	award	상

•	architecture	건축,	건축술

•	prize	상,	상품

•	request	요청,	요구

•	honored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	move	on	to	(새로운	일·주제로)	넘어가다[옮기다]	

4
정답 ⑤

소재 가족	인터넷	블로그	제작

대본

M:	Claire,	how’s	it	going	with	our	family	Internet	blog?

W:	I	 just	finished	decorating	the	first	page.	Take	a	look	at	

this.

M:	That’s	cool.	I	really	like	the	title	written	in	the	cloud	at	

the	top	of	the	page.

W:	So	do	I.	Do	you	see	 the	 three	heart	shapes	under	 the	

cloud?	They’re	menu	buttons.

M:	Really?	They’re	so	cute.

W:	There	 are	 three	 buttons	 now,	 but	 I	 can	 add	 more	

whenever	I	want.

M:	Great.	The	picture	on	 the	bottom	right	of	 the	page	 is	

from	our	last	year’s	picnic,	right?

W:	Yes,	that’s	right.	Do	you	remember	that	candy	in	Tony’s	

hand?	He	dropped	 it	 after	 taking	 the	picture,	 so	he	

couldn’t	eat	it.

M:	Yes,	it	was	so	funny.	Hmm,	there	are	two	boxes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Is	the	bottom	one	for	the	time	and	

date?

W:	Yes,	I	used	a	simple	digital	clock	shape.

M:	I	see.	And	the	upper	one	shows	the	weather.

W:	That’s	 right.	The	weather	 symbol	 and	 temperature	

change	in	real	time.	As	you	see,	it’s	raining	now.

M:	That’s	so	great.	You	must	have	had	a	hard	time	creating	

it.	
해석

남:	Claire,	우리의	가족	인터넷	블로그는	어떻게	되어	가요?

여:	방금	첫	페이지	장식을	끝냈어요.	이것	좀	봐요.

남:	멋지네요.	페이지	맨	위에	있는	구름에	쓰인	제목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	저도	그래요.	구름	아래	세	개의	하트	모양이	보이나요?	그것이	

메뉴	버튼이에요.

남:	정말요?	그거	정말	귀여운데요.

여:	지금은	세	개의	버튼이	있지만,	원할	때마다	더	추가할	수	있어요.

남:	멋져요.	페이지	하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작년	소풍	때인	거죠?

여:	네,	맞아요.	Tony가	손에	들고	있던	사탕을	기억하나요?	아이는	

사진을	찍은	후에	그것을	떨어뜨려서	먹을	수	없었어요.

남:	맞아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음,	페이지	왼쪽에	두	개의	상자가	있

네요.	아래쪽	상자가	시간과	날짜를	보여	주는	건가요?

여:	네,	간단한	디지털시계	모양을	사용했어요.

남:	그렇군요.	그리고	위쪽은	날씨를	나타내는군요.

여:	맞아요.	날씨	기호와	온도가	실시간으로	변해요.	보다시피,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남:	정말	훌륭하네요.	만드느라	고생	많았겠어요.

문제 해설 대화에서	지금	비가	오고	있다고	했는데,	날씨를	알려	주는	

왼쪽의	위쪽	상자에는	해	그림이	있으므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어휘와 어구

•	decorate	장식하다,	꾸미다

•	drop	떨어뜨리다,	떨어지다

•	temperature	기온,	온도

•	real	time	실시간

05 
정답 ④

소재 치과	예약용	앱	사용

대본

M:	Honey,	how	are	you	preparing	for	tomorrow’s	seminar?

W:	Well,	 I’m	 ready	 for	 the	presentation,	 and	now	 I’m	

working	on	the	printouts.

M:	You’ll	do	well,	as	always.

W:	Thank	you	for	saying	that.	Oh,	by	the	way,	I	think	John	

has	a	severe	toothache.

M:	Really?	I’ll	take	him	to	his	dentist	tomorrow.

W:	Thank	you.	But	I’ve	checked	and	John’s	dentist	is	fully	

booked	already.

M:	Then	 let’s	 find	another	dentist.	Do	you	know	anyone	

else?

W:	I	heard	Dr.	Peterson’s	dental	clinic	 is	very	good.	And	

they	offer	a	reservation	service	using	an	app.

M:	Oh,	 that’s	 good.	What	 app	 should	 I	 use	 to	make	 a	

reservation?

W:	Look	at	this	app.	You	can	easily	make	reservations	for	

dentists	registered	in	this	app.

M:	Can	I	download	it	for	my	phone?	

W:	Yes,	but	 I	 already	have	 it	on	my	phone.	 I’ll	make	a	

reservation	under	John’s	name	at	5	p.m.	tomorrow.

M:	Oh,	I’d	appreciate	it.	Then	I’ll	 take	John	to	the	dentist	

as	he	gets	back	from	school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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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남:	여보,	내일	세미나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여:	음,	발표	준비는	다	됐고,	인쇄물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남:	늘	그랬듯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여:	그렇게	말해	줘서	고마워요.	아,	그런데	John이	치통이	심한	거	

같아요.

남:	정말요?	내일	그의	치과	선생님께	데려갈게요.

여:	고마워요.	하지만	확인해	봤는데	John의	치과	의사는	이미	예약

이	꽉	찼어요.

남:	그럼	다른	치과	의사를	찾아보죠.	다른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여:	Dr.	Peterson의	치과가	아주	좋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앱

을	이용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남:	아,	잘됐네요.	예약을	하려면	어떤	앱을	사용해야	하나요?

여:	이	앱을	보세요.	이	앱에	등록된	치과	의사는	쉽게	예약할	수	있	

어요.

남:	내	휴대	전화에	다운받을	수	있나요?	

여:	네,	하지만	이미	내	휴대	전화에	그	앱이	있어요.	내일	오후	5시에	

John	이름으로	예약할게요.

남:	오,	그러면	고맙겠어요.	그럼	내일	John이	하교하는	대로	내가	치

과에	데려갈게요.

문제 해설 여자는	남자가	John을	치과에	데려갈	수	있도록	앱을	이

용하여	치과	예약을	한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④이다.

어휘와 어구

•	prepare	for	~을	준비하다,	~에	대비하다

•	presentation	발표,	설명

•	printout	인쇄(물)

•	severe	심한,	가혹한

•	toothache	치통

•	book	예약하다

•	reservation	예약

•	registered	등록된

06 
정답 ④

소재 세탁소	이용

대본

M:	Hello.	I’d	like	to	leave	my	laundry	for	cleaning.

W:	Please	put	the	clothes	you	brought	on	the	counter.

M:	I	have	3	coats	and	1	pair	of	pants.	How	much	will	 it	

cost?

W:	It’s	$20	for	each	coat	and	$10	for	the	pants.

M:	Oh,	by	the	way,	is	it	possible	to	alter	my	pants?	

W:	Yes,	we	can	do	 that	 for	you.	How	do	you	want	 them	

altered?

M:	The	pants	are	 too	big	 for	me.	 I’d	 like	 to	shorten	 the	

waist	by	about	an	inch.	Is	that	possible?

W:	Sure,	 the	waist	size	adjustment	 is	$10.	[Pause]	Oh,	 in	

the	case	of	 these	pants,	altering	the	waist	will	change	

the	shape	of	the	pants	quite	a	lot.	Is	that	okay?

M:	Really?	Then	I’ll	just	do	the	laundry.

W:	Okay,	 then	3	coats	and	1	pair	of	pants	 for	cleaning,	

right?

M:	Yes.	Can	I	pay	by	credit	card?

W:	Sure.	Please	write	down	your	phone	number	here	and	I’ll	

contact	you	when	the	laundry	is	done.

M:	Here	you	go.	Thank	you.
해석

남:	안녕하세요.	세탁물을	맡기고	싶습니다.

여:	가지고	온	옷을	계산대에	놓으세요.

남:	코트	세	벌에	바지	한	벌입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여:	코트	한	벌에	20달러이고,	바지는	10달러입니다.

남:	아,	그런데,	바지	수선이	가능한가요?	

여:	네,	해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수선해	드릴까요?

남:	바지가	제게	너무	커서요.	허리를	1인치	정도	줄이고	싶어요.	가

능할까요?

여:	네,	허리	사이즈	조정은	10달러입니다.	[잠시	후]	아,	이	바지의	

경우	허리	부분을	수선하면	바지	모양이	많이	바뀔	듯합니다.	괜

찮으시겠어요?

남:	정말요?	그럼	그냥	세탁만	할게요.

여:	좋아요,	그럼	코트	세	벌과	바지	한	벌만	세탁하시는	거죠?

남:	네.	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여:	물론이죠.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어	주시면	세탁이	끝난	후	연락드

리겠습니다.

남: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해설 코트	한	벌의	세탁	비용은	20달러이고,	바지	한	벌은	10달

러이며,	바지	수선	비용은	10달러이다.	남자는	코트	세	벌과	바지	한	

벌을	가지고	와서	세탁과	바지	수선을	의뢰하려	했는데,	바지	수선의	

경우	바지	모양이	바뀔	수	있기에	그냥	세탁만	하기로	했으므로	남자

가	지불할	금액은	④	‘70달러’이다.	

어휘와 어구

•	laundry	세탁물

•	alter	(옷을)	수선하다

•	waist	허리	부분

•	adjustment	조정,	수정

07
정답 ⑤

소재 헌혈	가능	나이

대본

W:	John,	why	don’t	we	go	donate	blood	together?

M:	Huh?	Why	do	you	want	to	donate	blood	all	of	a	sudden?

W:	A	blood	donation	campaign	is	going	on	because	there’s	

not	enough	blood	in	the	local	hospital.

M:	I	see.	I’d	like	to	help.	When	are	you	going	to	do	it?

W:	I’m	going	this	Saturday	afternoon.	After	that,	let’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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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ner	together.

M:	Okay,	but	this	is	my	first	time	donating	blood.	Are	there	

any	requirements?

W:	Well,	if	you’re	healthy,	you	won’t	have	a	problem.

M:	There	were	no	problems	on	my	last	physical	checkup,	

so	it	should	be	fine.

W:	Oh,	by	the	way,	when’s	your	birthday?

M:	Birthday?	It’s	the	13th	of	next	month.

W:	Oh,	I’m	afraid	you	can’t	donate	blood	this	time.

M:	Why	not?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my	birthday?

W:	I	mean,	 legally,	 only	people	over	16	years	old	 can	

donate	blood.	You	can	donate	blood	after	your	16th	

birthday.

M:	Really?	I’m	sorry	to	hear	that.
해석

여:	John,	우리	같이	헌혈하러	가지	않을래?

남:	어?	갑자기	헌혈하려는	이유가	뭐야?

여:	지역	병원에	혈액이	충분하지	않아서	헌혈	캠페인이	진행	중이야.

남:	그렇구나.	나도	돕고	싶어.	언제	할	거야?

여: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갈	거야.	그런	다음,	함께	저녁을	먹자.

남:	좋아,	그런데	헌혈은	이번이	처음이거든.	어떤	자격	요건이	있는	

거니?

여:	글쎄,	네가	건강하다면,	문제가	없을	거야.

남:	지난번	건강	검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괜찮을	거야.

여:	아,	그나저나	생일이	언제야?

남:	생일?	다음	달	13일.

여:	아,	이번에는	헌혈이	안	되겠는데.

남:	왜?	그게	내	생일이랑	무슨	상관인데?

여:	법적으로	16세	이상만	헌혈을	할	수	있어.	넌	16번째	생일이	지나

야	헌혈할	수	있어.

남:	정말?	아쉽네.

문제 해설 남자는	여자의	권유로	이번	주	토요일에	헌혈에	참여하고

자	했으나	다음	달이	되어야	법적으로	16세가	되어	헌혈을	할	수	있

는	법적	나이에	도달하게	되므로,	남자가	이번	주말에	헌혈을	할	수	

없는	이유는	⑤이다.

어휘와 어구

•	all	of	a	sudden	갑자기

•	blood	donation	헌혈

•	requirement	자격	요건

•	physical	checkup	건강	검진

•	legally	법적으로

08
정답 ④

소재 진로	박람회

대본

M:	Ms.	Johnson,	you	are	 in	charge	of	 this	week’s	Career	

Fair	for	students,	aren’t	you?

W:	Yes,	I	am,	Mr.	Baker.	What	can	I	do	for	you?

M:	I	heard	that	the	date	of	the	fair	has	changed,	so	I’d	like	

to	check	it	out.	It’ll	be	held	this	Saturday,	right?

W:	Yes,	 initially,	 it	was	scheduled	on	Sunday,	but	 it	was	

moved	to	Saturday.	

M:	Is	the	place	the	same	as	in	the	original	notice?

W:	Yes,	 there	is	no	change	in	location.	It’ll	be	held	at	 the	

school	gym	from	10	a.m.	to	4	p.m.

M:	Some	 parents	 from	 my	 homeroom	 class	 want	 to	

participate.	Will	it	be	okay?

W:	Sure.	 Parents	 are	 welcome	 to	 be	 part	 of	 the	 fair.	

Moreover,	 there’ll	be	a	special	 lecture	for	parents	at	2	

p.m.

M:	Is	lunch	served	at	the	event?

W:	No,	 it	 isn’t.	Participants	have	 to	prepare	 their	 own	

lunch,	but	we’re	going	to	provide	the	school	cafeteria	as	

a	place	to	eat.	

M:	Okay,	thank	you.	That’ll	be	a	great	help	when	informing	

students.
해석

남:	Johnson	선생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주	진로	박람회	

담당이시죠?

여:	네,	Baker	선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박람회	날짜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확인하고	싶어요.	이번	주	토

요일에	열리죠?

여:	네,	처음에는	일요일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토요일로	옮겼	

어요.	

남:	장소는	원래	공지된	것과	같은	곳인가요?

여:	네,	장소는	바뀌지	않았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교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남:	제	담임	학급의	몇몇	학부모님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데,	괜찮

을까요?

여:	물론이죠.	학부모님들이	박람회에	참여하시는	것은	환영합니다.	

게다가,	오후	2시에는	학부모님을	위한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남:	행사에서	점심이	제공되나요?

여:	아니요.	참가자들은	직접	점심을	준비해야	하고요,	우리는	학교	

구내식당을	식사	장소로	제공할	거예요.	

남:	네,	감사합니다.	학생들에게	알릴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문제 해설 개최	요일(this	Saturday),	개최	장소(the	school	

gym),	학부모	참여	가능	여부(Parents	are	welcome),	점심	식사	

제공	여부(Participants	have	to	prepare	their	own	lunch)는	언

급되었지만,	④	‘참여	신청	방법’은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와 어구

•	in	charge	of	~을	담당하는

•	career	fair	진로	박람회

•	initially	처음에

•	original	원래의

•	notice	공지

•	location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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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cipate	참여하다

•	lecture	강의

•	participant	참가자

•	prepare	준비하다

•	inform	알리다,	통지하다

09
정답 ③

소재 식물	재배	키트

대본

W:	Good	morning,	everyone.	Welcome	to	Rose	Kingdom	

Botanical	Garden.	 I’m	the	marketing	manager	of	 the	

botanical	garden.	Today,	 I’m	going	 to	 introduce	 the	

easiest	way	to	make	your	home	garden.	Our	botanical	

garden	will	 start	 selling	 a	 ‘Home	Garden	Kit’	 this	

Saturday	at	 the	gift	shop.	The	Home	Garden	Kit	will	

come	in	five	varieties	of	plants,	from	roses	to	cactuses.	

The	kit	consists	of	seeds	and	soil	and	pots	to	grow	them	

in.	You	won’t	need	to	buy	anything	more.	In	addition,	

a	detailed	description	of	how	 to	grow	 the	plants	 is	

enclosed	in	the	kit.	It	will	help	even	beginners	to	be	able	

to	organize	their	garden	at	home.	And	at	the	end	of	the	

year,	there	will	be	a	photo	contest	where	‘Home	Garden	

Kit’	buyers	compete	with	each	other	with	pictures	of	

plants	they	have	grown.	Don’t	miss	the	chance	to	make	

a	garden	in	your	house.
해석

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Rose	Kingdom	식물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식물원의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오늘,	저는	여

러분의	집	정원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식물원은	이번	주	토요일	선물	가게에서	‘Home	Garden	

Kit’의	판매를	개시합니다.	Home	Garden	Kit는	장미부터	선인

장까지	다섯	종류의	식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키트는	씨앗과	이

를	기르기	위한	흙	그리고	화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도	더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식물	재배

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가	키트	안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초보자들조차도	집에서	정원을	꾸밀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Home	Garden	Kit’	구매자들이	자신이	재배

한	식물	사진을	놓고	서로	겨루는	사진	경연이	열릴	것입니다.	여

러분의	집에	정원을	만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제 해설 키트는	씨앗과	이를	기르기	위한	흙	그리고	화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이다.

어휘와 어구

•	botanical	garden	식물원

•	introduce	소개하다

•	cactus	선인장

•	consist	of	~로	구성되다

•	seed	씨앗

•	soil	토양

•	pot	화분,	항아리

•	description	설명,	묘사

•	enclose	동봉하다

•	organize	체계화하다,	정리하다

•	compete	with	~과	겨루다

10
정답 ①

소재 식기	세척기	구입

대본

W:	Honey,	do	you	remember	we	were	talking	about	getting	

a	new	dishwasher?

M:	Sure.	Do	you	have	a	special	model	in	mind?

W:	No,	but	 a	 famous	home	appliance	blogger	posted	a	

comparison	table	of	popular	products.

M:	Oh,	really?	Let’s	look	at	it	together.	

W:	There	are	5	products	on	 the	 table.	 I	heard	products	

released	after	May	2020	are	equipped	with	new	motors,	

so	they	are	much	more	energy-efficient.

M:	Then	 let’s	 exclude	 the	 earlier	 models.	What’s	 our	

budget?	

W:	The	maximum	is	$1,000.	Considering	 the	budget,	we	

have	 three	models	 left.	How	much	capacity	do	you	

think	we	need?

M:	The	bigger	the	capacity,	the	better.	But	I	don’t	think	our	

kitchen	space	 is	 large	enough	 to	 install	one	for	more	

than	150	items.

W:	I	agree.	Oh,	this	one	can	be	linked	to	smartphone	apps.

M:	Right,	by	using	an	app,	you	can	set	a	timer	to	start	the	

dishwasher	later.

W:	Well,	I	wonder	if	I	really	need	that	function.

M:	You’re	probably	right.	We	don’t	have	to	buy	something	

more	expensive	because	of	functions	we	won’t	use.

W:	Yes,	I	couldn’t	agree	more.	Let’s	buy	this	model.
해석

여:	여보,	우리	새	식기세척기	구입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기억해요?

남:	물론이죠.	생각해	둔	특별한	모델이	있어요?

여:	아니요,	하지만	한	유명	가전제품	블로거가	인기	상품	비교표를	

게시했네요.

남:	아,	그래요?	같이	봅시다.	

여:	표에는	5개의	제품이	있는데요.	2020년	5월	이후에	출시된	제품

이	새	모터를	갖추어서	훨씬	더	에너지	효율적이라고	들었어요.

남:	그럼	이전	모델은	제외합시다.	예산이	얼마나	되죠?	

여:	최대	1,000달러예요.	예산을	생각하면,	세	가지	모델이	남아요.	

어느	정도	용량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남:	용량은	클수록	좋겠죠.	하지만	우리	주방	공간이	150	식기용보다	

더	큰	것을	설치할	만큼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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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동의해요.	아,	이	제품은	스마트폰	앱과	연결될	수	있네요.

남:	맞아요,	앱을	이용하면	나중에	세척기를	가동하도록	타이머를	설

정할	수	있어요.	

여:	글쎄요,	그	기능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남:	아마	당신	말이	맞을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기능	때문에	

더	비싼	것을	살	필요는	없어요.

여:	네,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	모델을	사죠.

문제 해설 2020년	5월	이후에	생산되었고,	1,000달러를	넘지	않으

면서,	150	식기용	이하의	용량이고,	스마트폰	앱과의	연결	기능은	없

는	제품을	구매한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구입할	식기	세척기는	①이다.

어휘와 어구

•	dishwasher	식기	세척기

•	release	출시;	출시하다

•	capacity	용량,	수용력

•	link	연결하다

•	home	appliance	가정용	전기	제품	

•	comparison	비교

•	equipped	with	~을	갖춘

•	energy-efficient	에너지	효율적인

•	exclude	제외하다

•	budget	예산

11
정답 ⑤

소재 수영장	입장

대본

M:	Excuse	me.	I	forgot	to	bring	my	swimming	cap.	Does	

that	mean	I	can’t	go	in	the	pool?

W:	Unfortunately,	as	you	know,	wearing	a	swimming	cap	is	

a	must.

M:	That’s	too	bad.	I	don’t	have	time	to	go	back	home	and	

get	my	cap.

W:		

해석

남:	실례합니다.	잊고	수영	모자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수영장에	들어

갈	수	없겠죠?

여:	안타깝게도,	아시다시피,	수영	모자를	쓰는	것은	필수	조건입	

니다.

남:	속상하네요.	집에	가서	수영	모자를	가져올	시간은	없거든요.

여:	음,	수영	모자는	프런트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문제 해설 남자는	수영	모자를	가져오지	않았고	집에	가서	수영	모자

를	가져올	시간이	없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의	응답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①	죄송합니다.	오늘	수영	강습은	취소되었습니다.

②	알겠습니다.	방금	식사	하셨으니	조금	기다리세요.

③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	수영장을	청소합니다.

④	맞습니다.	수영장이	바다보다	더	안전합니다.

어휘와 어구

•	swimming	cap	수영모

•	a	must	필수	조건

•	cancel	취소하다

•	rent	(사용료와	함께)	빌리다,	빌려주다

12
정답 ④

소재 신발	구매

대본

W:	Excuse	me.	Do	you	have	a	size	7	in	these	shoes?

M:	Oh,	I’m	sorry.	Currently,	we	don’t	have	any	in	size	7.	

We’re	expecting	more	next	week.

W:	Next	week?	I	heard	the	special	discount	ends	tomorrow.

M:		

해석

여:	실례합니다.	이	신발	7	사이즈	있나요?

남:	아,	죄송합니다.	현재	7	사이즈는	모두	품절이네요.	다음	주에	더	

입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	다음	주요?	내일	특별	할인이	끝난다고	들었어요.

남:	맞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다음	주에는	할인이	없습니다.	

문제 해설 여자는	자신이	원하는	사이즈의	신발은	현재	품절이고	다

음	주에	입고	예정인	상황에서	특별	할인이	내일	종료되는	것으로	안

다고	했다.	따라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①	아니요,	크기는	상관없어요.	그것들은	모두	할인	중입니다.

②	네,	가능합니다.	일주일	안에	그것들을	반환하실	수	있습니다.

③	죄송합니다만,	특별	사은품	증정	행사는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⑤	안타깝지만,	할부로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어휘와 어구

•	discount	할인

•	in	installments	할부로,	분납으로	

13
정답 ②

소재 동물	간식	제공

대본

M:	Honey,	are	you	ready	to	go	out?

W:	Not	yet.	What	time	did	you	say	the	zoo	opens?

M:	At	10	o’clock.	We	have	 to	 leave	now	 to	get	 there	at	

opening	time.

W:	Are	you	done	dressing	Jamie?	I	need	about	 ten	more	

minutes.

M:	We’re	all	set.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W:	No,	I’m	just	packing	some	vegetable	sticks.

M: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vegetable	sticks?	Are	

they	a	snack	for	Jamie?

W:	No,	I’m	going	to	feed	the	animals	in	the	zoo.

104  EBS 수능완성 영어

수능완성(영어)_해설_9교.indd   104 2022-05-10   오후 7:10:49



www.ebsi.co.kr

M:	Animal	snacks	are	sold	at	the	entrance	to	the	zoo.

W:	I	know,	but	the	zoo	only	allows	people	to	buy	one	set	of	

snacks	per	family.	I	think	Jamie	would	like	to	feed	the	

animals	more.

M:	Honey,	 the	 zoo	 has	 that	 regulation	 to	 protect	 the	

animals.	Feeding	 them	too	much	 isn’t	good	for	 their	

health.

W:		

해석

남:	여보,	나갈	준비됐어요?

여:	아직요.	동물원이	몇	시에	개장한다고	했죠?

남:	10시요.	개장	시간에	도착하려면	지금	출발해야	해요.

여:	Jamie	옷은	다	입혔어요?	난	10분	정도	더	필요해요.

남:	우리는	준비	다	됐어요.	내가	뭐	도와줄	일이라도	있을까요?

여:	아뇨,	그냥	채소	스틱을	싸고	있어요.

남:	채소	스틱은	무엇에	쓰려고요?	Jamie	간식인가요?

여:	아니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에게	먹이려고요.

남:	동물	간식은	동물원	입구에서	판매해요.

여:	알아요,	하지만	동물원에서는	가족당	한	세트의	동물	간식만	구매

할	수	있어요.	Jamie는	간식을	더	많이	주고	싶어	할	거예요.

남:	여보,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규정을	시행하는	거예

요.	간식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은	그것들의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여:	알았어요.	채소	스틱은	가져가지	맙시다.

문제 해설 가족이	함께	동물원에	방문	예정인	상황에서	여자가	동물

에게	줄	간식을	준비하고	있다.	남자는	동물원	입구에서	제한된	양의	

동물	간식을	판매하는	것은	동물의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

으므로,	남자의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①	물론,	그것은	그녀가	채소를	더	많이	먹도록	도울	거예요.

③	글쎄요,	동물원에서는	동물	간식을	팔지	않아요.

④	맞아요.	말린	채소	스틱은	쉽게	상하지	않아요.

⑤	알아요,	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간식은	너무	비싸요.

어휘와 어구

•	dress	옷을	입히다[입다]

•	feed	먹이를	주다

•	entrance	입구

•	regulation	규정,	규제

•	protect	보호하다

14
정답 ④

소재 스마트워치의	건강	기능

대본

M:	I	haven’t	seen	you	wear	that	watch	before.	Is	it	new?	

W:	Yeah,	it’s	a	smartwatch.	I	bought	it	last	weekend.

M:	A	smartwatch?	What	does	it	do	exactly?

W:	Well,	it’s	connected	to	my	smartphone	so	I	can	receive	

calls	and	read	messages	on	it.

M:	Cool.	Then	you	won’t	miss	anything	important.

W:	Right.	Also,	it	has	various	health	monitoring	features.

M:	Like	what?

W:	It	monitors	my	heart	 rate,	 sleep	habits,	and	physical	

activities.	For	example,	it	can	track	the	number	of	steps	

I	take	and	calories	I	burn	while	I’m	walking	or	running.

M:	That’s	awesome.	My	goal	is	to	walk	10,000	steps	a	day.	

But	the	only	way	I	can	keep	track	of	my	steps	is	to	carry	

my	smartphone	with	me.	

W:	In	that	case,	you	should	get	a	smartwatch.

M:	I	agree,	but	aren’t	they	expensive?

W:	Well,	 the	price	 range	varies	according	 to	 the	designs	

and	functions.	I’m	sure	you	can	find	an	affordable	one	

that	is	good	for	you.

M:		

해석

남:	네가	전에	그	시계를	찬	것은	본	적이	없는데.	새	거니?

여:	응,	스마트워치야.	지난	주말에	샀어.

남:	스마트워치?	정확히	뭘	하는	거야?

여:	음,	그건	내	스마트폰과	연동되어서	그것으로	전화를	받고	메시지

를	읽을	수	있어.

남:	멋진걸.	그러면	중요한	것을	놓칠	일이	없겠네.

여:	맞아.	그리고	그건	다양한	건강	관리	사양이	있어.

남:	예를	들면?

여:	그것은	내	심장	박동	수,	수면	습관,	그리고	신체	활동을	관찰해.	

예를	들어,	그것은	내가	걷거나	달리는	동안	나의	걸음	수와	태우

는	칼로리를	추적할	수	있어.

남:	굉장한데.	내	목표는	하루에	10,000보	걷는	거야.	하지만	내	걸

음	수를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거야.

여:	그렇다면,	스마트워치를	사야겠네,

남:	동감이야,	하지만	비싸지	않아?

여:	글쎄,	디자인과	기능에	따라	가격대가	달라.	너에게	괜찮은	적당

한	가격의	것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남:	좋아!	나에게	맞는	스마트워치를	온라인에서	찾아볼게.

문제 해설 남자가	스마트워치	구입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서도	가격

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여자는	남자에게	디자인과	기능에	따라	가격

대가	다르며	적당한	가격의	제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①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돼.

②	좋은	지적이야.	대신에	실내에서	걷기를	하자.

③	정말?	나는	네가	그것을	이미	샀는지	몰랐어.

⑤	맞아.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당장은	그렇게	비싼	거야.

어휘와 어구

•	feature	사양,	특징

•	heart	rate	심장	박동	수

•	physical	신체의,	육체의

•	awesome	굉장한,	아주	멋진

•	range	범위,	폭

•	affordable	(가격	등이)	알맞은,	감당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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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답 ⑤

소재 글쓰기	동아리	활동

대본

W:	Amy	and	Brandon	are	members	of	a	writing	club.	At	

meetings,	club	members	are	supposed	to	share	pieces	

of	writing	with	each	other	and	provide	feedback	to	one	

another.	But	Brandon	has	yet	to	bring	in	any	writings	to	

share.	Whenever	Amy	asks	Brandon	why	not,	he	tells	

her	that	he	wants	to	create	a	perfect	piece	of	writing	to	

show	the	other	club	members	and	he	cannot	complete	

the	work	 in	 time.	But	Amy	thinks	his	priority	should	

be	to	simply	share	a	piece	of	writing.	Then	he	can	get	

feedback	from	others,	which	can	help	him	improve	his	

writing.	So,	 she	wants	 to	advise	Brandon	 to	share	a	

piece	of	writing	even	if	it’s	not	perfect.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Amy	most	likely	say	to	Brandon?

Amy:		

해석

여:	Amy와	Brandon은	글쓰기	동아리	회원입니다.	모임에서,	동아

리	회원들은	글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Brandon은	공유할	어떤	글도	아직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Amy가	Brandon에게	왜	그런지	물을	때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은	다른	동아리	회원들에게	보여	줄	완벽한	글을	창

작하고	싶은데	그	일을	제시간에	끝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

만	Amy는	그가	우선	해야	할	일은	그저	한	편의	글을	공유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

드백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은	그가	글을	쓰는	것을	향상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Brandon에게	완벽하지	않

더라도	한	편의	글을	공유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서	Amy는	Brandon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Amy:	목표는	너의	글을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공유하는	것

이어야	해.

문제 해설 회원들이	글쓰기	동아리	모임에	와서	자신의	글을	공유하

고	피드백을	주고받기로	했는데	Brandon은	완벽한	글을	창작하고	

싶은	마음에	제시간에	완성해	오지	못하고	있고,	Amy는	그런		

Brandon에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글을	공유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

어야	한다고	조언하려는	상황이다.	따라서	Amy가	Brandon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①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읽을	것을	제안해.

②	내가	우리	다음	모임의	일정	잡는	것을	도와줄래?

③	느려도	꾸준하면	경주에서	이긴다는	말을	잊지	마.

④	만약	모임에	늦을	것	같으면,	나에게	전화해	줘.

어휘와 어구

•	be	supposed	to	do	~하기로	되어	있다

•	have	yet	to	do	아직	~하지	않다

•	in	time	시간	맞춰,	늦지	않게

•	priority	우선	사항,	우선(권)

•	steady	꾸준한,	한결같은

16~17
정답 16	③	 17	①

소재 과일	껍질의	피부	개선	효능

대본

W:	Good	morning,	listeners.	I’m	Sally	Griffin	with	Today’s 

Health Tip.	When	you	eat	 fruit,	do	you	 throw	away	

the	peel?	Today,	I’d	like	to	let	you	know	that	fruit	peel	

can,	 in	fact,	 improve	your	skin.	You	can	use	 the	peel	

of	certain	 types	of	fruit	 to	 treat	your	skin	at	home	by	

gently	 rubbing	 the	peel	onto	your	skin	or	by	making	

your	own	face	pack.	Orange	peel	 is	rich	in	vitamin	C	

and	calcium.	It	has	properties	 that	can	help	 treat	oily	

skin.	Avocado	peel	is	rich	in	nutrients	so	it	can	be	used	

as	a	natural,	chemical-free	way	to	nourish	your	skin.	It	

is	a	great	remedy	for	dry,	itchy,	and	rough	skin.	Banana	

peel	 is	 rich	 in	vitamins,	magnesium,	and	 iron.	 It	also	

has	soothing	properties,	so	 it	 is	a	natural	 remedy	for	

skin	irritation.	The	vitamins	A	and	C	in	apple	peel	help	

delay	the	process	of	aging.	Apple	peel	is	also	known	to	

treat	skin	from	sunburns	and	to	cleanse	skin.	Enjoy	both	

the	inside	and	the	outside	of	your	fruit,	and	your	skin	

will	be	healthy	and	happy!
해석

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Today’s Health Tip의	Sally	

Griffin입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드실	때,	껍질을	버리시나요?	오

늘,	저는	과일	껍질이	사실	여러분의	피부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

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특정한	종류의	과일	껍질을	사용하여,	

껍질을	피부에	부드럽게	문지르거나	여러분만의	얼굴	팩을	만듦

으로써,	집에서	피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껍질에는	비

타민	C와	칼슘이	풍부합니다.	그것은	지성	피부를	관리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보카도	껍질은	영양

분이	풍부해서	여러분의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천연의	화

학	성분이	없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조하고,	

가렵고,	거친	피부를	위한	훌륭한	치료제입니다.	바나나	껍질에는	

비타민,	마그네슘,	철분이	풍부합니다.	그것은	또한	진정시키는	

특성이	있어서	피부	자극에	대한	천연	치료제입니다.	사과	껍질에	

들어	있는	비타민	A와	C는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	껍질은	또한	햇볕에	탄	피부를	치료하고	피부를	깨끗하게	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일의	속과	겉을	모두	즐기세요,	그

러면	여러분의	피부는	건강하고	행복해질	거예요!	

문제 해설

16	과일	껍질을	얼굴에	문지르거나	팩을	만들어	피부를	관리하는	방

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피부	관리를	위해	과일	껍질을	사용하는	것의	이점’이다.	

①	과일	알레르기에	대한	민간요법

②	유기농	피부	관리	제품의	인기

④	식사에	과일과	채소를	더하는	쉬운	방법	

⑤	일부	과일	껍질이	먹기에	안전하지	않은	이유

17	오렌지,	아보카도,	바나나,	사과는	언급되었지만,	①	‘포도’는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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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지	않았다.

어휘와 어구

•	peel	껍질	

•	rub	문지르다,	비비다

•	property	특성,	속성

•	nutrient	영양소,	영양분

•	chemical-free	화학	성분이	없는

•	nourish	영양분을	공급하다

•	remedy	치료(제),	치료법

•	itchy	가려운,	가렵게	하는

•	soothing	진정하는,	달래는

•	irritation	자극,	흥분,	짜증

•	sunburn	햇볕에	탐

•	cleanse	깨끗하게	하다,	세척하다

18
정답 ①

소재 건물	증축	계획	수정

해석 Goldman	씨께

Beaumont	Welding	Center	증축에	대한	예비	설계도를	재검토

한	후,	저희	건축가	Bob	Taylor와	J.	B.	Hardwick은	증축	공간을	

141제곱피트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	공간은	총

예산	항목을	107,600달러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	추가	공간은	책

상	3개,	사물함,	서류	캐비닛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가장	

실용적인	크기는	안	길이를	10피트	6인치에서	12피트로,	길이는	30
피트에서	38피트로	총	141제곱피트를	늘리는	것입니다.	6월에	제출

된	원	견적은	제곱피트당	102달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견적은	

14,382달러(141제곱피트×102달러)에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물가	

상승률	10%를	더한	만큼	증가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	회의	때	이	문

제에	대해	좀	더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New	Dream	최고	경영자	Michael	Davis	드림

문제 해설 건축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증축	관련	예비	설계도와	견적	

비용에	수정이	필요한	것을	의뢰인에게	알리는	글이므로,	글의	목적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구문 해설

	 The	most	practical	size	would	be	to	increase	[{the	depth	

from	10´6˝	to	12´}	and	{the	length	from	30´	to	38´}],	[a	

total	of	141	square	feet].	
첫	번째	[ ]는	두	개의	{ }가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increase
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이다.	두	번째	[ ]는	첫	번째	[ ]와	동

격	관계에	있다.

	 The	original	estimate	 [submitted	 in	 June]	was	based	

on	$102	per	square	foot;	 therefore,	 the	estimate	needs	to	

be	 increased	[by	$14,382	(141	ft2 ×$102)],	plus	 [the	10	

percent	inflation	rate	on	the	entire	project].	
첫	번째	[ ]는	The	original	estimate을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두	

번째	[ ]는	be	increased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이다.	세	번째	[ ]는	

전치사	plu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이다.

어휘와 어구

•	review	재검토하다

•	plan	설계도[도면],	계획

•	addition	증축,	부가

•	architect	건축가

•	additional	추가의

•	square	제곱의,	평방의

•	foot	피트(길이의	단위로	30.48	cm에	해당)	(pl.	feet)
•	budget	예산

•	locker	사물함

•	file	cabinet	서류	캐비닛

•	practical	실용적인

•	estimate	견적,	추정

•	submit	제출하다

•	inflation	rate	물가	상승률

19
정답 ②

소재 아기를	강에	떨어뜨린	엄마

해석 어느	날	오후,	뉴델리	근처에서,	Daksha는	아기를	품에	안고	

Payaswami	강가를	따라	걷고	있었다.	그	아기는	그녀의	손아귀에

서	미끄러져,	흐르는	물에	빠졌다.	Daksha는	비명을	질렀는데,	그녀

는	수영할	줄	몰랐다.	그때	한	무리의	원숭이가	근처	나무에서	지켜보

고	있었다.	갑자기,	한	원숭이가	나무에서	바로	강으로	뛰어내렸고	그	

아기	쪽으로	헤엄쳤다.	물살을	무릅쓰고,	그	작은	원숭이는	그	엄마가	

기다리는	강가로	그	사람	아기를	끌고	갔다.	그	원숭이는	엄마의	발치

에	그	아이를	놓고	다시	나무	위로	기어올랐다.	자신의	아기가	괜찮다

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마침내	숨을	쉴	수	있었다.

문제 해설 Daksha는	강가에서	아기를	안고	걷다가	흐르는	물에	아

기를	떨어뜨려	비명을	지르며	겁에	질려	있다가,	원숭이가	강물에	뛰

어들어	아기를	자신의	발치로	데리고	온	후	아기가	괜찮다는	것을	알

았을	때	마침내	숨을	쉬며	안도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Daksha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겁에	질린	→	안도한’	

이다.

①	즐거운	→	슬픈	

③	짜릿한	→	부끄러운

④	영감을	받은	→	겁먹은

⑤	따분한	→	흥분한

구문 해설

	 One	afternoon,	near	New	Delhi,	Daksha	was	walking	

[with	her	 infant	 in	her	 arms]	 [along	 the	 shore	{of	 the	

Payaswami	River}].		
첫	번째	[ ]는	「with+명사구+전치사구」의	구조로	주절의	주어인	

Daksha의	동작에	대한	부수적	상황을	나타낸다.	두	번째	[ ]는	이

동	방향에	관한	부가적	정보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이고,	{ }는	the	

shore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이다.	

	 [Braving	 the	current],	 the	 little	monkey	dragg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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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infant	to	the	shore	[where	the	mother	waited].
첫	번째	[ ]는	주절의	주어인	the	little	monkey를	의미상의	주어

로	하여	주절이	기술하는	내용의	부수적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

다.	두	번째	[ ]는	the	shor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	infant	아기

•	slip	미끄러지다,	빠져나가다	

•	grasp	손아귀,	꽉	쥐기

•	flowing	흐르는

•	scream	비명을	지르다

•	leap	뛰다

•	brave	용감히	대면하다

•	current	물살,	흐르는	물

•	drag	끌고	가다,	끌다

•	scramble	기어오르다,	재빨리	움직이다

•	breathe	숨을	쉬다

20
정답 ③

소재 잠재력	개발을	위한	노력

해석 인류	전체	역사에서,	여러분	같은	사람은	결코	없었고	앞으로

도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독특한	특징과	자질	조합을	소

유할	확률은	500억	대	1이	넘는다.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서	특별하거나	비범한	것,	즉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은	

그것을	할	것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드물고	독특한	재능을	가

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대부분은	평범

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삶을	접하게	된다.	사회가	‘위대하다’고	칭하

는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매우	높은	정도

까지	개발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룬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의	잠재력은	잠복	상태에	있다.	만약	여러분이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다면	그것을	찾아내어	개발해야	한다.	성공의	공식은	간단하

다.	즉	몇	가지	간단한	단련을	매일	실천하라.

문제 해설 누구나	독특한	특징과	자질의	조합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잠재력을	찾아내어	개발해

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구문 해설

	 In	the	entire	history	of	the	human	race,	[there	has	never 
been],	[nor will there	ever	be],	anyone	just	like	you.	
두	개의	[ ]는	이어지는	공통어구	anyone	just	like	you와	동시에	

연결된다.	두	번째	[ ]에는	부정어인	nor가	앞에	쓰였으므로	there
와	will이	도치되었다.

	 The	odds	of	 [another	human	being	possessing	your	

unique	combination	{of	characteristics	and	qualities}]	are	

more	than	50	billion	to	one.	

[ ]는	another	human	being을	의미상의	주어로	하는	동명사구로	

전치사	of의	목적어이다.	{ }는	combination을	수식하는	전치사

구이다.

어휘와 어구

•	entire	전체의

•	odds	확률,	가능성

•	combination	조합

•	characteristic	특징

•	quality	자질

•	billion	10억

•	rare	드문

•	label	~이라고	칭하다[부르다]

•	performance	성취,	달성,	성과

•	formula	공식

•	discipline	단련,	훈련

21
정답 ④

소재 과학자의	비유적	표현

해석 과학자가	비유적	표현을	만들	때,	그	과학자는	문화적	원천으

로부터	그것을	채택한다.	대안이	없으니,	과학자들은	대다수	사람에

게	공교롭게도	낯선	특정	영역	내에서	일상적인	이해를	적용할	수밖

에	없다.	우리가	알다시피,	비유적	표현은	어떤	것을	다른	것의	관점

에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학자가	선택하는	그	‘다른	것’

은	그	과학자가	우리	모두와	공유하는	일상의	무언가가	될	것이다.	따

라서	성공적인	비유적	표현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과학자는	자신이	

위치한	더	광범위한	언어	생태	환경에	대한	명시적이지	않은	이해를	

이용해야	한다.	그	과학자가	다른	비유적	표현	대신	선택한	하나의	비

유적	표현은	자신의	열망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맥락도	반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예전에	Edinburgh	대학교의	과학학	학자였던	

David	Edge는	우리가	뇌를	컴퓨터	시스템으로	묘사하는	것에	주목

하면서,	“우리의	환경과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	우리가	

고안하는	바로	그	장치로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받게	되는	이러한	과

정의	범위와	역학	관계를	탐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러한	비유적	표현에	예시되는	인식	방식을	강화하며,	아

마도	다른	인식	방식에는	눈을	감을	것이다.

문제 해설 과학자들은	사람들에게	낯선	특정	영역의	이해를	돕기	위

하여	비유적	표현을	적용하지만,	그	비유적	표현은	과학자	자신의	사

회적	맥락을	반영한	것이어서,	비유적	표현으로	제시한	사례가	제공

하는	이해의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밑줄	친	부

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그	비유적	표현들로	제시된	

맥락에	한정하여	이해할	것이다’이다.

①	그	비유적	표현들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깨달을	것이다

②	그	비유적	표현들을	더	넓은	사회적	상황과	연결할	것이다

③	그	비유적	표현들의	핵심	의미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⑤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명백한데도	그	비유적	표현들의	의미를	이해

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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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해설

	 And	 that	 “other”	 [that	 a	 scientist	 chooses]	 will	 be	

something	from	everyday	life	[that	she	shares	with	all	of	

us].
두	개의	[ ]는	각각	that	“other”와	something	from	everyday	

lif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Noting	 {that	 we	 describe	 the	 brain	 as	 a	 computer	

system}],	 for	example,	David	Edge,	 formerly	a	science	

studies	scholar	at	Edinburgh	University,	recommended	[that	

we	“explore	the	extent	and	the	dynamics	of	this	process	{by	

which	our	 imagination	comes	 to	be	dominated	by	 those	

very	devices	<which	we	devise	in	order	 to	dominate	and	

control	our	environment	and	human	society>}].”	
첫	번째	[ ]는	David	Edge를	의미상의	주어로	하여	주절이	기술

하는	내용의	부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고,	첫	번째	{ }	

는	Not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두	번째	 [ ]는		

recommend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두	번째	{ }는	

this	proces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 >는	those	very	devices
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	coin	(새로운	낱말	어구를)	만들다

•	metaphor	비유적	표현,	은유

•	adopt	채택하다

•	alternative	대안

•	realm	영역

•	foreign	낯선,	생소한	

•	in	terms	of	~	면에서

•	draw	on	~을	이용하다,	~에	의지하다

•	implicit	명시적이지	않은,	함축적인

•	ecology	생태	환경,	생태학

•	context	맥락

•	ambition	열망,	야망	

•	formerly	예전에

•			science	studies	과학학(과학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하는	과학사,	

과학	철학,	과학	사회학,	과학	윤리학,	과학	정책학	등의	총칭)

•	extent	범위,	정도

•	dynamics	역학	관계

•	dominate	지배하다

•	device	장치,	방법

•	devise	고안하다

•	reinforce	강화하다

•	perceive	인식하다,	이해하다

•	blind	oneself	to	~에	눈을	감다,	~을	모르는	척하다	

22
정답 ⑤

소재 학습	심리학의	관점에서의	비유

해석 동기	부여와	관심은	효과적인	학습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학생

들이	개념이나	맥락에	끌리지	않는다면,	학습은	거의	확실히	제한적

일	것이다.	개념	학습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

로	학생이고,	이	선택은	거의	항상	“내가	이것을	배우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기초한다.	학생들은	과제에	대한	관심,	교사와의	관계,	지식의	

인식된	가치와	유용성,	자기	효능감,	그리고	사회적	풍토를	포함한	다

양한	이유로	어떤	주제에	몰두하기로	선택한다.	이	마지막	요소(사회

적	풍토)는	비유를	수반하여	가르칠	때	자주	무시되지만,	중요하다.	

교실은	사회적	환경이며,	Vygotsky의	학습	심리학은	왜	사회적	상

호	작용이	유용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교사가	(예를	들어	

한	학생	그룹이	공유하는	‘근접	발달	영역’에	위치한	비유를	선택함으

로써)	자신의	계획	및	수업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사회

적	지식과	경험은	비유를	가르치는	작업의	가장	효과적인	원천이며,	

비유물은	(‘학생들의’	실생활에서	끌어내어)	학생들에게	‘친숙해야	한

다’.	간단히	말해서,	비유물이	친숙하지	않거나	흥미롭지	않다면,	사

용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 해설 학생들의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한	요소로	사회적	상호	작용

을	강조하며,	비유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의	사회적	

지식과	경험에	기반하여	학생들의	실생활에서	끌어낸	친숙한	것을	비

유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⑤이다.

구문 해설

	 It	 is	 [the	 student]	who	 decides	 [whether or not	 to	

engage	 in	concept	 learning],	 and	 this	choice	 is	 almost	

always	based	on	 the	question,	“Do	I	want	 to	 learn	 this	

stuff?”	
「It	is	~	who	...」	강조	구문을	사용하여	첫	번째	[ ]	부분을	강조하

고	있다.	두	번째	[ ]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whether	or	not+to부정사구」	구문으로	decides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Students	choose	to	be	involved	in	a	topic	for	a	variety	of	

reasons,	 including	[interest	 in	the	task],	[rapport	with	the	

teacher],	[perceived	value	and	utility	{of	the	knowledge}],	

[self-efficacy],	and	[the	social	climate].	
다섯	개의	 [ ]는	콤마와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전치사		

including에	이어진다.	{ }는	전치사구로	perceived	value	and	

utility를	보충한다.

어휘와 어구

•	motivation	동기	부여

•	ingredient	요소

•	concept	개념

•	engage	in	~에	참여하다,	~에	관여하다

•	be	involved	in	~에	몰두하다

•	utility	유용성

•	self-efficacy	자기	효능감

•	climate	풍토,	풍조

•	analogy	비유,	유추

•	psychology	심리학

•	interaction	상호	작용

•	enhance	향상하다,	강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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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Not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	근접	발달	영역)
아동이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발달	수준

과	또래나	성인이	도움을	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	수준	사

이의	이론적인	영역을	뜻한다.	러시아의	심리학자	L.	Vygotsky가	지능	검

사는	아동의	잠재	능력의	측정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발달	가능성을	고려

하여	평가하고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	

했다.

23
정답 ②

소재 메르카토르	투영도의	특성

해석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일반적으로	사용된	가장	흔한	세계	지도는	

항법	목적에	매우	유용한	메르카토르	지도	또는	유사한	투영도였다.	

이	투영도들은	방향을	왜곡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발점에서	목적	지

점까지	나침반	방향으로	항해함으로써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쉽

게	이동하도록	사용될	수	있었다.	이것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경로는	아니었지만,	어떤	여행에서는	그것이	가장	쉽게	따를	수	있는	

경로였다.	하지만	메르카토르	지도에서	북극과	남극은	실제	그대로의	

지점이	아니라	지구의	둘레	전체만큼	긴	선이다.	그러므로	극지방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면적이	보일	수밖에	없고,	그것(즉	그	면적)이	

더	많이	과장된다.	내	사무실에	걸려	있었던	한	메르카토르	투영도에

서,	남극	대륙은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합친	것보다	더	크게	보이

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지도에서	이야기되는	거짓은	꽤	명백

하다.	예를	들어,	자연	잡지에서	북극곰	서식지를	보여	주는	어느	지

도는	서식지의	범위를	크게	과장한	메르카토르식	투영도를	사용했다.

문제 해설 메르카토르	투영도는	두	지점	사이의	방향을	왜곡하지	않

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극지방으로	갈수록	지도상의	면적을	크게	과장

하는	한계점도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②	‘메르카토르	투영도의	장점과	왜곡’이다.

①	메르카토르	투영도의	제작	원리	

③	지도의	기본적	특징으로서의	척도	및	투영

④	메르카토르	투영도를	완성하기	위한	탐사

⑤	지도	제작사의	지식	부족으로	인한	지도상의	부정확성

구문 해설

	 [Since	 these	projections	didn’t	distort	direction],	 they	

could	be	used	[to	travel	easily	from	one	point	to	another	by	

{sailing	the	compass	direction	from	point	of	origin	to	point	

of	destination}].
첫	번째	[ ]는	Since가	유도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두	

번째	[ ]는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고,	{ }는	전치사	by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다.

	 On	Mercator	maps,	 though,	the	North	and	South	Poles	

aren’t	the	points	[they	really	are]	but	rather	lines	[that	are	

as	long	as	the	entire	circumference	of	the	world].	
첫	번째	[ ]는	the	point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두	번째	[ ]는	

lin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	general	일반적인

•	navigation	항법,	항해

•	distort	왜곡하다

•	compass	나침반

•	route	경로

•	journey	여행

•	pole	(지구의)	극,	극지방

•	exaggerate	과장하다

•	Antarctic	남극의

•	continent	대륙

•	polar	bear	북극곰

•	habitat	서식지

•	extent	범위,	정도

24
정답 ①

소재 숲	하층	식물의	특성

해석 모든	대형	초식	동물들처럼,	사슴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

데,	그것은	그들이	닿을	수	있는	초목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

고	보통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초목은	초식	동물의	공격에	대비해	무장

을	했다.	일반적인	방위	수단은	가시,	독소,	또는	단순히	두껍고	단단

한	나무껍질을	포함하지만,	중부	유럽	숲의	일부	나무들은	이러한	방

어	수단을	전혀	발달시키지	못했다.	이것은	그	나무의	자손들이	굶주

린	동물들의	모든	입질에	대항할	능력	없이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할까?	숲을	잘	둘러보면	너도밤나무가	자신을	어떻게	방어하는지	알	

수	있다.	매년	잎을	떨어뜨리는	나무	주변의	숲	바닥에는	초목이	눈에	

띄게	없다.	이곳저곳에서	오래된	거목이	쓰러져	햇빛	몇	줄기가	땅에	

닿을	수	있게	된	작은	빈터에서	외톨이	양치식물이나	풀	몇	포기를	발

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빛	수준이	너무	낮아	식

물이	다량의	당을	생산하지	못하는데,	이는	숲에서	자라는	야생	식물

이	(숲)	밖의	확	트인	평지에서	자라는	동족에	비해	영양소를	거의	함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하층	식물은	질기고	쓰다.

문제 해설 중부	유럽	숲의	하층	식물은	초식	동물의	먹이가	되는	것을	

방어하는	가시,	독소,	또는	두껍고	단단한	나무껍질과	같은	일반적인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숲의	햇빛을	덜	받아서	영양소가	거

의	없는	질기고	쓴	잎을	가지고	있어서,	초식	동물의	매력적인	먹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①	‘숲	식물이	어떻게	먹히는	것을	피하는가’이다.

②	사슴을	차단하는	울타리가	어떻게	역효과를	낼	수	있는가

③	왜	숲의	바닥에는	초목이	없는가

④	동물은	숲을	보존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가	

⑤	왜	식물이	단단한	껍질로	무장하는가

구문 해설

	 The	 forest	 floor	 [around	 trees	 {that	 annually	 shed	

leaves}]	is	noticeably	empty	of	vegetation.	

[ ]는	The	forest	floor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이다.	{ }는	tre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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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general,	however,	light	levels	are	too	low	for	plants	to	

produce	large	quantities	of	sugar,	[which	means	that	wild	

plants	{growing	 in	 the	 forest}	contain	 few	nutrients	 in	

comparison	with	their	relatives	{growing	out	in	the	open}].	

[ ]는	선행하는	절을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첫	번째	{ }는	

wild	plants를	수식하는	분사구이고,	두	번째	{ }는	their	relatives	
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어휘와 어구

•	vegetation	초목,	식물

•	available	획득될	수	있는,	이용될	수	있는

•	arm	무장하다,	무장시키다

•	safeguard	방위	수단,	보호	장치

•	thorn	가시

•	toxin	독소

•	bark	나무껍질

•	defence	방어	수단

•	offspring	자손,	(동식물의)	새끼

•	endure	견디다

•	bite	입질

•	annually	매년

•	shed	떨어뜨리다

•	noticeably	눈에	띄게

•	empty	of	~이	없는

•	open	확	트인	평지,	노천

•	understory	(식물	군락의)	하층

•	tough	질긴

25
정답 ③

소재 1인당	전자	폐기물	발생	상위	9개국

해석 위	표는	2019년에	가장	많은	1인당	전자	폐기물을	배출한	상

위	9개국을	보여	준다.	1인당	전자	폐기물	발생	면에서	노르웨이가	

26kg으로	순위를	이끌었고	영국이	그	뒤를	이었는데,	영국은	거의	

24kg을	발생시켰다.	이	상위	2개국과	아울러	나머지	7개국은	모두	

1인당	20kg이	넘게	발생시켰다.	9개국	중에서	미국이	가장	많은	전

자	폐기물	총량을	발생시켰는데,	영국에서	발생된	것보다	두	배가	많

았다.	프랑스는	1인당	전자	폐기물	배출량은	8위였지만	전자	폐기물	

총	발생량은	호주와	네덜란드의	총	전자	폐기물을	합친	양을	넘었다.	

1인당	최대	전자	폐기물	배출국인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전자	폐기물

의	총량은	프랑스에서	발생한	전자	폐기물	총량의	14분의	1이었다.

문제 해설 미국이	9개국	중	가장	많은	전자	폐기물	총량을	발생시킨	

것은	맞게	기술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전자	폐기물	총량은	690만	톤

이고,	영국의	총량은	160만	톤이어서	두	배	차이라는	기술은	맞지	않

는다.	따라서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이다.

구문 해설

	 [In terms of	per	capita	e-waste	generation],	Norway	

led	the	rankings	at	26	kilograms,	[followed	by	the	United	

Kingdom,	{which	generated	almost	24	kilograms}].	

첫	번째	[ ]는	‘~	면에서’라는	의미의	In	terms	of에	의해	유도되

는	전치사구이다.	두	번째	[ ]는	주어인	Norway가	의미상의	주

어가	되고,	이를	부연	설명하는	분사구문이다.	{ }는	the	United		

Kingdom을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The	total	amount	of	e-waste	[generated	in	Norway,	{the	

largest	per	capita	e-waste	producer}],	was	one	fourteenth	

of	that	[generated	in	France].
첫	번째	[ ]는	e-waste를	수식하는	분사구이고,	{ }는	Norway
와	동격	관계를	이루면서	이를	부연	설명하는	명사구이다.	두	번째	

[ ]는	the	total	amount	of	e-waste를	대신하는	대명사	that을	수

식하는	분사구이다.

어휘와 어구

•	in	terms	of		~	면에서

•	generation	발생

•	ranking	순위

•	in	addition	to	~과	아울러,	~에	더하여

26
정답 ⑤

소재 고무	수액	채취자	Chico	Mendes

해석 1944년에	태어나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군의	전쟁	활동에	

쓸	고무를	채취한	총원	5만	명으로	이루어진	‘고무	부대’	중	한	명의	

아들이었던	Chico	Mendes는	9살	때	고무	수액	채취자로	일을	시

작했다.	진보적인	해방	신학	운동	사제들의	영향을	받아,	그는	

Workers’	Party의	지부를	설립하는	것을	도왔고	고무	수액	채취자	

노동조합의	지도자가	되었다.	브라질	열대	우림의	넓은	지역이	소	목

장에	자리를	내주기	위해	개간되었을	때,	Mendes는	숲을	구하고자	

하는	고무	수액	채취자들의	투쟁을	홍보했다.	그는	소	목축	프로젝트

에	자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의회와	세계은행을	설득하기	위해	

Washington	D.C.로	갔다.	대신,	그는	임야	지역을	‘채취	보호	구역’	

즉,	지역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임야	생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관리하는	공유지로	보호할	것을	제안했다.	소	목장	주인들은	

그의	운동을	위협으로	여겼고,	총격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것이	

1988년	Mendes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가	죽은	후,	그러한	많은	보

호	구역	중	첫	번째	보호	구역이	설정되었는데,	Xapuri	주변의	250
만	에이커(	100만	헥타르)의	숲을	덮는	규모였다.

문제 해설 Mendes의	사후,	첫	번째	보호	구역이	설정되었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구문 해설

	 [Influenced	by	priests	from	the	progressive	Liberation	

Theology	movement],	he	[helped	found	a	branch	of	 the	

Workers’	Party]	and	[became	leader	of	the	Rubber	Tappers’	

Union].
첫	번째	[ ]는	주절의	주어인	he를	의미상의	주어로	하는	분사구문

으로,	그	주어에	대해	부연	설명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 ]는	and
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he에	이어진다.

	 Instead,	he	proposed	 [that	forest	areas	be	protected	as	

“extractive	reserves”]	—	public	 land	[managed	by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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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ies	{with	 the	right	<to	harvest	 forest	products	

sustainably>}].	
첫	번째	[ ]는	‘제안’의	뜻을	표현하는	propos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that절인데,	이	that절에	‘당위’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that
절에	「(should)	동사원형」의	형태가	사용되었다.	두	번째	[ ]는		

public	land를	수식하는	분사구이고,	{ }는	전치사구로	managed	

by	local	communities를	수식한다.	< >는	the	right를	수식하는	

to부정사구이다.	

어휘와 어구

•	tap	(구멍을	뚫어	액을)	채취하다,	~의	수액을	받다

•	allied	연합한

•	priest	사제,	신부,	성직자

•	progressive	진보적인

•	found	설립하다

•	rain	forest	열대	우림

•	clear	개간하다

•	cattle	소

•	ranch	목장

•	publicize	홍보하다,	알리다

•	fund	자금을	제공하다,	자금을	대다

•	extractive	채취의,	채굴의,	추출하는

•	reserve	보호	구역

•	sustainably	지속	가능하게,	환경	파괴	없이

•	rancher	목장	주인

•	threat	위협

27
정답 ②

소재 블루투스	스피커	

해석 	 	 	 	 	 	 	Rainbow	랜턴 스피커

진보된	5.8GHz	신호	기술로,	Rainbow	랜턴	스피커는	마당,	정원,	

해변,	바비큐	파티,	그리고	캠핑을	위한	완벽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특징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어	앱이	필요	없습니다.

	25와트의	강력한	사운드를	냅니다.

		3시간	이내로	완전	충전되고,	중간	음량에서	20시간까지,	최대	음

량에서	10시간까지	재생되는	6,600mAh의	내장형	충전식	배터리

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물	튀김과	빗물로부터	방수가	됩니다.

			랜턴의	밝기를	20%,	40%,	60%,	80%,	혹은	100%로	조절할	수	

있으며,	타이머	설정은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또는	연속	

ON/OFF가	있습니다.

제품 정보

		연결	기술:	블루투스,	와이파이,	AUX	단자(3.5mm	AUX	단자	

연결	케이블	포함)

	색상:	흰색/하늘색

	조명:	7색	조명	디스플레이

	오디오	출력	모드:	서라운드,	스테레오

문제 해설 중간	음량에서	20시간까지,	최대	음량에서	10시간까지	재

생된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②이다.

구문 해설

	 With	advanced	5.8	GHz	signal	 technology,	Rainbow	

Lantern	Speaker	provides	the	perfect	atmosphere	[for	the	

yard,	garden,	beach,	BBQ,	and	camping]!

[ ]는	전치사구로	the	perfect	atmosphere를	수식한다.

	 It	has	a	built-in	6,600	mAh	rechargeable	battery,	[fully	

charged	 within	 3	 hours,	 up	 to	 {20	 hours	 playtime	 at	

medium	volume}	or	{10	hours	at	maximum	volume}].

[ ]는	a	built-in	6,600	mAh	rechargeable	battery를	부연	설명

하는	분사구이다.	두	개의	{ }는	or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up	to에	

이어진다.

어휘와 어구

•	lantern	랜턴,	손전등

•	advanced	진보된

•	BBQ	바비큐	파티

•	feature	특징

•	pair	(블루투스	기기	둘을	서로)	연결하다

•	app	앱

•	built-in	내장형의,	내장된

•	rechargeable	충전식의,	재충전되는

•	adjust	조절하다

•	connectivity	연결

•	auxiliary	AUX	단자(전자	기기에	장착된	범용	단자)	

•	output	출력

28
정답 ④

소재 집	없는	반려동물을	위한	고철	수거	운동	

해석 	 	 	 	 	집 없는 반려동물을 위한 고철 수거 운동

나와서	Edmond	동물	보호소의	동물들을	도와주세요.	저희는	이	동

물들을	위해	돈을	모으려고	고철을	수거하려	합니다.

시간:	오전	11시~오후	3시

날짜:	9월	24일	토요일	및	25일	일요일

장소:	Edmond	동물	보호소	주차장

받는 품목

•	저희는	난간,	문,	쓰레기통,	서류	보관함,	자전거	프레임,	파이프,	

창틀,	정원용	가구,	공구,	세탁기,	건조기,	난로,	수레	등	어떤	종류

의	금속(이라)도	받습니다.

•	안전상의	문제로	프로판	탱크,	에어컨,	냉장고는	받을	‘수	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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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폐품	처리는	Edmond	Market의	가장	큰	회사인	David	Scrap		

Processors가	담당할	것입니다.

•	모든	수익금은	동물	보호소에	있는	집	없는	반려동물을	위해	쓰이

게	될	것입니다.

문제 해설 안전상의	문제로	프로판	탱크,	에어컨,	냉장고는	받을	수	

없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④이다.

구문 해설

	 We	are	collecting	scrap	metal	 [to	raise	money	for	 the	

animals].

[ ]는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다.

	 The	 scrap	 service	will	 be	handled	by	 [David	Scrap	

Processors],	[Edmond	Market’s	biggest	company].
첫	번째	[ ]는	전치사	by의	목적어인	명사구이고,	두	번째	[ ]는	이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동격의	명사구이다.	

어휘와 어구

•	animal	shelter	동물	보호소

•	parking	lot	주차장

•	railing	난간

•	garbage	can	쓰레기통

•	lawn	furniture	정원용	가구

•	wagon	수레

•	safety	안전

•	proceeds	수익금,	수입

29
정답 ④

소재 지도의	정치적	중요성

해석 지도가	더	정확해짐에	따라	그것의	정치적	중요성이	더	커졌

다.	군사적으로	쓰인	초창기	사례	중	하나는	영국에서	1745년,	스코

틀랜드인들이	폐위된	왕의	친척들을	왕위에	다시	앉히고자	했던	중대

한	쿠데타	이후에	있었다.	뒤이어,	영국의	William	Roy	소장은	군

대가	미래의	어떤	폭동이든	더	잘	진압하는	데	지도가	도움이	될	것이

라는	희망으로	스코틀랜드를	상세하게	지도로	만드는	임무를	떠안게	

되었다.	우리에게	이것은	완전히	지루하거나	기분	나쁠	정도로	위험

한	일처럼	들리지만,	Roy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일을	잘	해내어	수십

년	동안	사용될	정도로	훌륭한	지도	한	세트를	만들었다.	사실,	스코

틀랜드의	‘고대	삼림	목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것들에	의존하고	

있고	Roy가	개척한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지도	제작	회사	중	하

나인	Ordnance	Survey의	설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문제 해설

(A)	a	major	coup	attempt를	수식하는	관계절에서	뒤에	완전한	

절(the	Scots	~	onto	the	throne)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전치사+

관계사」의	구조인	during	which가	관계절을	유도하는	것이	어법상	

적절하다.

(B)	절의	주어	they가	a	set	of	maps를	지칭하고	이것이	동사	use
의	대상이므로,	과거분사	used가	쓰여	수동태를	나타내는	것이	어법

상	적절하다.

(C)	and	앞에	시제가	표시된	동사가	쓰인	절이	나왔으므로	and	뒤에

서도	이와	병렬이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주어인	the	techniques
에	일치하여	시제가	표시된	동사	are를	사용하는	것이	어법상	적절	

하다.

구문 해설

	 One	of	 the	earliest	military	uses	came	 in	England	 in	

1745,	[after	a	major	coup	attempt	{during	which	the	Scots	

tried	to	bring	back	the	relatives	of	a	deposed	king	onto	the	

throne}].

[ ]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구이고,	{ }는	a	 major	 coup		

attempt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Following	this,	British	Major	General	William	Roy	was	

charged	with	the	task	of	[mapping	Scotland	in	detail],	 in	

the	hopes	 [that	 the	maps	would	help	 the	military	better	

suppress	any	future	uprising].
첫	번째	[ ]는	of를	매개로	하여	the	task와	동격	관계를	이루는	동

명사구이다.	두	번째	[ ]는	the	hopes와	동격	관계를	이루는	that절
이다.

어휘와 어구

•	accurate	정확한

•	military	군사적인;	군대

•	Scot	스코틀랜드인

•	major	general	소장

•	suppress	진압하다

•	uprising	폭동

•	utterly	완전히

•	uncomfortably	기분	나쁘게,	언짢게

•	come	through	해내다,	완수하다

•	critical	위태로운

•	inventory	목록

•	pioneer	개척하다

30
정답 ②	

소재 건축물	벽의	부조를	통한	서사	표현

해석 고대	문명은	대부분	구전	문화였고,	심지어	글이	발명된	이후

에도	한동안	그랬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은	드물었고,	그래서	

글로	표현된	기록은	흔히	교육받은	계층에게만	의미가	있었다.	하지

만	많은	초기	사회가	자기네	문화의	중요한	사건과	자기네	종교와	관

련된	이야기를	그림	형태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무시했다(→	

인식했다).	예를	들어,	궁궐과	무덤의	벽에	그린	일부	그림이	이러한	

목적을	수행했지만,	돌로	만든	조각은	문화의	역사,	전설,	신화를	보

존하기	위한	더	영구적인,	불멸의	수단을	제공했다.	통치자들과	군사	

지도자들은	후손들에게	기억되기를,	그리고	자신과	닮은	모습이	웅장

하고	눈길을	끄는	조각상의	형태로	돌에	새겨지기를	특히	열망했다.	

그러나	더	회화적인	형태의	조각인	부조가	복잡한	장면과	긴	이야기

를	일련의	판이나	프리즈에서	보여	주는	기회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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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글로	표현된	기록은	흔히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계층에게만	

의미가	있었지만,	기록을	더	많은	사람과	후손에게	보여	주려고	시도

한	예시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림	형태의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내용이	되어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②의		

ignored를	recognized와	같은	낱말로	고쳐야	한다.

구문 해설

	 Some	painting	—	on	the	walls	of	palaces	and	tombs,	for	

example	—	served	this	purpose,	but	sculpture	[in	stone]	

offered	[a	more	permanent	and	monumental	medium	{for	

preserving	a	culture’s	history,	legends,	and	mythology}].	
첫	번째	[ ]는	sculpture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이다.	두	번째	[ ]	

는	offer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이고,	{ }는	a	more		

permanent	and	monumental	medium을	수식하는	전치사구	

이다.

	 However,	a	more	pictorial	 form	of	sculpture	—	relief	

—	introduced	[the	opportunity	{for	presenting	<complex	

scenes>	and	<extended	narratives>	in	a	series	of	panels	or	a	

frieze}].	

[ ]는	 introduc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이다.	{ }는		

the	opportunity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이고,	두	개의	< >는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presenting에	이어진다.

어휘와 어구

•	ancient	고대의

•	civilization	문명

•	oral	구전의

•	literacy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	rare	드문

•	graphic	그림	형태의,	생생하게	표현된

•	palace	궁궐	

•	tomb	무덤

•	sculpture	조각

•	permanent	영구적인

•	monumental	불멸의,	기념비적인

•	medium	수단,	매체

•	legend	전설

•	mythology	신화

•	ruler	통치자

•	descendant	후손

•	carve	조각하다

•	grand	웅장한

•	imposing	눈길을	끄는,	인상적인

•	statue	조각상,	조소

•	pictorial	회화적인,	그림	같은

•	present	보여	주다,	나타내다

•	extended	긴,	확장된	

•	narrative	이야기,	서술

•	panel	판,	패널

31
정답 ③

소재 행성	표면의	화학	법칙의	작용과	생명의	존재

해석 별과	별	사이의	공간에서	화학	반응이	실제로	일어나기는	하지

만	매우	느린데,	그	이유는	그곳이	너무	춥고	아울러	물질의	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지구	표면은	‘아기	곰’의	포리지처럼	너무	뜨겁지

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딱	알맞다.	따라서	화학은	그것이	다루

는	현상들이	이	행성의	표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구	본위

의	과학이다.	사실,	지구에서	발견되는	생명체는	자연에	존재하는	것

으로	알려진	화학	법칙의	작용이	가장	복잡하게	발현된	모습이다.	표

면	온도가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	데	비슷하게	도움이	되는,	다른	항성

과	관련된,	여타의	행성이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떤	종류의	

생명이	이것이	사실이거나	한때	사실이었던	곳이	어디든	거기에	존재

할	수도	혹은	한때	존재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문제 해설 지구	표면	온도가	화학	작용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이	앞에서	기술되고	있는데,	빈칸이	있는	문장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는	이러한	화학	작용의	가장	복잡한	발현의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	빈칸	뒤에는	화학적으로	지구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다른	항성과	관련된	행성이	필경	존재할	것이므로,	그런	행성에

도	생명체가	존재하거나	존재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

용이	나온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생명

체’이다.

①	가장	희귀한	금속

②	상수원

④	천연자원

⑤	대기	구성

구문 해설

	 In	fact,	 the	 living	organisms	[found	on	Earth]	are	[the	

most	complex	manifestations	{of	the	workings	of	the	laws	

of	chemistry	<known	to	exist	in	nature>}].
첫	번째	[ ]는	the	living	organisms를	수식하는	분사구이고,	두	

번째	[ ]는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이다.	{ }는	the	most	

complex	manifestations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이고,	< >는	the	

laws	of	chemistry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It	is	reasonable	[to	think	{that	life	of	some	sort	<might	

exist>,	or	<might	once	have	existed>	wherever	this	<is>,	or	

<once	was>	true}],	but	it	is	yet	to	be	shown.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이며,	{ }는	think의	

목적어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 >는	or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life	

of	some	sort에	이어지고,	세	번째와	네	번째	< >는	or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true를	공유하면서	this에	이어진다.	but	다음의	it은	{ }
의	내용	전체를	가리킨다.

어휘와 어구

•	reaction	반응

•	interstellar	별과	별	사이의,	성간의

•	concentration	농도

•	material	물질

•	phenomenon	현상	(pl.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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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et	행성

•	manifestation	발현,	나타남

•	associated	with	~과	관련된

Culture Note

Little Bear’s porridge
동화	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에는	소녀	Goldilocks가	방문

한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의	집에서	아빠	곰과	엄마	곰의	포리지는	먹기

에	적당하지	않았고,	아기	곰의	포리지가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

도	않아	먹기에	적당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온	포리지에	지구	

표면의	온도를	비유했다.

32
정답 ②

소재 문명의	흔적으로서의	도자기	조각	

해석 도자기의	파편,	즉	‘조각’은	흔히	문명이	남긴	가장	영속성	있는	

흔적으로,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한	최고의	창을	제공

한다.	그러므로	고고학자들은	사람들이	남긴	항아리를	본떠	그들을	

명명하는	것을	좋아한다.	기원전	제3	천	년대의	‘비커족’이	있는데,	그

들은	스페인	반도와	중부	독일로부터	유럽을	가로질러	기원전	2000
년경에	브리튼에	도착했다.	그들은	‘푼넬	비커	문화’와	‘매듭	무늬	토

기족’	다음에	왔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비커족’은	적갈색의	종	모양

의	점토	물그릇의	흔적을	남겼다.	그들은	‘부싯돌	단검족’이나	‘돌도끼

족’이라고(이것들도	사용했으므로)	불릴	수도	있었지만,	어찌	된	일인

지	도자기가	문화	전체를	더	잘	생각나게	한다.	우리는	‘비커족’이	그

들의	발치에	비커를	둔	채	매장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데,	추측하건대	사후	세계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음료수를	위

해서일	것이다.	

문제 해설 도자기의	조각이	그것을	흔적으로	남긴	사람들의	가치에	

대한	최고의	창을	제공한다는	글의	도입이	나온	후,	‘비커족’,	‘푼넬	비

커	문화’,	‘매듭	무늬	토기족’	등	고고학자들이	남겨진	항아리를	본떠	

그것을	사용한	사람을	부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사람들이	남긴	항아리를	본떠	그들

을	명명하는’이다.

①	특별한	물건을	파내어	광을	내는

③	우리	선조들의	이름을	그들이	사용했던	손	도구를	따서	명명하는

④	어떤	재료가	그런	파편에	사용되었는지	추론하는

⑤	그들의	선호도에	따라	특정한	그릇을	연구하는

구문 해설

	 Fragments	or	 ‘sherds’	of	ceramics	are	often	 the	most	

durable	 traces	 [left	by	a	civilization],	 [offering	our	best	

window	on	the	values	of	those	who	used	them].
첫	번째	[ ]는	the	most	durable	traces를	수식하는	분사구이고,	

두	번째	[ ]는	주어인	Fragments	or	‘sherds’	of	ceramics가	의

미상의	주어가	되고,	이를	부연	설명하는	분사구문이다.

	 There	are	the	Beaker	Folk	of	the	third	millennium	BC,	

[who	travelled	across	Europe,	from	the	Spanish	Peninsula	

and	central	Germany,	{reaching	Britain	around	2000	BC}].	

[ ]는	the	Beaker	Folk	of	the	third	millennium	BC를	부연	설

명하는	관계절이다.	{ }는	who를	의미상	주어로	하여	그	동작의	결

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어휘와 어구

•	fragment	파편,	부서진	조각

•	ceramic	도자기

•	durable	영속성	있는,	오래	가는

•	trace	흔적

•	civilization	문명

•	archaeologist	고고학자

•	beaker	(화학	실험용)	비커,	(굽	달린)	큰	잔	

•	millennium	천	년대

•	BC	기원전

•	peninsula	반도

•	funnel	깔때기

•	reddish-brown	적갈색의

•	vessel	그릇

•	flint	부싯돌

•	dagger	단검

•	pottery	도자기

•	presumably	추측하건대,	아마

•	afterlife	사후	세계

Culture Note

Beaker Folk (비커족)
무덤에서	비커	형태의	독특한	항아리가	발견되면서	이때의	거주민을	비커

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비커족	이전에	거주하던	브리튼인들은	갈색	피부

에	검은	머리와	갈색	눈을	가졌는데,	신석기	혁명	이후	흰	피부에	파란	눈

과	금발	머리의	비커족이	브리튼	지역에	다수	이주하였다.

Funnel Beaker Culture (푼넬	비커	문화)
기원전	4300년부터	기원전	2800년까지	유럽에서	일어난	독특한	농사	문

화로,	사람들은	비커에	깔때기를	겹쳐	놓은	듯한	독특한	모양의	그릇을	사

용하였고,	고인돌에	나무	관을	사용하여	매장한	풍습이	있었다.

Corded Ware Culture (매듭	무늬	토기	문화)
기원전	3100년부터	2400년경	신석기	시대	말기에서	청동기	시대	초기에	

걸쳐	유럽	북부	일대에	퍼진	일련의	고고	문화로	농경과	목축을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유목한	것으로	여겨진다.	부장품으로는	돌도끼가	널리	발견되

고,	매듭	같은	문양이	있는	토기도	발굴된다.

33
정답 ①

소재 손실에	민감한	경향에	관한	심리학	연구

해석 일련의	실험에서,	Yale	대학교의	Venkat	Lakshminarayanan,		

Keith	Chen,	Laurie	Santos는	꼬리감는원숭이에게	맛있는	사과	

조각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을	주었다.	경제학	개론을	

수강해	본	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숭이들은	토큰을	돈

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빠르게	배웠다.	그러나	그다음에	연구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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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한	새	방식을	덧붙였는데,	원숭이들에게	두	명의	다른	사람들로

부터	사과	조각을	사는	것	사이에서	선택권을	준	것이다.	사람	1은	항

상	사과	조각	하나를	보여	주고	그것을	토큰	한	개와	교환하여	원숭이

에게	주었다.	반면에	사람	2는	항상	원숭이에게	사과	두	조각을	보여	

주었지만,	토큰	한	개의	대가로	그	조각	중	하나만	주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둘	다	하나의	토큰에	하나의	사과	조각이라는	정확히	

같은	거래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	2는	처음에는	두	개를	제

안한	후	한	개만	넘겨줌으로써	원숭이들에게	자기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	즉	두	번째	사과	조각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원숭이들은	

사람	2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정확히	같은	거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

하고	사람	1과	거래하는	것을	강하게	선호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원숭이들도	자신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싫어한다.

문제 해설 원숭이들은	제안받은	두	거래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질적

으로	같지만,	그중에서	자신들이	손실을	본다고	느끼는	거래는	기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실험	내용에	관한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신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싫어한다’이다.

②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따져	본다

③	손실보다	이익	후에	더	많은	위험을	무릅쓴다

④	승패의	고리를	끊고	싶어	한다

⑤	맛을	그저	개별적인	취향	이상으로	여긴다	

구문 해설

	 Person	1	always	[showed	one	apple	slice]	and	[gave	it	to	

the	monkey	in	exchange	for	a	token].	
두	개의	[ ]는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Person	1	always에	이어

진다.	

	 But	by	 [first	offering	 two,	 then	only	delivering	one],	

Person	2	focused	the	monkeys	on	[what	they	were	losing]	

—	the	second	apple	slice.	
첫	번째	[ ]는	‘~함으로써’의	의미를	나타내는	「by+동명사구」에서	

전치사	by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다.	두	번째	[ ]는	전치

사	o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어휘와 어구

•	capuchin	monkey	꼬리감는원숭이

•	throw	in	~을	덧붙이다

•	twist	새	방식,	비틀림

•	exchange	교환

•	perspective	관점

•	deal	거래

•	deliver	넘겨주다

•	lose	out	손실을	보다

34
정답 ④

소재 정치	주제에	관한	이해	부족

해석 심리학자인	Steven 	Sloman과	마케팅	전문가	Phi l		

Fernbach에	의한	연구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일률	과세	같은	복

잡한	정치적	주제를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글의	도움	없이	

상세한	설명을	요구받을	때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	쟁점의	어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상대의	

입장을	알고	있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분석해	보라는	과제가	

맡겨졌을	때,	그들은	논쟁	중인	주제에	대해	자신이	기본적인	이해만

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훨씬	더	이상한	것은,	일단	그러한	

연구의	피실험자들이	이것을	인식하면,	그들은	확실히	자신의	믿음에	

더	온건해진다는	것이다.	급진적인	믿음은	사라지고,	극단적인	반대

는	꺾인다.	그	연구는	단순히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더	잘	설명하려	

애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격정이	약화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

나	같은	연구에서	피실험자들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도록	요구받았을	때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	

준다.	정당화는	세계관을	강화하지만,	탐구는	그것(세계관)을	약화	

한다.

문제 해설 복잡한	정치적	주제를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

의	입장을	탐구하도록	요청받았을	때는	급진적인	믿음이	사라지고	온

건해지는	반면,	그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도록	요구받았을	때는	정반대

의	결과를	보여	준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④	‘정당화는	세계관을	강화하지만,	탐구는	그것(세계관)을	

약화한다’이다.

①	정당화는	증거를	찾지만,	의심이	빠르게	퍼진다

②	격정은	다른	주제의	복잡한	쟁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③	탐구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상기하는	여러분의	능력을	

흐리게	한다

⑤	탐구는	여러분	상대의	생각을	능란하게	반박할	수	있게	해	준다

구문 해설

	 Research	by	psychologist	Steven	Sloman	and	marketing	

expert	Phil	Fernbach	shows	[that	people	{who	claim	to	

understand	complicated	political	 topics	such	as	cap	and	

trade	and	flat	taxes}	tend	to	reveal	their	ignorance	{when	

asked	to	provide	a	detailed	explanation	without	the	aid	of	

Google}].	

[ ]는	show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첫	번째	{ }는	

peopl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두	번째	{ }는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접속사	when이	명기된	분사구문으로,	절로	고치면	when	they	

are	asked	~	Google이	된다.

	 [Though	people	on	either	side	of	an	issue	may	believe	

they	know	their	opponents’	positions],	 [when	put	 to	 the	

task	of	breaking	it	down]	they	soon	learn	[that	 they	have	

only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topic	being	argued].	
첫	번째	[ ]는	접속사	Though가	유도하는	양보의	부사절이다.	두	

번째	[ ]는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접속사	when이	명기된	분사구

문으로	절로	고치면	when	they	are	put	~	down이	된다.	세	번째	

[ ]는	lear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어휘와 어구

•	psychologist	심리학자

•	complicated	복잡한

•	ignorance	무지

•	detailed	상세한

•	aid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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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ponent	상대,	반대자

•	break	down	~을	분석하다

•	subject	피실험자

•	reliably	확실히

•	moderate	온건한

•	radical	급진적인

•	fade	사라지다,	희미해지다

•	extreme	극단적인

•	opposition	반대

•	dampen	꺾다,	약화하다

•	passion	격정,	열정

35
정답 ④

소재 계단식	농지의	건설

해석 경작지	관리는	소유	및	접근	문제뿐만	아니라	경작에	적합한	평

지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야산	경사지의	물리적	관리와도	관련이	

있다.	경사면의	계단식	정비는	정착	경작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산

악	지역과	상당히	오래된	여러	지역에	상존하는	적응	형태이다.	계단

식	농지의	조성에는	전체	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계단식	농지는	

개별	소유는	가능할	수	있으나,	개인별로나	가족별로	건설할	수는	없

다.	계단식	농지의	조성은	정밀한	기술이다.	즉	계단의	수직	높이,	개

수,	표면	각,	그리고	그	계단이	물을	빼도록	설계되었는지	아니면	담

도록	설계되었는지	등은	모두	그것의	조성에	수반되는	측면이다.	(옥

상	외에도	건물의	발코니와	다른	확장한	영역에	테라스	정원을	조성

할	수	있다.)	산비탈에	있는	잘	알려진	계단식	농지의	가파른	계단은	

엄청난	육체적	노력뿐만	아니라	기후,	경사	기하학,	지표면	토양의	특

성에	대한	상세한	지식과	이해도	또한	나타낸다.

문제 해설 계단식	농지의	조성은	전체	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할	뿐	아

니라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가	요구되는	정밀한	기술이라는	

내용의	글인데,	④에서는	테라스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건물의	공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④이다.

구문 해설

	 The	management	of	cultivated	land	concerns	[not only 
{ownership	and	access	 issues}	but also	 {the	physical	

management	of	hill	 slopes	 to	develop	and	maintain	 flat	

land	suitable	for	cultivation}].	

[ ]는	concern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이다.	두	개의	{ }는	

‘~뿐만	아니라	…도’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not	only	~	but	also	...」		
로	연결되어	있다.

	 Terrace	building	is	a	precise	art;	[the	vertical	dimensions	

of	steps],	[the	number],	[the	surface	angle],	and	[whether	

they	are	designed	to	drain	or	to	hold	water]	are	all	aspects	

[which	are	involved	in	their	construction].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 ]는	콤마와	and로	대등하게	연

결되어	세미콜론	다음에	이어지는	절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며,	뒤

에	술어동사	are가	이어진다.	다섯	번째	[ ]는	aspect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	cultivated	경작되는

•	slope	경사지,	경사면,	비탈

•	suitable	적합한

•	cultivation	경작

•	ever-present	상존하는,	항상	존재하는

•	adaptation	적응,	적응	형태

•	construction	건설,	건축

•	cooperation	협력

•	community	공동체

•	vertical	수직의

•	dimension	치수,	크기

•	step	계단

•	angle	각(도)

•	drain	(액체를)	빼내다,	배출하다	

•	roof	옥상,	지붕

•	extended	확장한,	연장한

•	steep	가파른

•	flight	계단,	층계

•	represent	나타내다

•	tremendous	엄청난

•	geometry	기하학

36
정답 ②

소재 젊은	세대의	단어	사용

해석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특정한	기간	동안	그들의	특정한	목적을	위

해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만들고	사용한다.	‘good’이라는	단어

를	생각해	보라.	(B)	그것의	의미는	뭔가	긍정적이거나,	유익하거나,	

훌륭한	것을	전달한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청소년들은	‘good’이

라는	단어의	의미를	good이	아닌	다른	단어에	붙여	왔다.	1980년대	

무렵,	몇몇	청소년들은	good을	‘bad’라는	단어로	대체했다.	(A)	실
제로	한	패스트푸드	치킨	광고에서	밴드에서	연주하는	젊은	남성들이	

70대로	보이는	한	신사와	함께	등장했다.	한	매력적인	여성이	여기	

음식이	나왔고	새로운	패스트푸드	치킨	요리법을	맛볼	시간이라고	알

리면서	입장한다.	(C)	다음	장면에서는	그	젊은이들이	“이	새로운	치

킨	조리법은	형편없어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카메라는	나이

든	신사를	클로즈업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건	좋은	치킨이야!”라고	대답한다.	

문제 해설 청소년들이	단어에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하는	예로	

good을	제시하는	주어진	글에	이어서,	청소년들이	단어	good의	의

미를	bad에	붙여서	사용해	왔다는	내용의	(B)가	이어지며,	그	예로	

패스트푸드	광고가	제시되면서	광고의	설정을	설명하는	(A)가	오고,	

마지막으로	광고에서	젊은이들이	bad를	good의	의미로	사용하는	모

습이	묘사되는	(C)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정답과 해설 _ 실전 모의고사 3회  117

수능완성(영어)_해설_9교.indd   117 2022-05-10   오후 7:11:06



구문 해설

	 In	fact,	a	fast-food	chicken	advertisement	had	a	group	

of	young	men	[playing	in	a	band]	with	a	gentleman	[that	

appeared	to	be	in	his	70s].
첫	번째	[ ]는	a	group	of	young	men을	수식하는	분사구이고,	두	

번째	[ ]는	a	gentleman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An	attractive	woman	enters	[announcing	{that	food	is	

here}	and	{that	it’s	time	to	eat	the	new	fast-food	chicken	

recipe}].	

[ ]는	주어	An	attractive	woman의	부수적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고,	두	개의	{ }는	and로	연결되어	announcing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어휘와 어구

•	adolescent	청소년

•	specific	특정한

•	attractive	매력적인

•	announce	알리다

•	recipe	조리법

•	convey	전달하다

•	substitute	대체하다

37
정답 ③

소재 자연	선택

해석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다윈설의	도구	모음에서	하나

뿐인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B)	그리고	자연	선택에	대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	선택이	지적	설계에	대한	환상,	즉		

Richard	Dawkins가	‘설계자	없는	설계’라고	부르는	것을	만든다는	

것이다.	적응된	형태는	움켜잡기	위한	손,	보기	위한	눈처럼	마치	특

정한	목적을	위해	의식적인	행위자에	의해	창조된	것처럼	보인다.	

(C)	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며,	다윈은	그	가설에	종지부를	찍었다.	자

연에서	설계는	설계자가	아니라	광대한	기간에	걸쳐	유리한	우연이	

아무	생각	없이	축적됨으로써	생겨난다.	(A)	생물학	세계에서	발견

되는	단	하나의	진정한	지적	설계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적	번식

을	통해	변형한	개와	소와	다른	유기체의	형태로,	우리로부터	나온다.	

그것	이외에는	자연에서	지적으로	보이는	설계는	자연	선택에	의해	

범해진	위조품이다.	의식적인	의도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

문제 해설 자연	선택은	다윈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	이에	덧붙여서	자연	선택에	대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	선택이	지적	설계라는	환상을	만든다는	것과	적응

된	형태는	마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창조된	것처럼	보인다는	내용의	

(B)가	이어져야	하고,	앞	내용과의	역접을	나타내는	But	 they	

weren’t를	통해	자연에서의	설계는	유리한	우연이	아무	생각	없이	축

적됨으로써	생겨난다는	내용의	(C)가	이어진	다음,	생물학적	세계에

서	발견되는	지적	설계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변형한	형태만	있고,	그	

이외의	것은	모두	자연	선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내용의	(A)가	이

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구문 해설

	 [The	only	genuine	 intelligent	 design	{found	 in	 the	

biological	world}]	comes	from	us,	in	the	shape	of	our	dogs	

and	cows	and	other	organisms	[which	we’ve	deliberately	

modified	via	selective	breeding].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 }는	The	only	genuine		

intelligent	design을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두	번째	[ ]는	our	

dogs	and	cows	and	other	organism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The	design	in	nature	comes	not	 [from	a	designer]	but 
[from	the	mindless	accumulation	of	 favorable	accidents	

over	vast	periods	of	time].	
두	개의	[ ]가	‘~이	아니라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not	~	but	...」
으로	연결되어	있다.

어휘와 어구

•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

•	toolkit	도구	모음,	연장	세트

•	organism	유기체	

•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	breeding	번식,	사육

•	intention	의도

•	illusion	환상

•	adaptation	적응된	형태,	적응에	의해	변화된	모습

•	grasp	움켜잡다

•	stick	a	pitchfork	[fork]	in	~에	종지부를	찍다,	~을	끝내다	

•	hypothesis	가설

•	accumulation	축적,	누적

•	favorable	유리한,	순조로운

38
정답 ④

소재 교사	대상	장려책의	도입	효과

해석 경제	행위자가	달성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고	가정해	보

자.	예를	들어,	(학교나	대학의)	교사는	한편으로는	진급하거나,	시험

에	합격하거나,	직장을	얻는	데	필요한	지식을	학생에게	전수해야	한

다.	다른	한편으로는,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

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의	시험	성취도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면,	교사는	시험	보는	기술에	집중할	것이고,	결국	측정하기가	

훨씬	더	어렵고	그래서	보상하기가	더	어려운,	학생의	장기적	발달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교사들에게	장려책을	제공한

다는	생각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특정한	환경에서는	

그것이	이로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Esther	Duflo,	Rema	Hanna,	

Steve	Ryan은	인도에서	행해진	실험을	통해,	교사들이	재정적인	장

려책과	관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학생들이	덜	결석하고	학업	성

적이	더	좋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우

리는	세심하게	계획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장려책을	도입함으로써	

교육	과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

문제 해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장려책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과	긍

정적인	효과를	제시하면서	세심하게	계획되고	검증된	장려책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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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④ 앞 문장은 학생의 시험 성적에 따라 

교사에게 포상을 제공하는 경우 학생의 장기적 발달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고, ④ 뒤 문장은 인도에서 이루어진 실험에서 관찰된 

금전적인 장려책이 가져온 긍정적 효과를 소개하고 있다. 주어진 문

장에서 That은 문맥상 장려책으로 생길 수 있는 부정적 결과라고 볼 

수 있고, 또 특정 환경에서 장려책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주어진 문장 뒤에 긍정적 효과의 구체적 사례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

럽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④이다.

구문 해설

 For example, a teacher (in a school or university) has, 

[on the one hand], to pass on to the student [the knowledge 

{necessary to <move on to the next class>, <pass an exam>, 

or <get a job>}]. 
첫 번째 [ ]는 has와 to 사이에 삽입된 연결어구이며, 두 번째 

[ ]는 pass on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구이다. { }는 the  

knowledge를 수식하는 형용사구이며, 세 개의 < >는 콤마와 or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to부정사구를 이끄는 to에 이어진다. 

 Esther Duflo, Rema Hanna and Steve Ryan have 

shown, [through an experiment {conducted in India}], 

[that teachers react positively to financial incentives and 

supervision], with the result [that students are absent less 

often and perform better]. 
첫 번째 [ ]는 삽입된 전치사구이며, { }는 an experiment를 수

식하는 분사구이다. 두 번째 [ ]는 show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

사절이다. 세 번째 [ ]는 the result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동

격절이다.

어휘와 어구

• incentive 장려책, 포상

• beneficial 유익한, 이익을 가져오는

• complete 달성하다, 완수하다

• pass ~ on to ... ~을 …에게 전달하다

• supervision 관리, 감독

• distort 왜곡하다

• well thought out 세심히 계획된

39
정답 ③

소재 산소의 확산 작용

해석 어류와 그 외의 다른 수중 생물은 살기 위해 산소가 필요하다. 

이 산소는 물(H2O)을 이루는 산소에서 직접 생길 수는 없는데, 이 

(물을 이루는) 산소는 두 개의 수소 원자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대신, 

수중 생물은 식물과 대기에서 물로 들어가는 용존 산소(O2)에 의존

한다. 식물은 성장을 위해 이산화 탄소, 물, 햇빛의 에너지가 사용되

는 광합성이라는 과정에 의해 산소를 생산한다. 산소는 폐기물로 배

출된다. 대기의 산소는 확산이라고 불리는 과정에 의해 물로 들어간

다. 이는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물속 산소 농도보다 더 높아서 공기 

중의 산소가 수면으로 녹아들 수 있기에 일어난다. 바람은 물결을 만

드는데, 이것은 더 많은 표면적을 제공하여 산소의 확산이 일어나게 

한다. 물에 산소를 더 보충하기 위해 인공 통기 장치가 호수에 설치되

는 경우가 많다.

문제 해설 어류를 비롯한 수중 생물에게 필요한 용존 산소가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는 글이다. ③ 다음 문장의 This가 ③ 앞의 문장에서 

언급된 산소가 폐기물로 대기에 배출된다는 것을 가리킨다면, 이로 

인해 공기 중의 산소 농도와 수중 산소 농도의 차이로 공기 중 산소가 

수면으로 녹아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따라서 ③ 다음 

문장의 This는 대기의 산소가 확산 과정에 의해 물로 들어간다는 주

어진 문장의 내용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주어

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③이다.

구문 해설

 Plan t s  p roduce  oxygen  by  a  p rocess  [ ca l l ed 

photosynthesis] [in which {carbon dioxide, water, and the 

energy from sunlight} are used for plant growth]. 
첫 번째 [ ]는 a process를 수식하는 분사구이고, 두 번째 [ ]는 a 

process called photosynthesi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는  

관계절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This occurs [because the concentration of oxygen in the 

air is greater than that in the water, {allowing oxygen in 

the air to dissolve into the surface of the water}]. 

[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며, that은 the concentration  

of oxygen을 대신한다. { }는 the concentration of oxygen ~ 

in the water의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어휘와 어구

• oxygen 산소

• atmosphere 대기

• aquatic organism 수중 생물

• be bound to ~에 묶여 있다

• hydrogen 수소

• dissolved oxygen gas 용존 산소 

• photosynthesis 광합성

• carbon dioxide 이산화 탄소

• concentration 농도

• install 설치하다

40
정답 ②

소재 개인 지식과 경험의 적용으로 인한 논리적 오해

해석

많은 경우 논리적 오해는 일상적이거나 친숙한 예시를 사용하면 더 

두드러진다. 이것은 개인들이 항상 추론의 타당성을 있는 그대로 평

가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지식과 경험을 논리적인 과업으로 가져

오려고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사실대로 “모든 택시는 노란

색이다. 당신 차는 택시가 아니다.”라고 언명한다고 가정하자. 논리

적으로 당신의 차가 노란색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 논리 

문제를 검토할 때는 외부 사실을 무시해야 한다. 당신의 특정한 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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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색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라.	정답이	당신	자동차의	도장	작

업에	따라	그렇다	또는	아니다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부는	“네,	

제	차는	녹색이니까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라고	대답할	것이

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	주는	지식이	더	적다면,	당신은	더	논리적으

로	될지	모른다.	내가	사실대로	“모든	택시는	노란색이다.	내	차는	택

시가	아니다.”라고	언명한다고	가정하자.	그것(내	차)은	노란색인가?	

이제	당신은	내	차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차에	대한	지식을	사용할	

수	없다.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는데,	그것(올

바른	결론)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이다.

→	논리	문제를	검토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	지식과	경험을	적

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타당하지	않은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

문제 해설 사람들이	논리	문제를	해결할	때	추론의	타당성을	있는	그

대로	평가하기보다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것

이	오히려	지식이	없을	때보다	더	타당하지	않은	결론을	내리게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A)에는	apply가,	(B)에는	invalid	
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적용하는	–	이치에	맞는

③	무시하는	-	편향된

④	무시하는	-	명확한

⑤	확장하는	–	예측	가능한

구문 해설

	 Does	it	logically	follow	[that	your	car	is	not	yellow]?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인	명사절이다.	 it		

follows	that	~은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이다.

	 It	may	be	easier	 [to	come	 to	 the	correct	conclusion,	

{which	is,	“Maybe,	maybe	not}].”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 }는	 the		

correct	conclusion을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	oftentimes	많은	경우,	자주

•	logical	논리적인

•	misconception	오해,	오개념	

•	pronounced	두드러지는,	현저한

•	invariably	항상,	반드시

•	evaluate	평가하다

•	validity	타당성,	정당성

•	inference	추론,	추리

41~42
정답 41	①	 42	⑤

소재 소설	읽기를	통한	공감	능력	향상

해석 Alvin	Goldman이	설명했듯이,	공감에는	두	부분이	있다.	한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우리	내면의	시뮬레이션	과정에	의해,	상호	작

용의	흐름과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로부터	우리가	상대방이	어

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추론하여	그	감정이	그	사람의	것이라고	생

각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우리	자

신	안에서	그에	상응하는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다.	소설	속	주인공과	

함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두	가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야기에	대

한	우리의	시뮬레이션	과정	내에	있는)	한	부분에서	우리는	등장인물

의	관심사를	알게	되고,	등장인물의	의도가	사건에	영향을	받을	때	어

떤	감정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	이해하게	된다.	두	번째	부분에서,	등

장인물의	관심사를	떠안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응하는	감정

을	경험한다.	그래서	소설의	감정이	실재가	아닌	어떤	것에	관한	것으

로	보인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	설

명은	다른	사람의	심적	모형을	만드는	중요한	심리적	과정에	기반하

는데,	그	과정은	소설	속에서도	현실	생활의	상호	작용에서와	마찬가

지다.	그것(그	심리적	과정)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게	

해	준다.	우리의	심적	모형이	더	사실적일수록	그만큼	더	좋다.	소설

이	다른	사람들의	의도와	암시에	대한	분석을	수단으로	하여	일상적

인	공감의	과정을	방해할지도(→	증대시킬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유용한	증거는	Raymond	Mar가	이야

기를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뇌의	몇몇	부분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

는	데	사용되는	부분들과	같음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문제 해설

41	소설을	읽을	때	현실의	상호	작용에서처럼	등장인물의	감정을	이

해하고,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감정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

렇게	소설을	읽을	때	이루어지는	인물의	의도와	암시를	분석하는	과

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공감	과정도	늘릴	수	있다는	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소설:	공감을	

경험하기	위한	시뮬레이터’이다.

②	심적	모형:	더	잘	생각하는	법	학습하기

③	비판적	독서의	기본	과정

④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숨기는가

⑤	상호	작용의	치유력

42	소설을	읽을	때	다른	사람의	심적	모형을	만드는	과정,	즉	등장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일지	추론하는	과정이	공

감	능력을	키워	준다는	맥락이므로,	(e)의	disturb를	augment나	

increase와	같은	낱말로	고쳐야	한다.	

구문 해설

	 In	 day-to-day	 life,	 one	 part	 is	 [that,	 {by	 a	 process	

of	 simulation	within	ourselves},	{from	 the	 flow	of	an	

interaction	and	understanding	the	concerns	of	another},	we	

infer	{what	emotion	another	person	is	feeling}	and	assign	

it	to	that	person].	

[ ]는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며,	첫	번째와	두	번째	{ }는	

that절	안에서	주어(we)	앞에	놓인	전치사구이다.	세	번째	{ }는	

infer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it은	세	번째	{ }의	내용을	

가리킨다.

	 So,	 unlike	 those	 [who	 find	 the	 emotions	 of	 fiction	

paradoxical	{in seeming	 to	be	about	something	<that	 is	

not	 real>}],	 this	explanation	 is	based	on	a	 fundamental	

psychological	process	of	making	mental	models	of	others	

[that	 is	 the	same	 in	fiction	as	 in	 the	 interactions	of	 real	

life].	
첫	번째	[ ]는	thos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 }에	쓰인	「in+	

-ing」는	‘~라는	점에서’라는	뜻이며,	< >는	something을	수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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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a	 fundamental	psychological		

process	of	making	mental	models	of	others를	수식하는	관계

절이다.

	 A	useful	piece	of	evidence	here	is	[that	Raymond	Mar	

has	shown	{that	several	parts	of	 the	brain	<that	are	used	

to	comprehend	stories>	 are	 the	same	as	 those	<used	 to	

understand	other	people>}].	

[ ]는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 }는	shown의	목적

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첫	번째	< >는	several	parts	of	the	

brain을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두	번째	< >는	those를	수식하는	분

사구이다.

어휘와 어구

•	empathy	공감,	감정	이입

•	simulation	시뮬레이션,	모의실험

•	interaction	상호	작용

•	concern	관심사

•	infer	추론하다

•	assign	~	to	...	~을	…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다	[여기다]

•	corresponding	상응하는,	유사한

•	intention	의도

•	affect	영향을	주다

•	take	on	~을	떠안[맡]다

•	paradoxical	역설적인,	모순된	

•	fundamental	중요한,	근본적인

•	psychological	심리적인

•	implication	암시,	함축

•	comprehend	이해하다

43~45
정답 43	③　44	④	 45	⑤

소재 자존감을	잃은	조카를	변화시킨	이모의	격려

해석

(A)	Cathy는	4학년이	되었을	무렵,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상

당히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학습을	몹시	힘겨워했고	수업	시간에	‘멍

청한’	아이처럼	느껴졌다.	두각을	드러내려는	노력은	그녀에게	자신

이	실패자라는	것을	상기시켜	줄	뿐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따

금	성공하는	것을	능력보다는	운	탓으로	돌림으로써	무시했다.	심리

학자들이	그녀를	테스트했고,	상담사들은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으며,	

교사들은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았다.	그녀는	학교에서의	시간	

대부분을	스스로에	대해	불쾌하게	느끼고	어떠한	노력도	회피하면서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어떤	시도도	오직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옳았음을	확인해	줄까	두려워했다.

(C)	어느	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이모인	Anny가	외지에서	방문

했다.	Cathy는	그녀가	곁에	있을	때	자신이	특별해짐을	느꼈다.	그들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서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Anny가	

Cathy에게	무심코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그녀의	기분

은	즉시	바뀌었고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Anny는	조카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해	달라고	간청했다.	Cathy는	Anny에게	학교	공부

와	관련하여	자신이	바보	같다는	느낌과	좌절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

녀는	자신이	과연	가치	있는	뭔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D)	그때	Anny는	Cathy에게	그녀가	평생	생생하게	기억할	무언가

를	말했다.	그녀는	“학업과	그렇게	열심히	씨름하는	사람은	훌륭한	선

생님이	될	거야.	낙담한	학생들은	너	같은	선생님이	필요하단다.”라고	

말했다.	이	단순한	말이	Cathy를	깜짝	놀라게	했고,	즉시	그녀의	사

고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겉으로는	그	변화가	극적이지	않아	보였다.	

그녀의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Cathy	자신도	모두	그녀의	

행동에서	큰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내적으로	그녀의	세

계는	완전히	변했다.

(B)	그	일이	있기	전에	학교	공부는	나약하고	무능하다는	느낌을	불

러일으켰다.	이제	그것(학교	공부)은	도전	의식을	일깨웠다.	학교	공

부는	불가능한	구렁텅이에서	교사가	되는	그녀의	여정에	놓인	험난한	

길로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처럼	배움에	좌절감을	경험한	다른	사람

들을	도울	운명이라고	느꼈다.	16년	후	그녀는	교사	자격증	및	극찬

하는	추천서를	받으며	졸업했다.	그녀	이모의	말이	Cathy의	자존감

과	삶에	대한	사고방식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그것은	갑

작스러운	영향을	미쳤다.

문제 해설

43	Cathy가	4학년이	되었을	무렵	학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

감이	많이	떨어지고	노력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내용의	(A)	

다음에는,	이모인	Anny가	처음	등장하고	새로운	계기가	되는	사건

이	시작되는	(C)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

느냐는	이모의	질문에	Cathy가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좌절감을	털어

놓는	(C)의	내용	다음에는,	Anny가	Cathy에게	조언을	하는	(D)가	

와야	하며,	(B)의	첫	문장에서	언급한	the	event는	(D)에서	이모의	

말을	듣고	놀라며	깨달음을	얻게	된	사건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므

로,	마지막에는	(B)가	와야	한다.	따라서	(A)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44	(a),	(b),	(c),	(e)는	모두	Cathy를	가리키고,	(d)는	Anny를	

가리킨다.	

45	(D)의	후반부에서	Cathy의	부모님과	선생님은	Cathy의	큰	행

동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구문 해설

	 She	 spent	most	of	her	 time	at	 school	 [feeling	badly	

about	herself]	and	[avoiding	any	effort].	
두	개의	[ ]는	She를	의미상	주어로	하고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주어의	부수적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The	 two	of	 them	were	playing	a	board	game	on	 the	

living	room	floor	[when	Anny	casually	asked	Cathy	{how	

she	was	doing	in	school}].	

[ ]는	시간의	부사절이고,	{ }는	asked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This	 simple	 statement	 stunned	 Cathy,	 [instantly	

changing	her	mindset].	

[ ]는	주어	This	simple	statement의	후속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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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와 어구

•	struggle	with	~에	힘겨워하다,	~과	씨름하다

•	dumb	멍청한,	바보	같은

•	excel	뛰어나다,	출중하다

•	discount	무시하다

•	occasional	이따금씩의,	때때로의

•	attribute	~	to	...	~을	…	탓으로	돌리다	

•	confirm	~이	옳음을	증명하다

•	inadequacy	부족

•	arouse	불러일으키다

•	incompetence	무능력

•	awaken	일깨우다

•	destined	~할	운명인

•	frustration	좌절

•	glowing	극찬하는	

•	recommendation	추천(장)

•	trigger	일으키다,	유발하다

•	outlook	사고방식

•	casually	무심코,	별생각	없이

•	immediately	즉시

•	plead	간청하다

•	add	up	to	결국	~이	되다

•	vividly	생생하게

•	discouraged	낙담한

•	stun	깜짝	놀라게	하다

•	instantly	즉시

•	mindset	사고방식

•	outwardly	겉으로는

•	profoundly	완전히,	깊이

	01	③	 02	①	 03	③	 04	⑤	 05	①	

	06	①	 07	⑤	 08	⑤	 09	④	 10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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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4 본문 133~149쪽실전 모의고사

01
정답 ③	

소재 학교	뉴스	제보	

대본

W:	Hello,	students!	 I	am	Sophia	Brown,	president	of	 the	

student	council.	Many	things	happen	in	our	daily	school	

lives.	You	hear	 things	 from	your	 friends	or	 teachers	

but	 your	 curiosity	 may	 not	 be	 fully	 satisfied.	The	

student	council	is	planning	to	broadcast	weekly	school	

news.	You	can	be	the	source	of	the	news	as	well	as	the	

audience.	If	 there’s	an	event	that	you	want	to	share	or	

learn	more	about,	please	let	us	know.	News	on	anything	

such	as	a	club	fundraiser	or	a	class	field	trip	is	welcome.	

There	is	a	suggestion	box	in	front	of	the	student	council	

room.	Write	about	what	has	happened	and	put	it	in	the	

box.	We	hope	this	can	help	you	feel	more	aware	of	and	

involved	in	what	goes	on	every	day	in	our	school.

해석

여: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학생	자치회	회장인	Sophia	

Brown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많은	일이	일어납

니다.	여러분은	친구나	선생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듣지만	여러분

의	호기심은	완전히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	자치회

는	매주	학교	뉴스를	방송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청취자뿐만	아

니라	뉴스의	원천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하고	싶거나	

더	알고	싶은	사건이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	주세요.	동아리	기금	

모금	행사나	학급	현장	체험	학습과	같이	어떤	것에	관한	뉴스라

도	환영합니다.	학생	자치회실	앞에	제안함이	있습니다.	무슨	일

이	일어났는지	써서	상자에	넣어	주세요.	저희는	이것이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에	더	많이	알고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설 학생	자치회에서	매주	학교	뉴스를	방송할	계획이며	공유

하고	싶거나	더	알고	싶은	사건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써서	

학생	자치회실	앞의	제안함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므로,	여

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어휘와 어구

•	student	council	학생	자치회,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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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iosity	호기심

•	satisfy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	broadcast	방송하다,	널리	알리다

•	fundraiser	(기금)	모금	행사

•	suggestion	제안,	제의

•	involved	참여[관여]하는,	관련된

02
정답 ①

소재 가족	캠핑의	긍정적	효과

대본

W:	Hi,	Henry.	How	was	your	weekend?

M:	Hi,	Claire.	It	was	good.	I	went	camping	with	my	family.	

W:	I	didn’t	know	you	were	a	camper.	Camping	looks	fun	

but	I	worry	that	I	might	get	eaten	alive	by	mosquitoes	

or	 I	won’t	know	what	 to	do	without	a	bathroom	or	a	

shower!

M:	I	agree.	Sleeping	outside	 is	a	bit	uncomfortable	but	 I	

believe	 family	camping	 trips	help	enhance	a	child’s	

psychological	development.

W:	Is	it	because	family	bonding	can	be	promoted?

M:	Right.	But	 that’s	not	all.	Kids	can	be	more	active	and	

self-confident	by	setting	up	the	tent,	building	a	fire,	and	

cooking.

W:	I	 see.	They	can	 learn	 to	work	 together	and	deal	with	

problems.

M:	Exactly.	Also,	 they	can	learn	to	appreciate	nature	and	

make	friends	with	new	people.

W:	Wow,	camping	has	so	many	educational	benefits.

M:	Definitely.	 I	 believe	 family	 camping	 helps	 raise	

psychologically	healthy	children.

W:	Great,	maybe	I	should	give	it	a	try.
해석

여:	안녕하세요,	Henry.	주말	잘	보내셨어요?

남:	안녕하세요,	Claire.	잘	보냈어요.	저는	가족들과	캠핑을	갔어요.

여:	당신이	캠핑하러	다니는	줄	몰랐어요.	캠핑은	재미있어	보이지만	

저는	모기에게	물어뜯기거나	화장실이나	샤워실	없이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까	봐	걱정돼요!

남:	동의해요.	밖에서	자는	것이	좀	불편하기는	해도	가족	캠핑	여행

은	아이의	심리	발달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	가족	유대감이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인가요?

남: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아이들은	텐트를	치고,	불을	

피우고,	요리함으로써	더	활동적이고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여:	그렇군요.	아이들은	함께	일하고	문제를	처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군요.

남:	바로	그거예요.	또한,	아이들은	자연을	감상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여:	와,	캠핑은	정말	많은	교육적인	이점이	있네요.

남:	물론이죠.	저는	가족	캠핑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답니다.

여:	좋아요,	저도	한번	해	봐야겠어요.

문제 해설 여자가	캠핑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

자,	남자가	여자에게	캠핑을	통해	아이들이	더	활동적이고	자신감이	

있을	수	있으며	자연을	감상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가족	캠핑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①이다.

어휘와 어구

•	mosquito	모기

•	uncomfortable	불편한

•	enhance	강화하다,	향상하다

•	psychological	심리적인,	정신적인

•	bonding	유대,	결합

•	appreciate	감상하다,	진가를	인정하다

•	give	it	a	try	시도하다,	한번	해	보다

03
정답 ③

소재 도서	편집

대본

[Cell phone rings.]

M:	Hello,	Ms.	Taylor.	

W:	Hi,	Mr.	Walker.	

M:	Have	you	finished	reviewing	the	draft	I	sent	you?

W:	Yes,	I	have.	I	like	the	overall	design.

M:	Good.	Is	there	anything	you’d	like	modified?

W:	Yes,	 I’d	 like	 the	 size	of	 the	 title,	English Grammar 

Workbook,	to	be	a	bit	bigger.

M:	Okay.	I’ll	increase	the	size.	Anything	else?

W:	Would	you	be	 able	 to	make	 the	 cover	design	more	

academic-looking?	This	workbook	is	for	the	students	at	

the	high	school	where	I	teach,	so	I	think	that	would	be	

better.

M:	Sure.	Then	how	about	 I	 add	a	picture	of	books	and	

pencils?

W:	That’ll	 work.	 I	 also	 want	 some	 blank	 pages	 to	 be	

included	at	the	back	so	that	my	students	can	take	notes	

during	my	class.

M:	Okay.	That’ll	be	easy	to	do.	Do	you	want	me	to	add	the	

table	of	the	contents	at	the	front?

W:	That’d	be	nice.	Can	I	see	 the	edited	version	before	 it	

gets	printed?

M:	Sure.	I’ll	contact	you	again.
해석

[휴대	전화가	울린다.]

남:	안녕하세요,	Taylor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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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안녕하세요,	Walker	씨.

남:	제가	보내	드린	초안	검토는	다	끝내셨나요?

여:	네,	끝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남:	좋아요.	수정되었으면	하는	게	있습니까?

여:	네,	저는	English Grammar Workbook이라는	제목의	크기가	

좀	더	크면	좋겠어요.

남:	알겠습니다.	크기를	더	키울게요.	또	다른	건	없으세요?

여:	표지	디자인을	더	학구적으로	보이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이	학

습장은	제가	가르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거라서,	그게	더	좋겠다

고	생각해요.

남:	물론이죠.	그렇다면	제가	책과	연필	그림을	추가하는	것은	어떨	

까요?

여:	그러면	되겠네요.	저는	또한	제	학생들이	제	수업	중에	필기할	수	

있도록	뒤에	백지	몇	쪽이	포함되기를	원해요.

남:	알겠습니다.	그건	하기	쉬울	거예요.	앞쪽에	목차를	추가해	드릴

까요?

여:	그거	좋겠네요.	인쇄하기	전에	편집본을	볼	수	있을까요?

남:	물론이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제 해설 남자는	여자에게	자신이	보낸	초안을	검토했는지를	물으면

서	제목의	크기를	키우거나	표지	디자인을	바꾸거나	백지를	포함하거

나	목차를	추가하는	등의	수정	요청	사항을	반영하고	인쇄하기	전에	

편집본을	보여	주겠다고	말하고	있고,	여자는	그	학습장을	자신이	가

르치는	고등학생들이	사용할	것이며	자신의	수업	중에	필기할	수	있

는	백지	몇	쪽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③이다.

어휘와 어구

•	review	검토하다,	복습하다

•	draft	초안,	원고

•	overall	전체적인,	전반적인

•	modify	수정하다,	변경하다

•	academic	학구적인,	학문의

•	blank	백지의,	빈

•	edit	편집하다

04
정답 ⑤

소재 포토존	포스터	디자인

대본

W:	David,	I’ve	finished	designing	the	photo	zone	poster	for	

our	club	campaign.

M:	Cool.	Let	me	see.

W:	I	wrote	the	campaign	title,	‘See	the	World,’	in	the	box	at	

the	top.	

M:	It’s	very	eye-catching.	I	like	the	picture	of	the	Earth	you	

put	on	the	right	side	of	the	poster.

W:	I	added	 it	because	nowadays	 there	are	a	 lot	of	 issues	

that	affect	the	whole	world.

M:	Good	point.	 I	 also	 like	how	you	put	 the	 three	kids	

standing	hand	in	hand	on	top	of	the	Earth.

W:	I	wanted	 to	express	 the	 importance	of	harmony	and	

cooperation	with	each	other,	even	with	nature.	That’s	

why	I	also	drew	the	three	bees	in	the	middle,	just	under	

the	title.

M:	Wonderful.	And	the	balloon	with	stars	on	it	on	the	left	

side	of	the	poster	looks	good.

W:	I	wanted	to	add	some	bright	accents.

M:	Really	nice.	I’m	sure	people	will	love	taking	photos	in	

front	of	your	poster.	
해석

여:	David,	우리	동아리	캠페인을	위한	포토존	포스터	디자인을	끝냈어.
남:	좋아.	어디	보자.

여:	나는	‘See	the	World’라는	캠페인	제목을	맨	위에	있는	네모	칸	

안에	썼어.

남:	그건	아주	눈길을	끌어.	나는	네가	포스터	오른쪽에	넣은	지구	그

림이	마음에	들어.	

여:	요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많아서	그것을	추가했어.

남:	좋은	지적이야.	나는	네가	그	지구	위에	서로	손을	잡고	서	있는	

세	명의	어린이들을	넣은	것도	마음에	들어.

여:	나는	서로,	심지어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는	것의	중요

성을	표현하고	싶었어.	그래서	제목	바로	아래,	가운데에	꿀벌	세	

마리를	또한	그린	거야.

남:	멋지다.	그리고	포스터	왼쪽에	있는	별이	그려진	풍선도	좋아	보여.

여:	눈에	띄게	하는	밝은	것을	좀	더하고	싶었거든.

남:	정말	좋아.	사람들이	네	포스터	앞에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할	거

라고	확신해.

문제 해설 대화에서는	포스터	왼쪽에	별이	그려진	풍선이	있다고	하

였으나	그림에서는	풍선에	줄무늬가	그려져	있으므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어휘와 어구

•	eye-catching	(단번에)	눈길을	끄는

•	hand	in	hand	서로	손을	잡고

•	cooperation	협력,	협동

•	accent	(장식·요리	따위에서)	눈에	띄게[두드러지게]	하는	것,	억양

05 
정답 ①

소재 온라인	세미나	준비

대본

W:	How’s	preparing	for	the	seminar	going?

M:	So	far,	so	good.	But	I’m	nervous	because	it’s	my	first	

time	to	host	a	seminar	online.

W:	I	understand.	Have	you	got	all	the	equipment	ready?

M:	Yeah.	 I’m	using	my	laptop.	 I	checked	 its	camera	and	

microphone,	and	everything	is	working.

W:	Great.	 Have	 you	 finished	 making	 the	 presentation	

sl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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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Yes.	I	saved	the	file	on	my	memory	stick.	

W:	Is	there	anything	else	you	need	to	do?

M:	Yes.	 I	have	 to	 inform	people	about	how	 to	 join	 the	

seminar	online.

W:	How	are	you	going	to	do	that?

M:	I	already	sent	them	an	email	a	few	days	ago,	but	I	also	

need	to	text	them	how	to	join	right	before	the	seminar.

W:	Good	idea.	It	seems	like	you’re	almost	ready	then.	

M:	Yeah.	 Oh,	 I	 want	 to	 borrow	 a	 tablet	 PC	 from	 the	

management	office	as	a	backup	just	in	case.

W:	You’re	really	busy	now.	Let	me	do	that	for	you.

M:	Would	you?	I’d	appreciate	it.

W:	No	problem.
해석

여:	세미나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남:	지금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는	건	처

음이라	긴장되네요.

여:	이해해요.	모든	장비가	준비되었나요?

남:	네.	저는	제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할	거예요.	노트북	컴퓨터의	카

메라와	마이크를	확인했고,	모든	것이	작동하고	있어요.

여:	좋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는	다	만들었어요?

남:	네.	메모리	스틱에	파일을	저장했어요.

여:	하셔야	할	일이	더	있나요?

남:	네.	온라인	세미나에	참가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여: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남:	이미	며칠	전에	이메일을	보냈지만,	참가	방법을	세미나	직전에	

문자	메시지로도	또	보내야	해요.	

여: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	거의	준비된	것	같은데요.

남:	네.	아,	만약을	위해서	예비로	관리실에서	태블릿	PC를	빌리고	싶

어요.	

여:	지금	정말	바쁘시잖아요.	그건	제가	해	드릴게요.	

남:	그래	줄래요?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어요.	

여:	고맙기는요.

문제 해설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	중인	남자가	만약을	위해서	예비로	

관리실에서	태블릿	PC를	빌리고	싶다고	말하자,	여자가	바쁜	남자를	

대신하여	자신이	해	준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남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어휘와 어구

•	host	진행하다,	주최하다

•	equipment	장비,	용품,	설비

•	management	관리,	경영

•	backup	예비,	대체,	지원

•	just	in	case	만약을	위해서	

06
정답 ①	

소재 카트	레이싱

대본

M:	Good	afternoon.	Welcome	to	the	Greenway	Kart	Racing	

Park.	

W:	Hi,	I’d	like	to	get	some	tickets,	please.

M:	They’re	30	dollars	per	person.	How	many	tickets	would	

you	like?

W:	I	need	tickets	for	two	adults	and	two	children.	

M:	Okay.	Ticket	prices	are	the	same	for	adults	and	children	

10	to	17.	Kids	9	and	under	ride	for	free	but	they	have	to	

ride	with	an	adult.	

W:	All	right.	My	son	is	eleven,	and	my	daughter	is	eight.

M:	Then	she’ll	have	to	ride	with	you	or	the	other	adult.	The	

karts	are	large	enough.

W:	Okay.	Then	I’ll	buy	three	tickets.	Can	I	use	this	coupon	

from	the	local	tourism	website?

M:	Sure.	You’ll	get	10%	off	the	total	price.	Would	you	like	

any	badges	with	 racing	 images?	They’re	 two	dollars	

each.

W:	No,	thanks.	Here’s	my	credit	card.
해석

남:	안녕하세요.	Greenway	Kart	Racing	Park에	오신	것을	환영

합니다.

여:	안녕하세요,	표	좀	사고	싶은데요.

남:	1인당	30달러입니다.	표를	몇	장	드릴까요?

여:	성인	두	명과	아동	두	명의	표가	필요해요.

남:	네.	표	가격은	성인과	10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이	같습니다.		

9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무료로	탑승하지만	성인과	함께	카트를	

타야	합니다.

여:	알겠어요.	제	아들은	11살이고,	딸은	8살이에요.	

남:	그러면	따님은	손님이나	다른	성인과	함께	타야	할	겁니다.	카트

는	충분히	커요.	

여:	좋아요.	그럼	표	세	장을	살게요.	지역	관광	웹	사이트에서	받은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나요?

남:	물론이죠.	총	가격에서	10%를	할인받으실	겁니다.	자동차	경주	

이미지가	그려진	배지를	사시겠어요?	각각	2달러입니다.

여:	아뇨,	됐어요.	여기	제	신용	카드가	있습니다.	

문제 해설 1인당	표	가격이	30달러이고	8살인	딸은	무료로	성인과	

함께	탑승해야	해서	표를	세	장	사기로	하였으므로	총액은	90달러가	

되고,	쿠폰을	사용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배지는	사지	않겠

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①	‘81달러’이다.

어휘와 어구

•	kart	카트(소형	경주용	자동차)

•	local	지역의,	현지의

•	tourism	관광,	관광업

07
정답 ⑤

소재 독후감	대회	참가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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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본

M:	Have	you	 finished	 reading	your	book	 for	 the	book	

review	competition?

W:	Not	yet.	I	decided	to	switch	to	a	different	book.	

M:	I	thought	you	chose	the	book	Future School.	Have	you	

got	any	other	more	interesting	topics?

W:	I’m	still	 into	education.	Actually,	I	was	over	half	done	

with	the	book.

M:	Hmm,	is	the	book	out	of	the	right	theme	category?

W:	Not	really.	The	keyword	of	the	competition	is	‘future,’	

so	any	book	related	to	the	future	is	acceptable.

M:	Was	the	book	too	difficult	or	too	boring?

W:	No,	not	 really.	 In	 fact,	 it	was	written	by	one	of	my	

favorite	authors.

M:	Then	what’s	the	reason?

W:	Well,	 I	heard	 that	 there	are	some	other	students	who	

chose	the	same	book	as	me,	so,	to	stand	out,	I	switched	

to	Learning Innovation.

M:	Oh,	I	see.	Good	luck!
해석

남:	독후감	대회	책	다	읽었니?

여:	아직	아니야.	나는	다른	책으로	변경하기로	했어.

남:	나는	네가	Future School이라는	책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더	재미있는	주제가	생긴	거야?

여:	나는	여전히	교육에	관심이	있어.	사실,	그	책을	절반	넘게	읽	

었어.

남:	음,	그	책이	알맞은	주제	범주에서	벗어났니?

여:	그렇지는	않아.	대회의	핵심어가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와	관련된	

어떤	책도	허용돼.

남:	그	책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지루했니?

여:	아니,	그렇지는	않아.	사실,	그	책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저자	중	

한	명이	쓴	거야.

남:	그럼	이유가	뭐야?

여:	그게,	나와	같은	책을	선택한	다른	학생들이	몇	명	있다고	들어서	

눈에	띄기	위해		Learning Innovation으로	바꾼	거야.

남:	아,	그렇구나.	행운을	빌어!

문제 해설 여자는	독후감	대회	참가	도서를	절반	넘게	읽었지만,	자신

과	같은	책을	선택한	다른	학생들이	몇	명	있다고	들어서	눈에	띄기	

위해	다른	책으로	바꾸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자가	독후감	대회	참

가	도서를	변경한	이유는	⑤이다.

어휘와 어구

•	book	review	독후감

•	competition	대회,	경쟁

•	switch	변경하다,	바꾸다,	전환하다

•	category	범주,	부문

•	acceptable	허용[용인]되는,	받아들여지는

•	author	저자,	작가

•	stand	out	눈에	띄다

08
정답 ⑤ 

소재 시의 밤 행사

대본

M:	Stacy,	are	you	free	this	Friday	evening?

W:	Yeah.	I	don’t	have	any	special	plans.	Why?

M:	The	writing	club	I’m	in	is	holding	a	poetry	night.	Would	

you	like	to	come?

W:	Sure,	sounds	fun.	Where	is	it?

M:	At	 the	Green	Valley	Youth	Center.	We’ve	 rented	 the	

event	hall.	

W:	Great.	That’s	near	my	house.	When	does	it	start?

M:	At	 6:30	 p.m.,	 but	 there	 will	 be	 snacks	 and	 drinks	

starting	at	6:00	p.m.

W:	Sounds	good!	Is	there	an	admission	fee?

M:	It’s	$5	per	person,	but	since	you’re	my	guest,	 I’ll	pay	

your	admission.

W:	Oh,	no.	I’ll	pay	for	myself.	Thanks,	though!	So	what’s	

the	schedule	like?

M:	Each	club	member	will	 read	an	original	poem	to	 the	

audience.	The	audience	can	also	 share	a	poem	 they	

wrote.

W:	Awesome!	Did	you	write	a	poem	for	the	poetry	night?

M:	Yes.	I	hope	you	like	it.
해석

남:	Stacy,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시간	있어요?

여:	네.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왜요?

남:	내가	속해	있는	글쓰기	동아리에서	시의	밤을	개최해요.	올래요?

여:	물론이죠,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해요?

남:	Green	Valley	Youth	Center에서요.	우리가	행사장을	빌렸어요.

여:	잘됐군요.	거기는	우리	집에서	가까워요.	언제	시작해요?

남:	오후	6시	30분이지만,	오후	6시부터	간식과	음료가	있을	거예요.	

여:	좋군요!	입장료가	있나요?

남:	한	명당	5달러이지만,	제가	초대하니까	제가	당신	입장료를	낼	

게요.

여:	오,	안	돼요.	제가	제	입장료를	낼게요.	그래도	고마워요!	그래,	일

정은	어떤	건가요?

남:	동아리	회원은	각자	창작	시를	청중들에게	읽어	줄	거예요.	청중

도	자신들이	쓴	시를	공유할	수	있어요.

여:	정말	근사해요!	시의	밤을	위해	시를	썼나요?

남:	네.	마음에	들면	좋겠군요.

문제 해설 장소(At	the	Green	Valley	Youth	Center),	시작	시간

(At	6:30	p.m.),	간식	제공	여부(there	will	be	snacks	and	

drinks),	입장료($5	per	person)는	언급되었지만	⑤	‘입장	가능	인

원’은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와 어구

•	admission	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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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정답 ④

소재 과학	체험	프로그램

대본

M:	Hello.	 I’m	Daniel	White,	 chief	 scientist	 of	Eureka	

Science	 Lab.	 If	 your	 school	 is	 looking	 for	 a	 good	

science	program,	our	 lab	 is	 the	 right	place	 for	you.	

2022	is	our	13th	year	of	bringing	fun	hands-on	science	

programs	to	schools	and	other	educational	facilities	all	

over	the	state	of	California.	More	than	100,000	students	

in	120	schools	throughout	the	state	have	participated	in	

our	science	programs.	Additionally,	we	work	with	many	

public	libraries,	church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We	 currently	 hav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classes.	Our	middle	school	program	is	brand-new!	All	

of	our	programs	offer	fun	and	interactive	activities	at	a	

reasonable	price.	If	you’re	interested,	visit	our	website	

to	check	 the	schedule	and	pricing	details,	and	while	

there,	watch	some	sample	video	clips	of	our	programs!
해석

남:	안녕하세요.	저는	Eureka	Science	Lab의	수석	과학자인		

Daniel	White입니다.	만약	귀하의	학교가	좋은	과학	프로그램

을	찾고	있다면,	우리	연구실이	여러분에게	적합한	장소입니다.	

2022년은	저희가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학교와	다른	교육	시설에	

재미있는	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13년째가	되는	해입니

다.	주	전역의	120개	학교의	1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저희의	과

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습니다.	또한,	저희는	많은	공공	도서관,	

교회	및	비영리	단체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초등

학교와	중학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중학교	프로그램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죠!	저희의	모든	프로그램은	적정한	가격에	재

미있고	쌍방향의	활동을	제공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웹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일정과	가격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고,	그곳

에	있는	동안	저희	프로그램의	샘플	동영상을	시청하세요!

문제 해설 모든	프로그램은	적정한	가격에	재미있는	쌍방향	활동을	

제공한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어휘와 어구

•	lab	실험실,	연구실

•	hands-on	체험의,	직접	해	보는

•	facility	시설

•	participate	in	~에	참여하다

•	nonprofit	비영리의

•	organization	단체,	기관

•	currently	현재

•	brand-new	완전히	새로운

•	interactive	쌍방향의,	상호	작용을	하는

•	reasonable	(가격이)	적정한,	너무	비싸지	않은

10
정답 ④

소재 생일	선물로	사	줄	자전거	헬멧

대본

M:	Lisa,	your	birthday	is	coming	up.	What	would	you	like	

for	your	birthday	gift?

W:	I’d	like	a	new	bike	helmet.	The	one	I	have	now	is	pretty	

old.

M:	Okay.	Have	you	seen	one	that	you	like?

W:	Well,	I	found	some	cool	ones	on	an	online	bike	store.	

Let	me	show	you.	[Pause]	Here.

M:	First	of	all,	what	color	would	you	like?

W:	Hmm,	I	have	a	pink	helmet	now,	so	I’d	like	a	different	

color.

M:	I	think	a	white	one	will	match	your	bike.

W:	I	 think	so,	 too.	And	my	current	helmet	 is	extra	small,	

but	it	feels	a	bit	tight.

M:	Then,	you	need	a	bigger	one.

W:	Yeah.	And	I’d	like	one	with	a	rear	light.

M:	That’d	be	safer	when	you	ride	at	night.

W:	Now	we	have	two	choices	left.	One	is	a	bit	lighter	than	

the	other.

M:	The	lighter	one	would	be	better.

W:	All	right,	Dad.	That’s	the	one	I’ll	get.

M:	Okay.	Let’s	order	it	right	away.
해석

남:	Lisa,	네	생일이	곧	다가오는구나.	생일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

니?

여:	새로운	자전거	헬멧을	갖고	싶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너

무	오래되었어요.

남:	좋아.	마음에	드는	것을	보았니?

여:	음,	온라인	자전거	매장에서	멋진	것을	몇	개	찾았어요.	보여	드릴

게요.	[잠시	후]	여기요.

남:	먼저,	어떤	색을	원하니?

여:	음,	제가	지금	분홍색	헬멧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색을	원해요.

남:	흰색이	네	자전거와	어울릴	것	같구나.

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쓰는	헬멧이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인데,	약간	꽉	끼는	느낌이	들어요.

남:	그럼,	더	큰	것이	필요하겠구나.

여:	네.	그리고	후미등이	있는	것을	사고	싶어요.

남:	밤에	탈	때	그게	더	안전할	거야.

여:	이제	선택할	것이	두	개	남았어요.	하나가	다른	것보다	약간	더	가

벼워요.

남:	더	가벼운	것이	좋을	거야.

여:	알겠어요,	아빠.	그걸로	할게요.

남:	좋아.	지금	바로	주문하자.

문제 해설 지금	사용하는	자전거	헬멧	색깔이	분홍색이어서	다른	색

으로	자전거와	어울리는	흰색을	선택했고,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가	

약간	꽉	끼는	느낌이	들어	더	큰	것을	사기로	했으며,	후미등이	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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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을	선택한	다음,	마지막에	남은	두	선택	항목	중	더	가벼운	헬멧

을	선택했으므로,	두	사람이	주문할	자전거	헬멧은	④이다.

어휘와 어구

•	rear	light	후미등		

•	first	of	all	먼저,	우선		

•	match	어울리다		

11
정답 ③

소재 새로	시작한	아르바이트

대본

W:	Hey,	Jim.	You	seem	to	be	very	busy	these	days.

M:	Yeah,	I’ve	been	working	part	time	at	a	gas	station	since	

last	month.	 I	work	 every	Monday,	Wednesday	 and	

Friday.

W:	It	 sounds	 like	you	have	a	 tight	 schedule.	How	many	

hours	a	day	do	you	work?

M:		

해석

여:	안녕,	Jim.	너	요즘	매우	바쁜	것	같아.

남:	응,	지난달부터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일해.

여:	네	일정이	빡빡한	것	같구나.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하니?

남:	하루에	겨우	4시간	일해.	그다지	힘들지	않아.

문제 해설 남자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바쁘게	지내고	있고,	여자

가	다소	걱정하면서	하루	근무	시간을	묻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①	아직	4시간이나	남았어.	좀	쉬자.

②	6시에	거기서	만나자.	내가	저녁	식사를	대접할게.

④	내가	4시에	취업	면접이	있어.	서둘러야	해.

⑤	거기	도착하는	데	10분	걸려.	매우	가까워.

어휘와 어구

•	gas	station	주유소		

12
정답 ③

소재 기숙사	생활의	선호	여부

대본

M:	I’m	going	to	stay	in	the	dormitory	again	next	semester.

W:	Really?	I	hated	living	there	last	semester.

M:	Oh,	I	didn’t	know	that.	I	thought	you	were	quite	happy	

there.

W:		

해석

남:	나는	다음	학기에도	기숙사에	있을	예정이야.

여:	정말?	나는	지난	학기에	그곳에서	사는	것이	싫었어.

남:	오,	난	그걸	몰랐어.	네가	거기서	아주	즐겁게	지낸다고	생각했어.

여:	아냐,	거기엔	사생활이	전혀	없었어.

문제 해설 다음	학기에도	기숙사에	계속	있을	예정이라는	남자의	말

에	여자는	기숙사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여자의	이러

한	반응에	대해	남자는	여자가	기숙사에서	즐겁게	지낸다고	생각했다

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는	남자의	말을	부정하면서	기숙사	생

활에	만족하지	못했던	이유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남자의	마지막	말

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①	나는	네가	곧	회복될	거라고	확신해.

②	음,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④	그래,	그러면	내가	더	편안해질	거야.

⑤	기숙사에	머물	수	있게	되어서	기뻐.

어휘와 어구

•	dormitory	기숙사		

•	semester	학기		

13
정답 ①

소재 로봇	진공청소기	구입

대본

W:	Excuse	me,	can	I	ask	you	a	question?

M:	Of	course.	Are	you	looking	for	a	home	appliance?

W:	Yeah.	Do	you	have	this	robotic	vacuum	cleaner?	It’s	in	

your	catalog,	but	I	can’t	find	it	here	in	this	store.

M:	Oh,	I’m	sorry,	ma’am.	This	model	is	very	popular	these	

days.

W:	Does	that	mean	that	it’s	currently	out	of	stock?

M:	I’m	sorry,	but	it	is.	We	also	have	other	similar	models.

W:	Actually,	 this	 is	 the	one	 I	want.	When	will	 you	be	

getting	more	in?

M:	Please	wait	a	minute	while	I	check.	Hmm,	it	looks	like	

we’re	getting	some	in	next	Tuesday.

W:	That’s	not	too	long.	I	don’t	mind	waiting.

M: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Then,	you	can	place	

an	order	today.

W:		

해석

여:	실례지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남:	물론이죠.	가전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여:	네.	이	로봇	진공청소기가	있나요?	카탈로그에는	있는데,	여기	이	

매장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남:	오,	죄송합니다,	부인.	이	모델은	요즘	아주	인기가	많아요.

여:	현재	재고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남: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다른	비슷한	모델들도	있습니다.

여:	사실,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언제	더	들여오나요?

남:	제가	확인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음,	다음	주	화요일에	

몇	개	들여올	것	같아요.

여:	그리	오래지	않네요.	기다려도	괜찮아요.

남: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문을	하실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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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여:	그렇게	하죠.	그것이	도착하면	제게	전화해	주시겠어요?

문제 해설 여자는	구입할	로봇	진공청소기	모델이	재고가	없다는	남

자의	말을	듣고,	언제	더	들여올	예정인지를	물었다.	남자가	다음	주	

화요일에	들여올	예정이라고	말하자,	여자는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으며,	남자는	마지막	말로	오늘	주문이	가능함을	알렸다.	따라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②	죄송합니다.	다른	사이즈로	교환할	수	있나요?

③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것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④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제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⑤	좋습니다.	다른	모델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어휘와 어구

•	home	appliance	가전제품		

•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		

•	currently	현재		

•	out	of	stock	재고가	없는		

•	place	an	order	주문하다

14
정답 ②

소재 되찾게	된	지갑

대본

[Cell phone rings.]

M:	Hello.

W:	Hello.	This	 is	Officer	Sarah	Miller	speaking	from	the	

Darlington	police	station.

M:	The	Darlington	police	station?	How	can	 I	help	you,	

officer?

W:	I’m	calling	you	to	check	if	you	lost	your	wallet	about	

three	days	ago.

M:	I	did.	Did	someone	find	it?

W:	Yes,	a	woman	found	it	on	the	street	and	brought	 it	 in	

to	us.	Could	you	tell	me	the	color	and	material	of	your	

wallet?

M:	It’s	 a	dark	blue	 leather	wallet.	There	 should	be	my	

driver’s	license,	two	credit	cards,	and	twenty	dollars	in	

it.	

W:	That’s	right.

M:	Oh,	I	was	hoping	someone	would	find	it	and	turn	it	in.	

My	wife	bought	me	that	wallet	for	my	birthday.	

W:	I’m	really	glad	the	person	brought	it	in.	You	can	pick	it	

up	at	the	police	station’s	lost	and	found.	

M:	Thank	you.	By	the	way,	can	I	have	the	name	and	phone	

number	of	 the	woman	who	found	it?	I’d	like	to	 thank	

her.

W:	I’m	sorry,	but	we	can’t	give	you	that	information.	She	

told	us	not	to	give	it	out.

M:		

해석

[휴대	전화가	울린다.]

남:	여보세요.

여:	여보세요.	저는	Darlington	경찰서의	Sarah	Miller	경관입	

니다.

남:	Darlington	경찰서요?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경관님?

여:	선생님께서	혹시	3일	전	즈음에	지갑을	분실하셨는지를	확인하려

고	전화드립니다.

남:	그랬습니다.	누가	그것을	찾았나요?

여:	네,	한	여성분이	길에서	발견해서	저희에게	가져다줬어요.	지갑의	

색상과	재질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	짙은	청색	가죽	지갑입니다.	그	안에는	제	운전	면허증과	신용	카

드	두	장,	그리고	20달러가	들어	있을	겁니다.

여:	맞습니다.

남:	오,	저는	어떤	분이	그것을	찾아	돌려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아내가	생일	선물로	제게	그	지갑을	사	줬거든요.

여:	그분이	가지고	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경찰서	유실물	보관소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남: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	주신	여성분의	이름과	전화번호

를	알	수	있을까요?	그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	죄송합니다만,	그	정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알

려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	그렇군요.	하지만	그분의	친절함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문제 해설 3일	전	즈음에	지갑을	분실했던	남자에게	여자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	분실	여부를	확인한	후	유실물	보관소에서	지갑을	찾아

가라고	알리자,	남자는	습득한	사람의	연락처를	요청했고,	경찰은	습

득한	사람이	알려	주지	말라고	했다며	거절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남자는	경찰의	말을	이해하면서	습득자의	친절함에	고마워하

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①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그걸	직접	찾았어요.

③	아쉽습니다.	언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④	죄송합니다.	그분	전화번호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⑤	좋습니다.	지갑을	받은	후	그분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어휘와 어구

•	officer	경관,	경찰관		

•	driver’s	license	운전	면허증		

•	turn	in	~을	돌려주다

•	lost	and	found	유실물	보관소,	분실물	취급소

15
정답 ②

소재 혼잡한	영화관	빠져나오기

대본

W:	Brenda	and	Mike	are	at	a	movie	 theater.	The	movie	

they	saw	just	ended,	and	the	audience	is	pouring	out	of	

the	theater.	The	movie	theater	is	on	the	10th	floo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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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a	lot	of	people	lining	up	to	take	the	elevators.	

Brenda	doesn’t	want	to	take	a	crowded	elevator	because	

she	thinks	it’ll	be	really	uncomfortable.	She	also	doesn’t	

want	to	wait	until	she	and	Mike	are	able	to	take	a	less	

crowded	elevator.	Now	Brenda	thinks	it’s	better	to	walk	

down	the	stairs	from	the	10th	floor	to	the	1st	floor.	She	

also	thinks	it	will	be	a	good	way	to	get	exercise.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Brenda	most	likely	say	to	Mike?

Brenda:		

해석

여:	Brenda와	Mike는	영화관에	있습니다.	그들이	본	영화가	방금	

끝났고,	관객들이	영화관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관

은	10층에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많

습니다.	Brenda는	붐비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너무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타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Mike가	

덜	붐비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도	않습

니다.	이제	Brenda는	10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

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또한	그것이	운동하기

에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Brenda
는	Mike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Brenda: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문제 해설 영화	관람	후	몰려나오는	관객들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

려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Brenda는	Mike에게	10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내려갈	것을	제안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Brenda가	Mike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①	계단으로	통하는	출구를	못	찾겠어.

③	내가	그것을	확인하는	동안	넌	여기서	기다리는	게	좋겠어.

④	이	엘리베이터는	10층까지만	올라가.

⑤	그	대신	온라인으로	함께	영화를	보자.

어휘와 어구

•	pour	out	of	~	밖으로	쏟아져	나오다		

•	line	up	줄을	서다

16~17
정답 16	①	 17	③

소재 통계학의	다양한	활용

대본

M:	Hello,	students.	Last	class,	we	talked	about	 the	origin	

and	history	of	statistics.	Today	we’ll	move	on	 to	 the	

present	day.	As	 information	 technology	opens	new	

worlds	of	possibilities,	statistics	greatly	helps	people	

carry	out	their	work.	Here	are	some	examples.	Firstly,	

when	it	comes	to	running	a	small	business,	the	business	

owner	 needs	 to	 make	 important	 decisions	 such	 as	

how	much	product	 to	purchase.	Statistical	 analysis	

helps	him	or	her	make	these	decisions.	Also,	financial	

managers	who	work	at	a	bank	or	 insurance	company	

should	have	advanced	statistical	knowledge.	This	 is	

because	financial	 institutions	forecast	future	economic	

conditions	and	 those	forecasts	are	heavily	dependent	

on	statistical	sampling.	Next,	military	 recruiters	 rely	

on	statistics	to	forecast	how	many	people	will	 join	the	

military	 in	 the	 future.	Lastly,	biostatistics	 is	critical	

to	 medical	 researchers	 for	 conducting	 research.	

Statisticians	are	 involved	 in	 these	efforts	 and	many	

more.
해석

남: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는	통계의	기원

과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대로	옮겨	가겠습

니다.	정보	기술이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면서,	통계는	사람

들이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	몇	가지	예

가	있습니다.	첫째,	소규모	기업	운영에	관해	말하자면,	사업주는	

얼마만큼의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지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

야	합니다.	통계	분석은	그	사람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

을	줍니다.	또한,	은행이나	보험	회사에서	일하는	금융	관리자들

은	고도의	통계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금융	기관이	미래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고,	그러한	예측은	통계	표본에	대단히	의존하

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군대의	신병	모집자들은	미래에	얼마

나	많은	사람이	군에	입대할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해	통계에	의존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물	통계학은	의학	연구자들에게	연구를	수

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통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력과	

훨씬	더	많은	것에	관여합니다.

문제 해설

16	지난	수업	시간에	통계학의	기원과	역사를	학습했다고	말한	후,	

현재는	통계학이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

음을	각	분야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하

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통계가	도움이	되는	직업’이다.

②	디지털	시대의	직업	선택

③	세계	산업	동향의	예측

④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⑤	통계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17	사업주,	금융	관리자,	군대의	신병	모집자,	의학	연구원은	언급되

었지만,	③	‘기상	예보자’는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와 어구

•	statistics	통계,	통계학		

•	purchase	구입하다		

•	analysis	분석		

•	financial	금융의,	재무의		

•	insurance	보험		

•	institution	기관		

•	forecast	예측하다,	예보하다

•	recruiter	신병	모집자		

•	biostatistics	생물	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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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답 ⑤

소재 청구서	사본	발송	요청

해석 Rogan	씨께

저,	Kwame	Brown은	귀사의	공기	필터	판매	업체인	Filters-for-All	
의	직원입니다.	최근	저희	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하는	동안	제가	귀하

의	지난번	주문에	대한	청구서를	둔	곳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유감

스럽게도,	저는	청구서	참조	번호에	대한	기록도	귀사의	누가	영수증

에	서명했는지와	같은	다른	세부	사항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청구서	없이	기록을	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음	달에는	

제	부서의	회계에	대한	회사의	정기	점검도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귀하께	청구서	사본을	보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가능한	한	빨리	청구서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101-345-3934로	연락	주

십시오.	저는	언제나	연락이	가능합니다.

Filters-for-All	영업부장

Kwame	Brown	드림

문제 해설 주문에	대한	청구서를	분실하여	회계	처리를	하는	데	어려

움을	겪고	있어	해당	청구서의	사본	발송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글이

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구문 해설

	 Unfortunately,	I	also	have	no	record	of	the	bill	reference	

number	nor	any	other	details	 such	as	 [who	signed	 the	

receipt	on	your	end].

[ ]는	any	other	details의	예시를	나타내는	의문절이다.	

어휘와 어구

•	vendor	판매	업체

•	misplace	~을	어디에	두고	잊어버리다

•	reference	number	참조	번호

•	inspection	점검

•	accounts	회계

•	department	부서

•	prioritize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19
정답 ②

소재 폭풍우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동굴

해석 Sarabeth는	‘오즈의	마법사’에서	Dorothy를	Kansas에서	데

려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바람이	자신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느

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며	숲	바닥을	때리는	짙게	드리운	

차가운	비를	언뜻	봤다.	‘집들은	어디	있지?’	‘어른들은?’	‘누군가	나를	

찾고	있지	않을까?’	그녀는	달렸다.	그녀가	절벽의	앞쪽에서	구멍을	

발견한	그	순간	벼락이	쳐서	100피트의	나무를	찢어	버렸다.	‘동굴?’	

그녀는	본능적으로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뛰어들면서	피하지	못

하여,	부주의로	이마를	부딪쳤다.	그녀가	안으로	더	깊이	달려가던	중

에	그녀는	두려움으로	인해	통증이	무디어졌다.	동굴	바닥이	얕고	울

퉁불퉁한	계단으로	되어	오르막인	것을	느끼면서,	그녀는	어둠	속으

로	몇	피트	더	깊이	비틀비틀	걸어	들어갔다.	‘마른	모래다!’	그녀는	주

저앉았다.	무릎을	꿇은	채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래를	손으로	움켜잡

으며,	그녀는	자신의	거의	완전히	부서진	영혼이	자신을	장악했던	두

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처럼	느꼈다.

문제 해설 Sarabeth가	폭풍우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피할	곳을	

찾아	헤매던	중에	동굴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마른	모래를	발

견한	뒤	안도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Sarabeth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겁에	질린	→	안도하는’이다.

①	지루한	→	신이	난

③	괴로운	→	어리둥절한

④	슬픈	→	소름	끼치는

⑤	아주	기쁜	→	실망한

구문 해설

	 Sarabeth	felt	 the	wind	move	her	around	the	same	way	

[Dorothy	was	taken	from	Kansas	in	The	Wizard of Oz].

[ ]는	the	same	way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Trembling	from	head	to	toe],	she	took	a	quick	look	at	

the	blankets	of	cold	rain	[that	pounded	the	forest	floor].
첫	번째	[ ]는	의미상의	주어인	she의	부수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분

사구문이고,	두	번째	[ ]는	the	blankets	of	cold	rain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	tremble	떨다	

•	a	blanket	of	짙게	드리운[두텁게	내려앉은]	~,	온	누리를	덮은

•	pound	마구	때리다

•	tear	apart	~을	찢어[뜯어]	버리다	

•	opening	(열린)	구멍,	틈

•	negligence	부주의,	태만

•	terror	두려움,	공포

•	dull	~을	무디게	하다

•	charge	달려가다

•	shallow	얕은

•	uneven	울퉁불퉁한,	고르지	못한

•	stumble	비틀비틀	걷다

•	take	over	~을	장악하다

20
정답 ⑤

소재 익숙하지	않은	일을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

해석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

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과정이	잘못될	때	우리	자신을	

실망에	이르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즉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나	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성공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다.	그것은	우리의	실망을	더	엄청나게	하고	정신적으로	더	유해하게	

한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	보이는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우리는	우

리의	뇌에	우리가	학습	모드에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일에서	얻는	우리의	주된	수확	중	하나가	단지	즉각적으로	성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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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이라는	것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배움을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되도록,	가능하다면	‘더’	중요한	것이	되

도록	여러분의	기대를	재구성하라.

문제 해설 필자는	익숙하지	않아	보이는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주된	

수확	중	하나가	새로운	지식일	것이므로,	배움이	중요한	것이	되도록	

기대를	재구성하라고	말한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⑤이다.

구문 해설

	 Reframe	 your	 expectations	 to	 make	 the	 learning	

[{as	 important	as	 the	 result}	—	{more	 important,	<if	

possible	>}].

[ ]는	make의	목적격	보어로,	첫	번째	{ }에는	‘…만큼	~한’의	의

미를	가진	「as	~	as	...」	표현이	사용되었다.	두	번째	{ }는	첫	번째	

{ }에	덧붙이는	내용을	기술하는	형용사구이고,	< >는	조건을	나

타내는	부사절로	if	it	is	possible에서	it	is가	생략되었다.

어휘와 어구

•	accomplish	성취하다	

•	profound	엄청난,	깊은,	심오한

•	establish	확고히	하다,	확립하다

•	takeaway	(정보	등의)	수확,	배우는	점,	교훈	

•	undertaking	일,	프로젝트,	사업

•	reframe	재구성하다,	(~의	틀을)	다시	만들다

21 
정답 ⑤		

소재 도시	내의	안전을	위한	디자인

해석 여러분이	충분히	자세히	본다면	여러분	주변에	숨겨진	디자인

의	세계가	있지만,	우리	도시의	시각적	잡음의	불협화음은	중요한	세

부	사항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이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막아	주는	도로	표시,	화재	시	거주자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물	바깥	면에	부착된	작은	구급상자,	그리고	단순한	장

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벽돌	건물	전체를	하나가	되게	붙

잡아	주도록	작용하는	장식적인	조각이	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맞도록	끊임없이	도시의	모양을	고치는	것을	

통해	쌓여만	가는	무수한	잡동사니도	있다.	도시	경관의	이러한	더	미

묘한	측면을	해독하는	것은	또한	여러분이	도시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통찰을	얻도록	도울	수	있는데,	그들	중	대부분

은	단지	자신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지만,	그들	중	몇몇은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문제 해설 주변에	숨겨진	디자인의	세계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

지만,	사람들이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막아	주는	도로	표시,	화재	시	

건물의	거주자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구급상자,	벽돌	건물을	하나

가	되게	붙잡아	주는	장식적인	조각	등,	도시에는	안전을	위한	시설이

나	장치가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이	글에서	의미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의도된	도시	내

의	디자인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다.

①	도시의	자연적	특징과	인공적	특징을	분석하는	것

②	도시	거주자가	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는	것

③	도시	지역의	다양한	소음원을	찾는	것

④	도시	건축물의	미적	가치를	인식하는	것

구문 해설

	 Decoding	these	more	subtle	aspects	of	the	cityscape	can	

also	help	you	gain	insight	into	the	people	[who	make	cities	

{what	 they	are}],	 [most	of	whom	are	 just	 trying	 to	 live	

their	 lives,	but	some	of	whom	are	actively	trying	to	save	

yours].
첫	번째	[ ]는	the	peopl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 }는	선행

사를	포함한	관계사	what이	이끄는	관계절로	make의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한다.	두	번째	[ ]는	the	people	who	make	cities	what	

they	are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	marking	(도로,	차량	등에	그려진)	표시

•	blow	to	bits	산산조각	내다

•	emergency	구급[긴급]의,	비상용의

•	attach	부착하다,	붙이다

•	occupant	거주자,	입주자,	점유자

•	ornamental	장식용의

•	amid	~	가운데에,	~의	사이에

•	countless	무수한,	셀	수	없이	많은

•	accumulate	쌓이다,	축적되다

•	decode	해독하다,	이해하다

•	subtle	미묘한,	감지하기	힘든

•	aspect	측면,	면,	양상

•	cityscape	도시	경관,	도시	풍경

•	insight	통찰(력),	이해

•	artificial	인공[인위]적인

•	dweller	거주자,	주민

•	appreciate	인식[평가]하다

•	aesthetic	미적인,	미학의

22
정답 ②

소재 자제력	강화

해석 우리의	타고난	모든	장애물을	감안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자

제력과	의지력이	학습될	수	있는지이다.	우리는	정말	때가	되면	단지	

이를	갈며	기계처럼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답은	아마도이다.	

비결은	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홍콩과학대학교와	시카고대학교가	수

행한	공동	연구는	‘왜’	특정한	행위가	선택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자제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참가자들

은	자신이	유혹을	참았던	때를	묘사하도록	요청받았고,	그들은	그	후	

즉시	마음껏	빠져	즐길	수	있는	일을	제공받았는데	70%가	굴복했다.	

그러나	또	다른	집단은	자신이	‘왜’	유혹을	참았었는지를	설명하라고	

요청받았을	때,	69%가	마음껏	빠져	즐길	수	있는	일을	거절할	수	있

었다.	그들은	참는	것에	강한	감정적	가치를	두었고	이전의	유혹을	피

하는	것의	이점을	인정했으며,	따라서	참는	이유를	인식하는	것만으

로도	자신의	자제력을	크게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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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자제력이	학습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관하여,	한	연구에

서	이전에	유혹을	참았던	때를	묘사한	집단보다	이전에	유혹을	참았

던	이유를	설명한	집단이	마음껏	빠져	즐길	수	있는	일을	더	잘	거절

하였는데,	그들은	참는	이유를	인식함으로써	자제력을	강화했다는	내

용이다.	그러므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구문 해설

	 A	joint	study	[conducted	by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Chicago	University]	demonstrated	 [that	

{understanding	why	a	specific	action	was	chosen}	helped	

boost	self-	discipline].
첫	번째	[ ]는	A	joint	study를	수식하는	분사구이고,	두	번째	[ ]	

는	demonstrat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며,	{ }는	명사

절의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다.

어휘와 어구

•	inborn	타고난,	선천적인

•	obstacle	장애물,	방해(물)

•	self-discipline	자제력,	자기	훈련,	수양

•	willpower	의지력,	정신력,	자제력

•	grind	one’s	teeth	이를	갈다

•	awareness	인식,	자각,	의식

•	joint	공동의,	합동의

•	conduct	수행하다,	(특정한	행동을)	하다	

•	demonstrate	보여	주다,	입증하다

•	boost	증진시키다,	신장시키다,	북돋우다

•	resist	참다,	견디다

•	temptation	유혹,	유혹하는	것

•	give	in	~에	굴복[항복]하다

•	turn	down	~을	거절[거부]하다	

•	resistance	참음,	저항

•	acknowledge	인정하다

•	previous	이전의

•	be	aware	of	~을	인식[의식]하다,	알다

•	significantly	크게,	상당히

•	reinforce	강화하다,	증진하다

23
정답 ①		

소재 보조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석 보조금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도	환경에	해롭지	않은	선

택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직접	또는	세금	제도를	통해	제공될	수	있

다.	세금과	달리,	그것은	제품의	가격이나	구매	비용을	줄임으로써	장

려책을	제공하며	흔히	‘재정상의	장려책’이라고	불린다.	세금	우대	조

치와	함께,	그것은	천연자원과	오염	통제에	관한	시장	실패를	시정할	

경제적	장려책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업들

이	환경에	미치는	오염	부담을	줄이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나	분

명히,	보조금은	가격을	왜곡하며	생산자	이익을	증가시키고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으며,	환경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는	그것이	과소비를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신흥	경제국	정부는	경제	발

전을	촉진하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그것(에너지에	대한	소비자	가

격)을	실제	시장	수준	아래로	유지하면서,	흔히	에너지에	대한	소비자	

가격을	통제한다.	그러나	연료세	환급과	낮은	에너지	가격은	화석	연

료의	사용을	자극하고,	동시에	도로	교통에	대한	보조금은	정체와	대

기	오염을	증가시킨다.

문제 해설 보조금은	천연자원과	오염	통제에	관한	시장	실패를	시정

할	경제적	장려책으로	고안되어	기업들이	환경에	미치는	오염	부담을	

줄이도록	동기를	부여하지만,	과소비를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환경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①	‘보조금이	환경에	미치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이다.

②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비의	변화	

③	경제적	효율성을	위한	보조금	운영의	필요성

④	마케팅에서	가격	책정	전략의	중요성

⑤	세금과	보조금의	유사점과	차이점

구문 해설

	 However,	by	definition,	subsidies	 [distort	prices]	and	

[tend	to	{increase	producer	profits}	and	{lower	consumer	

prices}],	and	[can	negatively	affect	the	environment].
세	개의	[ ]가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주어	subsidies의	술어	역

할을	한다.	두	번째	[ ]	안에서	두	개의	{ }가	and로	대등하게	연

결되어	to에	이어진다.

어휘와 어구

•	incentive	장려책,	유인

•	along	with	~과	함께,	~과	마찬가지로

•	tax	break	세금	우대[감세]	조치	

•	with	respect	to	~에	관한,	~에	대한

•	firm	기업,	회사

•	by	definition	분명히,	확실히

•	distort	왜곡하다

•	degrade	악화시키다,	저하시키다

•	emerging	신흥의,	신생의

•	alleviate	완화하다,	경감하다

•	stimulate	자극하다

•	congestion	(거리,	교통의)	정체,	혼잡

•	sustainable	(환경	파괴	없이)	지속	가능한

•	price	가격을	정하다,	값을	매기다

•	strategy	전략,	책략

24
정답 ③

소재 먹기의	다양한	의미

해석 먹기에	대한	주요	규칙은	간단하다.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망하고,	또한	여러분이	저녁	식사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러분은	

곧	다시	배가	고프리라는	것이다.	우리는	먹어야	하고	먹기를	계속해

야	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인간은	그것(음식)	자체보다	음식을	

만드는	데	엄청난	노력을	더	쏟아부어	와서,	그것(음식)은	신체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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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라는	그것(음식)의	주된	목적	이상의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

(음식)은	대단히	융통성	있고	신화에	버금가는	원형(예를	들어,	현대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상품을	‘소비’하려는	우리의	열망이,	먹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와	마찬가지로,	만족을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

언하고	싶어	한다.),	예술	형태,	상업적	교환과	사회적	상호	작용의	매

개체,	계층과	국민성에	대한	다수의	특징적인	표시의	원천이	된다.	우

리는	계속해서	먹어야	해서,	우리는	먹기를	우리의	안녕에	필수적인	

개념	및	감정과	같은	다른	것들도	주장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지만,	

그것들	중	많은	것은	복잡하고,	분석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우며,	우리

가	배고플	때는	음식에	집중하기	쉬운	것만큼	그것들에	집중하기가	

분명	쉽지	않다.

문제 해설 음식이	신체적	영양이라는	주된	목적	이상의	다양한	의미

를	지니고,	먹기가	우리의	안녕에	필수적인	개념	및	감정과	같은	다른	

것들도	주장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글의	제

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먹기는	단지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	이

상의	것이다’이다.

①	절대	어기면	안	되는	식탁	예절

②	끝없는	식욕:	정신적	결손의	징후

④	인간은	어떻게	자신의	배고픔을	물리쳤는가?	

⑤	다양한	문화의	다양한	음식

구문 해설

	 [Precisely	because	we	must	both	eat	and	keep	on	eating],	

human	beings	have	poured	enormous	effort	 into	making	

food	more	 than	itself,	 [so	 that	 it	bears	diverse	meanings	

beyond	its	primary	purpose	of	physical	nutrition].
첫	번째	[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고,	두	번째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어휘와 어구

•	precisely	바로,	정확히

•	pour	쏟아붓다

•	enormous	엄청난,	막대한

•	bear	지니다,	떠맡다

•	nutrition	영양

•	immensely	대단히,	엄청나게

•	adaptable	융통성이	있는,	각색될	수	있는

•	mythic	신화에	버금가는,	(대단히	유명해서)	신화적인

•	prototype	원형

•	assure	확언하다,	확실히	~이라고	말하다

•	longing	열망,	갈망

•	commercial	상업적인	

•	exchange	교환

•	an	array	of	다수의

•	distinguishing	특징적인,	특색	있는

•	nationhood	국민성,	국민의	신분

•	insist	on	~을	주장하다

•	definitely	분명히,	확실히

•	concentrate	on	~에	집중하다

•	appetite	식욕,	욕구

•	deficit	결손,	부족

25
정답 ⑤	

소재 야생	동물	개체군	변화

해석 위	도표는	1970년과	2016년	사이에	증가한,	안정적으로	유지

된,	그리고	감소한	다섯	가지	야생	동물	집단의	개체군	비율을	보여	

준다.	증가한	개체군의	비율은	파충류에서	가장	높았고	포유류에서	

두	번째로	높았는데,	둘	다	대략	50%	정도였다.	한편,	감소한	개체군	

비율은	양서류에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어류,	조류,	포유류,	파충

류	순이었다.	각	집단	전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	개체군의	비율은	

10%	미만이었다.	증가한	개체군	비율과	감소한	개체군	비율	사이에	

차이가	가장	작은	집단은	조류였다.	반면에,	양서류는	증가한	개체군	

비율과	감소한	개체군	비율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감소한	

개체군	비율이	증가한	개체군	비율의	두	배가	넘었다.

문제 해설

양서류의	감소한	개체군의	비율은	58%이고	증가한	개체군의	비율은	

36%로	58%는	36%의	두	배가	넘지	않으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

지	않는	것은	⑤이다.		

구문 해설

	 On	 the	 other	 hand,	 amphibians	 showed	 the	 largest	

difference	between	 the	percentage	of	populations	 that	

increased	 and	 populations	 that	 decreased,	 [with	 the	

percentage	of	populations	that	decreased	more	than	double	

that	of	populations	that	increased].

[ ]는	more	than	앞에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with+명사구+분

사구」의	구조로,	주절의	부수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어휘와 어구

•	mammal	포유류	

•	reptile	파충류

•	amphibian	양서류

•	stable	안정적인

•	measure	(치수,	길이,	양	등이)	~이다,	측정하다

26
정답 ④

소재 Arnaud	Massey

해석 프랑스	Biarritz에서	태어난	Arnaud	Massey는	영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최초의	유럽	대륙	골프	선수였다.	Massey는	캐디로서	

자신의	골프	경력을	시작했고	당대의	여러	뛰어난	골프	선수들을	만

났다.	1902년부터	그는	Open	Championship에서	경기하기	시작

하여,	다음	20년	동안	상위	20위	안에	들었다.	1913년에	그는	두	국

가(미국과	프랑스)	간의	국제	경기에서	미국에	맞서	4인조	프랑스	팀

을	승리로	이끌었다.	1911년에,	그는	골프에	관한	최초의	프랑스어	

책을	출판했고,	그것은	1914년에	영어로	번역되었다.	비록	제1차	세

계	대전	시	Verdun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Massey는	회복되어	수년	

동안	높은	수준에서	활약했고,	심지어는	1926년에	미국에서	열린	포

섬	시범	경기에서	Bobby	Jones를	이겼으며	1927년과	1928년에	

Spanish	Open에서	우승했다.	1930년대에,	그는	모로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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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akesh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곳의	골프	코스를	재설계하는	것

을	도왔다.	그는	20세기	첫	70년	동안의	가장	위대한	유럽	선수로	널

리	여겨지고	있다.

문제 해설 Arnaud	Massey는	제1차	세계	대전	시	Verdun에서	부

상을	입었지만,	회복되어	수년	동안	높은	수준으로	활약했고	Spanish		

Open에서	우승하기도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구문 해설

	 Though	he	was	wounded	at	Verdun	 in	World	War	 I,	

Massey	 recovered	and	played	at	a	high	 level	 for	many	

years,	 [even	 {defeating	 Bobby	 Jones	 in	 a	 foursome	

exhibition	match	held	 in	1926	in	 the	United	States}	and	

{winning	the	Spanish	Open	in	1927	and	1928}].

[ ]는	두	개의	{ }가	and로	대등하게	연결된	분사구문으로	주절의	

주어인	Massey의	부수적인	동작을	나타낸다.	

어휘와 어구

•	caddie	캐디(골퍼가	수월하게	경기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사람)

•	leading	뛰어난,	선도하는,	주요한

•	translate	번역하다

•	wound	부상[상처]을	입히다

•	recover	회복되다

•	defeat	이기다,	패배시키다

•		foursome	포섬(네	사람이	두	조로	나뉘어	교대로	치는	골프	경기)

•	exhibition	match	시범	경기

27
정답 ④

소재 호텔	회원권

해석 	 	 	 	 	 	 Friends of Hotel Sunrise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	큰	혜택이

제공되는	5성급	회원	전용	클럽’

저희에게	직접	예약	시	여러분을	회원	전용	혜택으로	즉시	연결해	주

는	온라인	포털	Friends	of	Hotel	Sunris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

다.	여러분은	회원으로서	최저	객실	요금,	객실	업그레이드,	객실	퇴

실	시간	연장,	그리고	기타	특별	대우를	받게	되실	겁니다.

회원 혜택

•한	단계	더	좋은	수준으로	객실	업그레이드

•객실료	10%	할인

•저희	식당	이용	시	계산서	20%	할인

•세탁	요금	10%	할인

•무료	식수와	무료	무선	인터넷

주의사항

•객실	업그레이드는	객실	이용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	식당	할인	제공은	아침	식사,	미니	바,	브런치	또는	어떤	특별	판촉	

품목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원	혜택은	호텔에	투숙하는	회원에게만	적용되며,	제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희	웹	페이지에서	여러분의	회원	자격에	대한	전체	약관을	읽어	보

실	수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세요].

문제 해설 식당	할인	제공은	아침	식사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안내문

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구문 해설

	 Welcome	to	Friends	of	Hotel	Sunrise,	[the	online	portal	

{connecting	you	 instantly	 to	exclusive	benefits	<when	

directly	booking	with	us>}].

[ ]는	Friends	of	Hotel	Sunrise를	부연	설명하는	동격	명사구이

고,	{ }는	the	online	portal을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 >는	시간

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이	명시된	분사구문이다.

어휘와 어구

•	exclusive	전용의,	고급의

•	portal	포털	(사이트)

•	book	예약하다

•	rate	요금

•	deal	대우,	취급,	처리

•	bill	계산서,	청구서

•	laundry	세탁,	세탁일,	세탁물

•	wireless	무선의

•	be	subject	to	~에	달려	있다,	~을	받아야	한다

•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

•	applicable	적용[해당]되는,	적용할	수	있는

•	promotion	판촉	(품목)

•	third	party	제삼자

28
정답 ③

소재 포스터	대회

해석 	 	 	 	 2022년 MWRA 연례 포스터 대회

주제: STEM에 관한 모든 것

물	또는	폐수	분야가	과학,	기술,	공학	또는	수학(STEM)과	관련되

어	있으므로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여	주는	포스터를	만드

십시오.

자격:	포스터	대회는	Massachusetts	수자원청(MWRA)	서비스	지

역의	10~12학년	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	서비스	지역

에	거주하는	학생만	출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출품작 요건:	포스터	크기가	8.5×11인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품:	1위	상품은	100달러	상품권,	2위	상품은	50달러	상품권,	3위	

상품은	25달러	상품권입니다.

마감일:	출품작은	11월	11일	금요일까지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조기	

출품을	권장합니다.

제출 주소:	Massachusetts	Water	Resources	Authority	2		

Griffin	Way	Chelsea,	MA	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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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전히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전화를	주십시오.	

askandanswer@mwra.com	/	617-305-5646
문제 해설 포스터	크기가	8.5×11인치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③이다.

구문 해설

	 Create	 a	 poster	 [showing	 people	 {working	 in	 the	

water	or	wastewater	 sector}],	 [as	 it	 relates	 to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or	Math	(STEM)].
첫	번째	[ ]는	a	poster를	수식하는	분사구이고,	{ }는	people을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두	번째	[ ]는	이유의	부사절이며,	it은	the	

water	or	wastewater	sector를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어휘와 어구

•	annual	연례의,	한	해	한	번씩의

•	wastewater	폐수,	하수

•	sector	분야,	부문

•	eligibility	자격,	적임,	적격

•	eligible	to	~할	자격이	있는

•	entry	출품작,	출전

•	postmark	소인을	찍다;	소인

29
정답 ②

소재 새의	비행	능력	상실

해석 날지	못하는	것과	포식	관계는	틀림없이	연관되어	있어서,	포

식	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낮았던	섬이나	외딴	호수에	사는	새

들은	날개를	사용할	주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날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많은	수수께끼가	있다.	만약	포식	관계가	제어	수단이었다면,	

왜	대륙의	광활한	땅덩어리에	사는	몇몇	새들은	수많은	포식자들에	

직면하여	제한적인	비행	능력만	소유하는	단계에	도달했을까?	또한,	

왜	새들은	분명히	자신을	잡아먹을	것으로	예상되는	포식자들이	있는	

섬에서	날지	못하게	되었을까?	명백하게,	새가	날아야	할	필요를	감

소시키는	것은	단지	포식자의	결여	때문만은	아닌데,	이는	아주	흔히	

언급되고	있다.	포식	관계가	없는	것이	최적	조건이지만,	어떤	새들에	

대해서는	포식자의	존재조차도	날개를	유지하기에	충분할	만큼	날개

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못해서,	그것들은	그것의	쓰임새를	잃어버려	

왔거나	거의	잃어버렸다.	단	한	가지	가능한	결론은	비행	불능	상태를	

만들어	낸	것은	포식자의	부족이	아니라	포식	관계의	정도였다는	것

이다.

문제 해설 ②	Why가	이끄는	의문문에서	주어(several	birds	on	

the	continental	land	masses)와	조동사(have)가	도치되어	있는	

문장으로	have에	연결되어	현재완료	형태로	술어를	구성해야	하므

로,	reaching(현재분사)을	reached(과거분사)로	고쳐야	한다.

①	islands	or	remote	lakes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을	이끌	관계

사가	필요한	자리인데,	뒤에	절의	구성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

로,	이	자리에	관계부사	where가	오는	것은	어법상	적절하다.

③	문맥상	birds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필요한	자리이므로,	복수형	대

명사	them은	어법상	적절하다.	themselves가	올	수	없음에	주의	

한다.

④	「it	is	~	that	...」	강조	구문에서	주어인	the	lack	of	predators가	

강조된	구조이므로	단수형	동사	reduces를	쓰는	것은	어법상	적절	

하다.

⑤	use	their	wings를	수식하는	부사	sufficiently는	어법상	적절	

하다.

구문 해설

	 Also,	why	did	birds	become	flightless	on	islands	with	

predators	[which	could	certainly	be	expected	to	prey	upon	

them]?

[ ]는	predator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Obviously,	 it is	not	solely	[the	 lack	of	predators]	that	
reduces	a	bird’s	need	to	fly,	[as	is	so	often	stated].
「it	is	~	that	...」	강조	구문을	사용하여	첫	번째	[ ]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 ]는	주절	전체를	선행사로	삼아,	그	내용을	부연	설

명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	flightlessness	날지	못함

•	predation	(동물	간의)	포식	관계,	(동물의)	포식	(습성)

•	undeniably	틀림없이

•	remote	외딴

•	nonexistent	존재하지	않는

•	continental	대륙의

•	land	mass	광활한	땅덩어리	

•	prey	upon	~을	잡아먹다

•	sufficiently	충분히

30
정답 ④

소재 인간	이외의	존재에	대한	윤리의	이중성

해석 동물	윤리	분야의	이론가들은	흔히	인간	이외의	원인에	의해	야

기되는	고통과	인간에	의해	야기되는	고통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가정한다.	오직	후자만이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도덕성은	오로지	도덕적	행위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행위에만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우와	토끼의	문제(우리는	여우로부터	

토끼를	구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Regan은	도덕

적	행위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행동만이	중요하고,	도덕적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해도	가해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

다.	여우에게	할퀴어지고	상처	입은	토끼의	고통은	아주	간단히	말해	

도덕적	관심	밖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	또한	비판받아	왔

다.	Dale	Jamieson은,	인간에게	적용한다면,	그것은	Matilda가	사

람에게	공격당했을	때만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그녀가	(쓰러지는)	나무에	막	부딪히려	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론의	우스꽝스러움은(이러한	결

론이	만약	우스꽝스럽게	여겨진다면)	고통은	그	근원이	인간인지	아

닌지에	상관없이	어떤	타당성(중요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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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A)	도덕성은	오로지	도덕적	행위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행위에만	관

련된	것이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the)	latter(후자)가	적절

하다.	(the)	former는	‘전자’라는	뜻이다.

(B)	앞	문장에	도덕적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해

도	가해지지	않은	것이라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으므로,	outside(밖

에)가	적절하다.	inside는	‘안에’라는	뜻이다.

(C)	고통의	근원이	인간이	아닐	경우에는	돕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대해	이것은	그	근원이	인간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고통은	타당성을	

지녀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결론(this	conclusion)은	내

용상	우스꽝스러운	것일	것이므로,	ridiculousness(우스꽝스러움)

가	적절하다.	validity는	‘유효함’이라는	뜻이다.

구문 해설

	 Theorists	in	the	field	of	animal	ethics	often	assume	[that	

there	is	a	clear	difference	between	the	suffering	{caused	by	

non-human	sources}	and	the	suffering	{caused	by	human	

beings}].

[ ]는	t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assume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두	

개의	{ }는	각각	선행하는	the	suffering을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The	ridiculousness	of	this	conclusion	would	suggest	that	

suffering	must	bear	some	relevance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its	source	is	human].

[ ]는	whether가	이끄는	명사절로	전치사	regardless	of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어휘와 어구

•	ethics	윤리,	윤리학

•	assume	가정하다

•	merit	(~할)	가치가	있다,	(~을)	받을	만하다

•	morality	도덕성

•	commit	저지르다

•	count	중요하다,	가치가	있다

•	ridiculousness	우스꽝스러움

•	relevance	타당성,	관련성

•	regardless	of	~에	상관없이

31
정답 ④

소재 의복	발전의	사회적	영향

해석 의복이	비교적	저렴해지고	점점	다양해지면서	역설적인	결과가	

생겨났다.	더	가벼운	직물은	보온을	위해	겹겹이	더하는	것을	의미했

다.	그리고	이것은	리본,	모자,	그리고	목에	두르는	스카프같이	유행

하는	조합과	액세서리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	무늬가	있는	목

도리는	가난한	노동자와	영세	농민의	구매	범위	안으로	들어갔다.	구

입	및	교체의	순환이	가속화되었다.	코트나	가운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사람들의	옷차림이	더	다양해지고	더	자주	바뀜에	따라,	옷에	

소비되는	수입의	실제	비율은	증가했다.	1700년에	프랑스	하인들은	

수입의	10%를	옷에	썼다.	1780년	무렵에는	그것이	3분의	1로	증가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자주	옷을	바꿔	입은	것은	아마도	도시	

빈민들이었는데,	비누,	세탁,	수선의	혜택이	없어,	그들의	옷은	매우	

빨리	낡아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문제 해설 의복이	저렴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코트나	가운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사람들이	옷에	소비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아울러	빈

민	계층이	소득에서	의복에	지출하는	비용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등	역설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역설적인’이다.	

①	도덕적인

②	정치적인

③	미적인

⑤	심리적인

구문 해설

	 While	 the	price	of	a	coat	or	gown	was	declining,	 the	

actual	proportion	of	income	[spent	on	clothing]	went	up,	[as	

people’s	wardrobes	became	more	varied	and	changed	more	

frequently].
첫	번째	[ ]는	income을	수식하는	분사구이고,	두	번째	[ ]는		

‘~함에	따라’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는	as가	이끄는	부사절로	주절의	

상황과	비례하여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Ironically,	 it was	 probably	 [the	 urban	 poor]	 who 
changed	their	clothes	most	frequently,	[for	theirs	wore	out	

most	quickly,	without	 the	benefits	of	soap,	 laundry	and	

repair].

it	was와	who	사이에서	첫	번째	[ ]가	강조되고	있다.	두	번째	[ ]
는	접속사	for가	이끄는	절로	주절의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어휘와 어구

•	fabric	직물

•	combination	조합

•	handkerchief	스카프,	손수건

•	wrap	둘러싸다

•	neckerchief	목도리

•	peasant	영세	농민,	소작농

•	acquisition	구입,	매입,	습득

•	replacement	교체

•	accelerate	가속화되다

•	decline	하락하다

•	proportion	비율

•	wardrobe	옷차림,	옷,	옷장

•	wear	out	(낡아서)	떨어지다

•	aesthetic	미적인

•	psychological	심리적인

32
정답 ③

소재 지도자의	상징성	활용

해석 지도자들은	대중	운동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징성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그것(상징성)은	관료들과	학자들이	선호하는	정책	세부	

사항과	아주	유사하면서도	분리된	언어이다.	Mahatma	Gandh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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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그들의	방식대로	맞서기보다는	자급자족과	독립의	추구를	강

조하기	위해	소금	채취하기와	소박한	물레에	목화를	잣는	것과	같은	

작은	개인적	행동으로	식민지	당국을	곤경에	빠뜨렸다.	물레는	심지

어	인도	국기의	초기	형태에도	등장했다.	Mande la 	역시		

Springbok	럭비	셔츠를	입음으로써	남아공	백인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거나	아파르트헤이트의	핵심	설계자인	Henrik	Verwoerd의	94
세	미망인과	차를	마시기	위해	외딴	아프리카너	지역	사회를	여행하

는	등	아주	충격적인	행위에	재능이	있었다.	Mandela와	Gandhi	둘	

다	겸손과	윤리적	고결이	무력이나	전문	지식의	과시보다	더	많은	정

치적	정당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문제 해설 Mahatma	Gandhi가	소금	모으기와	물레질을	통해	영국	

당국을	곤란하게	하고,	Mandela가	백인과의	화합을	위해		

Springbok	럭비	셔츠를	입고	남아공	백인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거

나	차	한	잔	마시려고	먼	외딴	지역의	백인	지도자의	미망인을	만나는	

것과	같이	지도자들은	상징성이	가지는	영향을	이해하고	활용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상징성의	

역할’이다.

①	희생의	가치

②	위험을	감수할	필요성

④	이기주의의	해로움

⑤	교육의	잠재력

구문 해설

	 Rather	 than	confront	 the	British	on	 their	own	 terms,	

Mahatma	Gandhi	wrong-footed	colonial	authorities	with	

small	personal	 acts	 like	 [collecting	 salt	 and	spinning	

cotton	on	a	simple	spinning	wheel]	to	highlight	the	search	

for	self-sufficiency	and	independence.

[ ]에서	동명사	collecting과	spinning이	이끄는	두	개의	동명사구

가	and로	연결되어	small	personal	acts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Mandela	too	had	a	talent	for	the	heart-stopping	gesture,	

[reaching	out	 to	white	South	Africans	by	wearing	 the	

Springbok	rugby	shirt]	or	[travelling	to	a	remote	Afrikaner	

community	to	take	tea	with	the	ninety-four-year-old	widow	

of	Henrik	Verwoerd,	a	key	architect	of	apartheid].
두	개의	[ ]는	주절의	주어인	Mandela의	상황에	대해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분사구문으로	or로	연결되어	있다.

어휘와 어구

•	parallel	아주	유사한,	평행한

•	separate	분리된

•	confront	맞서다

•	on	one’s	own	terms	~의	방식대로[생각에	따라]

•	authorities	당국

•	spin	(실을)	잣다

•	spinning	wheel	물레

•	highlight	강조하다

•	self-sufficiency	자급자족

•	independence	독립

•	heart-stopping	아주	충격적인

•	reach	out	to	~의	관심을	끌려고	하다

•	widow	미망인

•	architect	설계자,	건축가

•	humility	겸손

•	ethical	윤리적인

•	integrity	고결,	성실

•	generate	만들어	내다

•	legitimacy	정당성,	합법성

•	expertise	전문	지식

•	sacrifice	희생

•	selfishness	이기주의

Culture Note

Springboks	
Springboks는	남아프리카산	작은	영양(springbok)을	마스코트로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럭비	국가대표	팀이다.	1994년	백인	통치를	끝내고	

Nelson	Mandela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까지	백인의	

전유물로	인종	갈등의	상징이었으나,	Nelson	Mandela	대통령의	인종	통

합	노력에	힘입어	1995년	럭비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인종	화합의	

상징이	되었다.	

33
정답 ④	

소재 재래시장,	마을,	무역로	주변	경제	활동의	특징

해석 재래시장과	상점가에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혹은	무역로를	

따라서	일어나는	교역은	흔히	가격에	대한	격렬한	흥정과	관련이	있

다.	이러한	거래에서	판매되는	상품들	중	많은	것들이	수작업으로	생

산되고	품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시장	‘기준’점은	광범위

한	가격을	망라한다.	궁극적으로,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

고,	훌륭한	협상가인	상인이	경쟁자들에	비해	더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불균등한	공급과	불균등한	수요,	그리고	적은	수의	구매

자와	판매자	또한	가격	변동을	야기한다.	강한	관계와	사회적	유대가	

또한	중요할	수도	있다.	결국,	특정	시점에	특정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제품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는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오늘의	

적정	가격은	내일의	적정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

문제 해설 재래시장이나	상점가,	또는	무역로를	따라서	일어나는	거

래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다양한	조건과	상황으로	인해	가격	흥정이	

일어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가격에	대한	격렬한	흥정과	관련이’이다.

①	개인	자산에	대한	거래에	제한되어

②	경쟁을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운영되고

③	현지	시장에	대한	높은	충성에	의해	시작되고

⑤	운송	수단의	발전과	관련이

구문 해설

	 [Because 	 {many	 of 	 the 	 goods 	 <so ld 	 in 	 these	

transactions>}	{are	hand-produced}	and	{vary	in	quality}],	

the	market	“reference”	point	for	a	product	covers	a	wide	

range	of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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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고, 첫 번째 { }는 부사절의 주어

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 }는 and로 연결되어 부사절의 술어 역할

을 하고 있다. < >는 the goods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In the end, negotiation establishes [what a product is 

worth to a particular buyer and seller at a particular point 

in time].

[ ]는 w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establishes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어휘와 어구

• exchange 교역, 교환

• bazaar (중동의) 상점가, 시장

• transaction 거래

• reference point 기준점

• merchant 상인

• negotiator 협상가, 교섭자

• obtain 얻다

• competitor 경쟁자

• uneven 불균등한

• fluctuation 변동

• property 자산

• initiate 시작하다

• loyalty 충성

• associated with ~과 관련된

• bargain 흥정하다

34
정답 ①

소재 식사의 사회적 기능 상실

해석 예절이 잊히면, 사회적 행사로서의 식사는 사라지는데, 이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TV 화면 앞에서 산만하게 식사

를 하거나, 거리에서 자신의 몸을 채우거나, 손에 샌드위치를 들고 직

장 주변을 걸어 다닌다. 내가 미국에서 처음 가르쳤을 때, 나는 학생

들이 강의실에 피자와 핫도그를 들고 들어와서는 강단에 있는 사람

(필자)을 가벼운 호기심으로 응시하면서 그것들을 자신의 얼굴 속으

로 채워 넣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나중에, 동료들은 이런 행동

은 대학의 기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시작되었고, 다름 아

닌 가정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내면의 자신감을 의지하

고, 진지한 우정이 자라나는 사회적 쇄신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미 

젊은이들에게 미미한 것이 되어 가고 있었다. 먹는 것이 하나의 기능

으로 축소되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자란 어린이 세대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관계 이외의 어떤 관계에서도 정착하는 것이 어렵거나 이질

적이라고 느끼게 된다 해도 이는 놀랄 일이 아니다.

문제 해설 식사가 가진 사회적 기능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식사를 단

순히 먹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먹는 것이 하나의 기능으로 축소되고 있었

고’이다.

② 음식 공유가 우리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었고

③ 의식이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을 형성하고 있었고

④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의 음식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⑤ 사람들이 음식의 민족성에 무관심해지고 있었고

구문 해설

 When I first taught in America, I was shocked to find 

students carrying into the lecture hall pizzas and hot dogs, 

[which they proceeded to stuff into their faces {while 

staring in mild curiosity at the person on the platform}].

[ ]는 pizzas and hot dogs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 }는 

while 다음에 they were가 생략된 시간의 부사절로 이해할 수 있다.

 Already the most important moment of social renewal ─ 

[on which families depend for their inner self-confidence], 

and [out of which serious friendships grow] ─ was 

becoming marginal for the young.
두 개의 [ ]는 and로 연결되어 the most important moment of 

social renewal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 manners 예절, 예의

• occasion 행사

• distractedly 산만하게

• proceed (먼저 다른 일을 한 후에) 계속해서[이어서] ~을 하다

• stuff ~ into ... ~을 …에 채워 넣다

• curiosity 호기심

• platform 강단, 연단

• colleague 동료

• spring 나오다, 솟아나다

• renewal 쇄신, 갱신

• marginal 미미한

• alien 이질적인

• temporary 임시의, 일시적인

• shrink 축소되다

• indifferent 무관심한

• ethnicity 민족성

35
정답 ④

소재 미국 식민지 시대의 순환 도서관

해석 미국 식민지 시대의 사회 도서관은 유료로 책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순환 도서관’과 얼마간의 경쟁을 경험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시

장을 이루기에 충분한 독자가 있는 마을의 신문사, 서점, 커피숍에서 

운영되었다. 순환 도서관 소유자는 보통 소장 서적을 획득하는 데 필

요한 자금을 먼저 지불하였고, 이를 도서나 기간(또는 둘의 조합)에 

따라 기꺼이 (대여료를) 지불하려는 누구에게나 대여했다. 수익은 순

환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소유자들은 가장 많이 순환되는 책들을 사

들였다. 그 결과, 그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독서 분야인 소설을 선호했

다. (기본적으로 소설에 반대하는 주장은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삶

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하리라는 것이었다.) 사회 도서관이 

Boston Gazette와 같은 신문들이 자주 보도했던 로맨스, 살인, 교

수형, 그리고 대중적인 관심을 끄는 스캔들을 묘사하는 이야기는 피

했던 것에 비해, 순환 도서관은 그것을 포용했다.

정답과 해설 _ 실전 모의고사 4회  139

수능완성(영어)_해설_9교.indd   139 2022-05-12   오후 4:22:40



문제 해설 미국	식민지	시대의	순환	도서관은	유료	대여	시스템을	도

입하고	순환이	빠른	서적들을	선호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소설에	

반대하는	주장은	소설이	삶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

이라는	내용인	④는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다.	

구문 해설

	 Social	 libraries	 in	colonial	America	experienced	some	

competition	 from	“circulating	 libraries,”	 [which	made	

books	available	for	a	fee].

[ ]는	“circulating	libraries”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A	circulating	library	owner	usually	advanced	the	capital	

[necessary	 to	acquire	a	collection],	 then	rented	 it	by	 the	

book	or	time	period	(or	combination	of	the	two)	to	anyone	

[willing	to	pay].
첫	번째	[ ]는	the	capital을	수식하는	형용사구이고,	두	번째	[ ]
는	anyone을	수식하는	형용사구이다.

어휘와 어구

•	competition	경쟁	

•	circulating	library	순환	도서관

•	constitute	~을	이루다[구성하다]

•	advance	먼저	지불하다

•	acquire	획득하다

•	willing	to	do	기꺼이	~하는

•	profit	수익

•	stock	사들이다

•	depict	묘사하다

•	murder	살인

•	hanging	교수형

•	regularly	자주

•	embrace	포용하다

36
정답 ④

소재 색채의	경이로움

해석 빨간색	렌즈의	장난감	안경을	쓴	아이를	상상해	보라.	어쩌면,	

나처럼,	여러분도	한때	그	아이였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

분은	붉은	색조가	다른	색깔들을	흐리게	하고	물체에	스펙트럼의	담

회색	빛깔을	입히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안경이	벗겨지면	색깔

은	갑자기	다시	살아난다.	(C)	이제	그	반대의	경우를	상상해	보라.	

태어날	때부터	적록	색맹을	가지고	있다가	정확한	파장의	색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안경을	쓴다면	어떨까?	그러한	교정용	안경은	실제로	

존재한다.	(A)	그런	선물을	받은	50대	남자가	색이	밝고	선명해서	눈

물을	흘렸던	것처럼,	색맹인	사람이	처음	그러한	새로운	안경을	썼을	

때,	깊은	감격으로	반응한다.	(B)	또	다른	사람은	나무와	하늘을	바라

보며	놀라워하며	서서는,	녹색과	푸른색의	아름다운	대비를	믿지	못

하겠다는	듯	울었다.	그렇게	강렬한	느낌의	표현을	목격하는	것은	우

리에게	색채의	경이로움을	상기시킨다.

문제 해설 빨간색	렌즈의	안경을	쓴다면	보이는	모든	것에	빨간색의	

색조를	주게	되고,	안경을	벗으면	원래	색이	보인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에	이어서,	그	반대의	경우,	즉	색맹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원래	색

조를	보여	주는	교정용	안경을	써	보게	하는	상황을	묘사한	(C)가	오

고,	그다음에는	(C)의	마지막에	언급된	교정용	안경을	such	new	

glasses로	받으며	색맹인	사람이	교정용	안경을	쓰면	느끼게	되는	상

황을	설명한	(A)가	와야	한다.	그리고	비슷한	경우의	다른	예를	제시

하면서	이러한	경험이	색채의	경이로움을	상기시킨다는	내용의	(B)
가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글의	순서이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

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구문 해설

	 If	so,	you	would	have	noticed	[that	the	red	tint	{dimmed	

other	colours}	and	{gave	objects	a	spectral	pinkish-grey	

tinge}].

[ ]는	notic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두	개의	{ }가	

and로	연결되어	명사절의	술어를	이루고	있다.

	 How	would	it	be	[to	have	had	red-green	colour	blindness	

from	birth	and	then	to	put	on	glasses	{that	enabled	you	to	

see	colours	in	their	correct	wavelengths}]?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두	개의	to부정사구가	and로	연결되어	있는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 }는	glass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	tint	색조

•	dim	흐리게	하다	

•	pinkish-grey	담회색의

•	burst	갑자기	~하다

•	come	off	벗어지다,	벗겨지다

•	colour-blind	색맹의

•	weep	눈물을	흘리다

•	clarity	선명도

•	contrast	대비,	대조

•	remind	~	of	...	~에게	…을	상기시키다

•	wonder	경이(로운	것),	불가사의

•	reverse	반대

•	wavelength	파장

37
정답 ④

소재 Abraham	Maslow의	욕구	단계	이론

해석 소비지상주의가	올바로	이해하는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인간은	

소비에	의해	직접적으로	해결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C)	소비와	

욕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Abraham	Maslow
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가	제시한	인간의	욕구	단계는	기본적인	생리

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에서	출발해서,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

구로	나아간다.	(A)	더	높이	올라가서,	우리는	자부심과	지위에	대한	

욕구를	가진다.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그가	자아실현이라고	부르

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다(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은	여기를	‘구원’

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	Maslow의	단계에서	가장	낮은	욕

구는	충족될	때까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경향이	있다.	(B)	그때서야	

우리는	단계를	올려	더	높은	욕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우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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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 방식인지에 대해 논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체적으로 정확한 그림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만약 우리가 배가 고프거나, 극도로 피

곤하거나, 신체적 위협을 받는다면, 우리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사교

적인 생명체가 아니다.

문제 해설 인간은 소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 소비와 욕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Abraham Maslow의 욕구 단계가 유용하며, 그 욕구 단계는 생리

적인 욕구에서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로 이어진다는 내용의 (C)가 와

야 한다. 그다음에는 더 높은 단계를 가진 욕구로 자부심과 자아실현

의 욕구가 있고, 욕구 위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는 충족될 때까

지 우리의 관심을 끈다는 내용의 (A)가 오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이런 방식

의 욕구 충족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B)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글의 순서이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

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구문 해설

 [Only then] can we move up the scale to focus on higher 

needs.

Only가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부정의 의미(그런 경우 이외에는 우리

가 단계를 올릴 수 없다)를 가지는 부사구인 [ ]가 문장 맨 앞에 위치

하여, 이어지는 주어(we)와 조동사(can)가 도치되었다.

 His hierarchy of human needs begins with the basic 

physiological and safety needs, [proceeding to needs for 

belonging and love].

[ ]는 His hierarchy of human needs를 의미상의 주어로 하는 

분사구문으로, 그 주어의 상황에 부수하여 일어나는 상황을 나타낸다.

어휘와 어구

• consumerism 소비지상주의

• obvious 분명한, 명백한

• address 해결하다, 처리하다, 다루다

• self-esteem 자부심, 자존감

• status 지위

• self-actualization 자아실현

• substitute 대체하다

• hierarchy 단계, 위계, 계층

• accurate 정확한

• physiological 생리적인

• proceed 나아가다

Culture Note

Abraham Maslow의 욕구 단계 이론

Abraham Maslow가 주창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대해 계층 서열을 기

초로 해석한 이론으로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아래에서 위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기실현의 욕구의 5단계

로 분류된다. 하위에 있는 욕구가 만족되면 그것보다 상위의 욕구가 나타

나게 되고, 인간의 최고위의 자기실현 욕구는 다른 욕구가 모두 만족되지 

않는 한 나타나지 않는다.

38
정답 ③

소재 영국 퍼블릭 하우스의 유래

해석 로마인들은 퍼블릭 하우스 개념과 함께 자신들의 전통인 상인

들의 그림 표지판을 영국 열도에 가져왔다. 대부분의 고대인들은 그

들의 일생을 비교적 작은 지리적 영역에 국한하여 살았다. 그러나 로

마 제국의 확장적 성향은 로마 관리들에 의한 감독과 그에 따른 여행

을 요구했다. 이 여행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영국에서 퍼블릭 하우스의 개념이 생겨났다. 퍼블릭 하우스는 그 이

후로 계속 존재해 왔고 영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중세 시대

에 이르러 퍼블릭 하우스는 상업 지형의 잘 확립된 부분이 되었다. 기

록은 1393년 즈음에 잉글랜드의 법이 여관들에 표지판을 붙일 것을 

요구했고, 1419년 즈음에는 이 표지판의 크기와 배치를 규제하기 위

한 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문제 해설 these travelers에게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어진 문

장은 these travelers가 Roman officials임을 알 수 있는 문장 뒤

에, 그리고 이후 퍼블릭 하우스가 존속했음을 서술하고 있는 문장 앞

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

한 곳은 ③이다.

구문 해설

 The need [to provide lodging for these travelers] gave 

rise to the concept of the public house in Britain.

[ ]는 The need의 의미를 보충하는 to부정사구이다.

 Public houses [have continued to exist ever since] and 

[have become an important part of British culture].
두 개의 [ ]가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술어를 이루고 있다.

어휘와 어구

• give rise to ~이 생기게 하다

• tradesman 상인

• pictorial 그림의

• along with ~과 함께

• confine 국한시키다

• geographic 지리적인

• oversight 감독, 관리

• commercial 상업적인

• indicate 보여 주다

• regulate 규제하다

Culture Note

Pub의 기원

Pub은 영국의 선술집 또는 음료 판매소를 뜻하며 퍼블릭 하우스(public 

house)를 줄인 말이다. 서기 43년 로마 군대와 함께 포도주를 파는 상점

인 ‘taverna’의 개념이 영국에 들어와 후에 tavern이 되었고 한국의 주

막처럼 숙박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는 영국 맥주 ale을 식당에서 파는 ale 

house와 기존에 숙박을 제공하던 inn과 함께 집합적으로 public house

로 알려지게 되었고, 헨리 7세 무렵에 pubs라는 말로 통용되었다. 이후 

1552년, pub을 운영하기 위해 해당 업소의 주인들에게 면허증을 소지하도

록 요구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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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정답 ④

소재 신제품	또는	신재료(물질)에	대한	시장의	반응

해석 기술이	새로운	제품과	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수는	있었지만	

시장에서	그것들의	수용을	보장할	수는	없었다.	대중의	취향과	열망

을	알아내고	새로운	재료를	가치	있는	상품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은	디자이너들에게	맡겨졌다.	그것은	어떤	때는	비교적	쉬운	일이

었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았다.	예를	들어,	반합성	재료인	셀룰로이드

는	흑석,	산호,	상아와	같은	더	비싸고	매우	가치	있는	재료의	대체물

로	쉽게	사용될	수	있었고	그것은	그런	것으로	빠르게	받아들여졌다.	

알루미늄은	디자이너들에게	훨씬	더	도전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

실,	세기가	바뀌고서야	비로소	그	새로운	금속은	값싸게	생산될	수	있

었고	요리	냄비를	위한	재료로써	황동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그때까

지도,	그것은	음식에	근접해	있어서	약간의	불신을	받았다.	20세기	

양	대전	사이의	기간에서야	디자이너들은	알루미늄	제품을	그	자체로

서	현대적	물체로	시각화할	수	있었다.

문제 해설 알루미늄은	(시장	적응에)	더	도전적인	재료였다는	④	바로	

앞	문장의	내용에	이어,	주어진	문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도전적이었

는지를	세기가	바뀌고	나서야	황동을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예를	들어	

기술해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아울러	주어진	문장이	있어야만	

④	바로	다음	문장에서	Even	then의	진술이	타당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④이다.

구문 해설

	 Indeed,	 it was	 [not	until	 the	 turn	of	 the	century]	that	
that	new	metal	could	be	produced	cheaply	and	began	to	

replace	brass	as	materials	for	cooking	pots.
「it	was	~	that	...」	강조	구문을	사용하여	[ ]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It	was	 left	 to	designers	 [to	play	 a	 role	{in	gauging	

popular	 taste	and	aspirations}	and	{in	 transforming	new	

materials	into	desirable	goods}].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두	개의	{ }는	

모두	in이	이끄는	전치사구로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

어휘와 어구

•	replace	대신하다

•	available	이용	가능한

•	ensure	보장하다

•	gauge	알아내다,	판단하다,	측정하다

•	aspiration	열망,	포부

•	transform	바꾸다,	변형시키다

•	semi-synthetic	반합성의

•	substitute	대체물

•	suspicion	불신,	의심

•	inter-war	(세계	1,	2차)	양	대전	사이의

•	in	one’s	own	right	그	자체로서

Culture Note

celluloid
1869년	미국의	J.	W.	Hyatt가	당구공의	재료로	사용되던	비싼	코끼리	상아

를	대신하기	위해	만든	것.	섬유소인	셀룰로스에	질산과	황산을	첨가해서	

만든	니트로셀룰로스를	이용하여	소성을	가진	물질을	만들어	셀룰로이드

라고	했다.	셀룰로이드는	최초의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	산업의	시초가	되

었다.

40
 정답 ①	

소재 Nietzsche의	현대인에	대한	비판	

해석 기술적으로	말해,	Nietzsche는	대부분의	개인이	결코	창의적

이지	않다고	알고	있다.	관습에서	벗어난다면	이웃이	자신에	대해	뭐

라고	말할까	두려워하며	현대인은	순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하나의]	공장	[제품]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신을	권위의	원천으로	기대지	않고,	개

인은	여론이라는	형태로	타인의	권위에	복종한다.	Nietzsche는	그

러한	사람을	‘자신의	천재성을	회피해	왔고	…	지금은	왼쪽과	오른쪽

으로,	자신의	뒤와	온	주변을	남몰래	보는’	사람이라고	묘사한다.	현

대인은	텅	비어	있고,	‘결국	그러한	사람은	잡는	것이	불가능한데,	왜

냐하면	그는	완전히	겉뿐이고,	알맹이가	없으며,	낡아	빠지고	색칠된	

옷	가방이며,	두려움조차	그리고	확실히는	동정심도	일으킬	수	없는	

치장된	유령이기	때문이다.’	창의성이	관습을	따름으로써	자신을	타

인의	권위에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권위의	원천이	되

는	것에	있다면,	Nietzsche는	기술적인	문제로서,	대부분의	개인이	

창의력을	기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다.

→	Nietzsche에	따르면,	현대	세계의	대부분의	개인들은	생각하고	

행동할	때	관습과	여론에	복종한다는	점에서	창의성이	없다.

문제 해설 Nietzsche는	현대인이	여론의	형태로	타인의	권위에	복

종하고	관습에	따르기	때문에	창의성을	기르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빈칸	(A)에는	lack이,	(B)에는	obey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	

하다.

②	중시한다	-	복종한다

③	억누른다	-	바꾼다

④	거부한다	-	무시한다

⑤	추구한다	-	무시한다

구문 해설

	 Rather	 than	 look	 to	himself	as	a	 source	of	authority	

[regarding	{how	he	ought	to	think	and	act}],	the	individual	

submits	 to	 the	authority	of	others	 in	 the	 form	of	public	

opinion.

[ ]는	‘~에	대하여’라는	의미의	regarding이	이끄는	전치사구이고,	

{ }는	regard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어휘와 어구

•	descriptively	기술적으로,	서술적으로

•	anything	but	~이	결코	아닌

•	deviate	벗어나다

•	convention	관습,	관례

•	conform	순응하다,	따르다

•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	authority	권위,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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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arding	~에	대하여[관하여]

•	submit	복종[굴복]하다

•	get	hold	of	~을	잡다,	~을	찾다,	~과	접촉하다	

•	exterior	겉의,	외면의

•	worn-out	낡아	빠진,	닳아	해진

•	inspire	(사상·감정	등을)	일어나게	하다

•	consist	in	~에	있다

•	as	opposed	to	~이	아니라,	~과는	대조적으로

•	subordinate	복종[종속]시키다,	(~보다)	아래에	두다	

•	custom	관습,	관례

•	cultivate	기르다,	계발하다

41~42
정답 41	⑤	 42	④

소재 미국	영화를	이용한	교육

해석 줄거리와	구성,	장르	관습,	주제의	의미와	해석,	그리고	성격	

묘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현대	미국	영화를	분석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라.	학생들이	영화	텍스트에	대해	비판적이면서,	시각

적으로	글을	읽을	줄	아는	‘독자’가	된다는	것과	그들이	영화의	오락적	

가치를	넘어	도덕적,	교육적	유용성,	특히	영화	깊이	내재된	이념적	

관점으로	나아가기	위해	비판적	사고와	분석	기술을	발휘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	강조하라.	그러한	강좌의	더	큰	목표는	학생들에게	문

화적	텍스트로서	영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법을	가르치

는	것이다.

교사들은	대중	영화가	사회적	논평,	분석,	그리고	비판을	위한	수단

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은	영화가	문

화적	매체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영화가	어떻게	그리고	왜	

늘	하듯이	관객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둘	다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강

조할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의	대중	영화를	사용하여	미국의	역사,	문

화,	사회에	대한	경쟁적인	관점을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렇

다면,	우리는	차이에	대한	세계관과	태도의	형성이	개인의	문화적	성

향과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제약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

다.	대부분의	학생은	동질	집단에	의해서	그리고	동질	집단	사이에서	

자신의	삶을	형성해	왔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의문을	제기하기를	거

부한	(→	배운)	적이	없는	편견과	함께	자라	왔다.	따라서,	우리는	또

한	이	‘강좌’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정보	기반을	넓히고,	진실을	밝히

고,	대중	매체	묘사들의	잘못된	견해를	떨쳐	버림으로써	그들	자신의	

자아감과	세계관을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제 해설

41	학생들이	미국	영화를	단순히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	내재

된	이념적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비판적이고	분석적으로	이를	해석하

도록	가르치고,	아울러	영화를	사용하여	편협한	문화적	관점에서	벗

어나	편견	없는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미국	영화	강좌의	핵심:	문

화적	편견에	대한	도전’이다.

①	영화	언어란	무엇인가?

②	영향력	있는	영화	평론가가	되는	법

③	영화계의	인종	문제는	왜	반복되어	왔는가?	

④	홈	시네마	시대에	관객은	극장으로	돌아갈	것인가?	

42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질	집단	사이에서	삶을	형성해	왔다고	했으

므로,	의문을	제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편견	속에서	자랐다는	것

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d)의	refused를	learned와	같은	낱말로	

고쳐야	한다.

구문 해설

	 Emphasize	 [that	 students	 become	 critical,	 visually	

literate	 “readers”	of	movie	 texts]	 and	 [that	 they	 learn	

to	exercise	critical	 thinking	and	analysis	skills	 to	move	

beyond	 the	 entertainment	 value	 of	 film	 to	 its	 moral	

and	 educational	 utility,	 particularly	 the	 ideological		

points-of-view	embedded	in	cinema].
두	개의	[ ]는	각각	t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

어	Emphasize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They	can	stress	 the	examination	of	[both	{how	a	film	

works	as	a	cultural	medium}	and	{how	and	why	it	affects	

the	viewer	the	way	it	does}].

[ ]는	전치사	of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그	안에서	‘~과	…	둘	다’

라는	의미의	「both	~	and	...」가	의문절인	두	개의	{ }를	대등하게	

연결하고	있다.	

	 Therefore,	we	must	endeavor	also	 in	 this	“course”	 to	

offer	ways	[that	the	students	can	understand	and	challenge	

their	own	sense	of	self	and	worldview	by	{expanding	their	

informational	bases,	uncovering	 truths,	and	dispelling	

misconceptions	in	media	portrayals}].

[ ]는	way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expanding,	uncovering,	

dispelling이	이끄는	세	개의	동명사구가	콤마와	and로	연결된		

{ }는	by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어휘와 어구

•	contemporary	현대의,	동시대의

•	convention	관습,	관례

•	interpretation	해석,	이해

•	characterization	(등장인물의)	성격	묘사

•	emphasize	강조하다

•	literate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	utility	유용성

•	ideological	이념적인

•	embed	깊이	내재하게	하다,	(단단히)	박다

•	evaluate	평가하다

•	commentary	논평,	비평

•	perspective	관점

•	acknowledge	인정하다

•	attitude	태도

•	constraint	제약,	제한

•	orientation	성향,	지향,	방향

•	bias	편견,	편향

•	endeavor	노력하다

•	expand	넓히다,	확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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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pel	(특히	느낌·믿음을)	떨쳐	버리다

•	misconception	잘못된	견해,	오해

•	portrayal	묘사

43~45
정답 43	④	 44	②	 45③

소재 전자	텔레비전의	발명

해석

(A)	Philo	Taylor	Farnsworth는	1906년	Utah	주	남서부에서	

그의	할아버지가	지은	통나무집에서	태어났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		

Farnsworth는	Popular Science와	과학	서적을	읽는	것을	아주	좋

아했다.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에	그는	이미	집안의	가정용	기기	

대부분을	전기로	구동되도록	개조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자신의	

화학	교사에게	텔레비전에	대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해상관’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간단히	설명했다.

(D)	21세에,	San	Francisco에서	일하는	동안	Farnsworth는	자신

의	첫	번째	전자	텔레비전	송출에	성공했다.	계속해서	자신의	시스템

을	완벽하게	만들면서,	그는	자신의	발명	노력에	자금을	댈	투자자들

을	찾았다.	한	저명한	자산가가	약간의	관심을	보였다.	Farnsworth
는	그	남자에게	최초의	완전한	전자	텔레비전을	시연해	보였다.	그	자

산가는	그의	사업에	자금을	대는	것에	동의했다.	자신의	22번째	생일		

2주	후,	Farnsworth는	커다란	획기적	발전을	이뤄	냈다.	그는	자신

의	새로운	해상관이	마침내	전자	텔레비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언론에	발표했다.	San Francisco Chronicle은	Farnsworth의	사

진을	1면에	대서특필했고,	그의	‘혁명적인’	텔레비전	시스템에	찬사를	

보냈으며,	그의	해상관을	‘주부가	과일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

범한	쿼트	크기의	병’이라고	표현했다.

(B)	Farnsworth가	자신의	성공을	즐기고	더	진전된	개발품을	계획

하는	동안,	거대	미디어	회사인	RCA는	전자	텔레비전을	만들려는	

자체적인	노력에	좌절해	있었다.	중역들은	Farnsworth가	다른	발

명가들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젊

은	발명가를	보기	위해	그들의	텔레비전	최고	전문가인	Vladimir	

Zworykin을	보냈다.	많은	보도에	따르면	Zworykin은	그	22세	

청년의	환대를	분명	이용했고	Farnsworth	연구소에서	발명품들을		

3일	동안	자세히	살펴보았다.	Farnsworth가	그에게	자신의	해상관

을	보여	주었을	때	Zworykin은	감탄을	표했고,	몇몇	목격자들은	그

가	“이건	정말	아름다운	기계야.	내가	이것을	발명했더라면	좋을	텐

데.”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C)	Farnsworth의	개방성은	그의	몰락의	원인으로	판명되었다.	

Zworykin은	RCA로	돌아와	자신의	전자	텔레비전을	개발했다.	

Farnsworth가	여전히	그의	텔레비전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돈을	모

으는	동안,	RCA는	자사가	전자	텔레비전을	발명했다고	주장하며	대

대적인	판매	캠페인을	시작했다.	Farnsworth는	RCA를	상대로	일

련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수년간의	값비싼	법정	다툼	끝에	결

국	승소했지만,	피해를	입었다.	RCA는	그를	제치고	시장에	진출했

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역사를	다시	썼다.

문제 해설

43	고등학생	시절	Farnsworth가	텔레비전에	대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해상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의	(A)	다음

에	한	자산가가	Farnsworth의	사업에	자금을	대는	것에	동의했고,		

Farnsworth가	자신의	발명에	대해	언론에	알렸다는	내용의	(D)
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다음에는	텔레비전	개발에	실패하

고	있던	거대	회사	RCA가	Vladimir	Zworykin을	Farnsworth
에게	보냈다는	내용의	(B)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RCA가	전자	텔

레비전을	만들었다고	발표하고	Farnsworth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C)가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

운	흐름이다.	따라서	글	(A)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44	(a),	(c),	(d),	(e)는	모두	Farnsworth를	가리키고,	(b)는	

Vladimir	Zworykin을	가리킨다.

45	RCA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고	했으므로,		

Farnsworth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구문 해설

	 While 	 Farnsworth 	 was 	 s t i l l 	 ra is ing 	 money	 to		

mass-produce	his	 television,	RCA	 launched	a	massive	

marketing	 campaign	 [claiming	 {it	 had	 invented	 the	

electronic	television}].

[ ]는	주절의	주어	RCA의	부수적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고,	

{ }는	that이	생략된	명사절로	claiming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Continuing	to	perfect	his	system],	he	sought	investors	

to	fund	his	invention	efforts.

[ ]는	주절의	주어	he의	부수적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The	San Francisco Chronicle	 [splashed	Farnsworth’s	

picture	on	 the	 front	page],	 [praised	his	“revolutionary”	

television	system],	and	[described	his	 image	dissector	as	

“an	ordinary	quart	 jar	 that	a	housewife	uses	 to	preserve	

fruit].”
세	개의	[ ]가	콤마와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문장의	술어를	이루

고	있다.

어휘와 어구

•	log	cabin	통나무집

•	convert	개조하다,	전환하다

•	appliance	(가정용)	기기

•	sketch	out	간단히	설명하다,	개요를	설명하다

•	frustrated	좌절한,	불만스러워하는	

•	take	advantage	of	~을	이용하다

•	hospitality	환대

•	lab	연구소,	실험실	(=	laboratory)	

•	admiration	감탄,	존경

•	downfall	몰락의	원인,	몰락

•	launch	시작하다,	출시하다

•	patent-violation	특허	침해

•	lawsuit	소송

•	transmission	송출,	전송

•	investor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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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inent	저명한,	현저한

•	financier	자산가,	금융가

•	breakthrough	획기적	발전,	돌파구

•	quart	쿼트(액량의	단위)	

•	jar	병,	항아리,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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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5 본문 150~166쪽실전 모의고사

01
정답 ⑤

소재 새로운	체육관에서	배울	실내	스포츠

대본

M:	Good	afternoon,	Stonewall	High	School	students.	This	

is	James	Anderson,	manager	of	the	after-school	sports	

program.	As	you	know,	our	new	gym	will	open	next	

month.	Before	the	opening	of	the	new	gym,	we	would	

like	to	conduct	a	survey	to	find	out	which	indoor	sports	

students	would	 like	 to	be	added	 to	 the	after-school	

sports	program.	Up	until	now,	we’ve	had	outdoor	sports	

such	as	soccer,	baseball,	and	tennis	for	the	after-school	

sports.	With	the	new	gym,	we	can	provide	stu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play	 indoor	sports,	 too.	So	please	

write	down	 the	 indoor	 sports	you	would	 like	 to	be	

included	in	the	after-school	sports	program.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various	interests.	Thanks	

in	advance	for	your	active	participation	in	the	survey.

해석

남:	안녕하세요,	Stonewall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방과	후	스

포츠	프로그램의	매니저	James	Anderson입니다.	여러분도	아

시다시피,	우리	학교	새	체육관이	다음	달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새	체육관	개관	전에,	학생들이	어떤	실내	스포츠가	방과	후	스포

츠	프로그램에	추가되기를	원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

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방과	후	스포츠	활동으로	

축구,	야구,	테니스와	같은	야외	스포츠를	해	왔습니다.	새로운	체

육관과	더불어	우리는	학생들에게	실내	스포츠를	하는	기회도	제

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에	포함시

키고	싶은	실내	스포츠를	적어	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관심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문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문제 해설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매니저가	새	학교	체육관의	개관을	앞두고	

체육관에서	배우고	싶은	실내	스포츠에	대한	수요	조사를	위해	학생

들에게	설문	조사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수능 영어 대비를 Light 하게!
수능특강을 풀기 전 

가볍고 부담 없이 시작하자

수능특강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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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와 어구

•	after-school	방과	후의		

•	gym	체육관	(=	gymnasium)		

•	conduct	a	survey	설문	조사를	실시하다		

•	accommodate	수용하다		

•	in	advance	미리		

•	participation	참여

02
정답 ②

소재 가로등	설치로	얻게	되는	이점

대본

M:	Jenny,	isn’t	it	nice	taking	a	walk	together	at	night?

W:	It’s	very	nice,	Dad.	There	are	a	lot	of	street	lights,	so	it’s	

bright	enough	for	a	walk.

M:	Yeah.	Some	people	say	that	too	many	street	lights	cause	

unnecessary	energy	consumption,	but	I	see	it	differently.

W:	Hmm.	What	makes	you	think	that?

M:	First	of	all,	 the	LED	lights	used	for	street	 lights	don’t	

consume	much	energy.

W:	Right.	The	old	street	 lights	have	been	 replaced	with	

LED	lights	recently.

M:	Also,	more	street	lights	ensure	our	safety.

W:	You	mean	street	lights	prevent	crimes	and	accidents?

M:	That’s	exactly	what	I	mean.	Plus,	a	 lot	of	street	 lights	

create	a	beautiful	night	view,	and	it	helps	our	city	look	

more	beautiful	and	attractive.

W:	And	that	will	bring	more	tourists	to	our	city,	right?

M:	Of	course.	A	little	more	tax	money	spent	on	street	lights	

will	eventually	bring	even	more	benefits.

W:	Hmm.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해석

남:	Jenny,	밤에	함께	산책하니	좋지	않니?

여:	아주	좋아요,	아빠.	가로등이	많아서	산책하는	데	충분히	밝아요.	

남:	그래.	어떤	사람들은	가로등이	너무	많으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가	발생한다고	말하지만,	난	다르게	생각해.	

여:	음.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신	거죠?	

남:	우선,	가로등에	사용되는	LED	등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아.

여:	맞아요.	오래된	가로등이	최근에	LED	등으로	교체되었어요.	

남:	또한,	더	많은	가로등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여:	가로등이	범죄와	사고를	예방한다는	뜻인가요?	

남: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게다가,	많은	가로등은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어	내고,	그것이	우리	도시를	더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도와줘.

여: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	도시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겠네요,	

그렇죠?	

남:	물론이야.	가로등에	세금을	조금	더	쓰면	결국	훨씬	더	많은	혜택

이	돌아올	거야.

여:	음.	아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문제 해설 밝은	가로등	아래에서	야간	산책을	하면서,	두	사람은	가로

등을	많이	설치하여	얻게	되는	치안	개선,	아름다운	야경,	관광객	유

치	등의	이점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

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어휘와 어구

•	consumption	소비		

•	replace	교체하다,	대체하다		

•	ensure	보장하다

03
정답 ②

소재 영화	촬영을	위한	분장

대본

M:	Hi,	Julia!	Good	morning.	

W:	Oh,	hi,	Harry.	You	worked	until	 late	 last	night,	didn’t	

you?	

M:	Yeah.	So	I’m	a	little	tired.	

W:	As	the	main	character	of	the	movie,	you	have	had	a	lot	

to	do.	

M:	I	know	what	you	mean.	I’m	just	doing	my	best.	

W:	Okay.	Now,	please	lie	down	here	and	have	a	rest	while	

I	do	my	work.	First,	I’ll	steam	your	face	with	a	warm	

towel.

M:	Will	my	makeup	be	the	same	as	it	was	yesterday?

W:	Yeah.	But	your	hairstyle	will	be	a	little	different	from	

yesterday.

M:	I’m	sure	your	fantastic	skills	will	make	me	look	great.	

W:	Oh,	I’m	so	flattered	 to	hear	 that.	 I	always	 try	hard	 to	

make	you	look	best.

M:	I	always	like	working	on	movies	together.

W:	Me,	 too.	 It	 makes	 the	 filmmaking	 process	 more	

enjoyable.
해석

남:	안녕하세요,	Julia!	좋은	아침입니다.

여:	오,	안녕하세요,	Harry.	어젯밤에	늦게까지	일했죠?	

남:	네.	그래서	약간	피곤하네요.	

여:	영화	주인공으로	많은	일을	해	오셨어요.	

남: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	좋아요.	자,	제가	작업하는	동안	여기	누워서	좀	쉬세요.	먼저,	따

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찜질해	드릴게요.

남:	저의	메이크업이	어제와	같게	되나요?

여:	네.	하지만	헤어스타일은	어제와	조금	다를	거예요.

남:	당신의	환상적인	기술이	저를	멋지게	보이게	할	거라고	확신해요.

여:	오,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저는	항상	당신이	최고

로	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남:	저는	영화	작업을	함께하는	것이	항상	좋아요.

여:	저도요.	그것이	영화	제작	과정을	더	즐겁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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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여자는	남자가	영화	주인공으로	많은	일을	해	왔다고	격려

하고	있고,	남자는	여자가	해	주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덕분에	자

신이	멋지게	보일	거라고	고마워하고	있으므로,	남자는	영화배우이

고,	여자는	분장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②이다.

어휘와 어구

•	steam	찜질하다		

•	be	flattered	(칭찬을	받아)	기분이	좋아지다

04
정답 ⑤

소재 시뮬레이션	게임

대본

M:	Sally,	what	are	you	looking	at	on	your	cell	phone?	Oh,	

it’s	a	game.

W:	Yeah,	 it’s	 a	 kind	 of	 simulation	 game	 in	 which	 my	

character	camps	out	and	completes	missions.

M:	I	see.	So,	this	girl	wearing	the	hat	is	your	character?

W:	Yeah.	She	sometimes	 lies	on	 that	striped	mat	next	 to	

her.	

M:	And	she’ll	camp	in	the	tent	behind	the	mat?

W:	Yes.	I’ve	chosen	a	dome-	shaped	one	because	I	have	one	

like	that.

M:	That’s	 interesting.	But	 I	 think	 there	 should	be	more	

plants	around	the	campsite.	

W:	I	agree.	I’ve	put	those	three	trees	far	behind	the	girl.	But	

I	think	there	should	be	some	more.

M:	I	 think	 it’ll	 look	 better	 if	 you	 do.	There’s	 also	 a	

telescope	beside	the	puppy.

W:	Right.	My	character’s	hobby	is	observing	stars	at	night.

M:	Great!	She’s	doing	what	you’d	like	to	do	now,	isn’t	she?

W:	Exactly!
해석

남:	Sally,	휴대	전화로	뭘	보고	있니?	오,	게임이구나.

여:	응,	내	캐릭터가	야영을	하며	임무를	완수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게임이야.

남:	그렇구나.	그럼	모자를	쓴	이	소녀가	네	캐릭터니?

여:	응.	그녀는	때때로	옆에	있는	줄무늬	매트	위에	눕기도	해.	

남:	그리고	그녀는	매트	뒤에	있는	텐트에서	야영을	하겠네?

여:	응.	반구형	모양의	텐트가	내가	가진	텐트와	비슷해서	그걸로	골

랐어.

남:	재밌다.	하지만	내	생각엔	이	야영장에	더	많은	식물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여:	나도	동의해.	나는	소녀	뒤	멀리	저	세	그루의	나무를	놓았어.	하

지만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남:	그렇게	하면	더	좋아	보일	것	같아.	강아지	옆에	망원경도	있구나.

여:	맞아.	내	캐릭터의	취미는	밤에	별을	관찰하는	거야.

남:	멋지다!	그녀는	지금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네,	그렇지	않아?

여:	바로	그거지!

문제 해설 남자가	강아지	옆에	망원경이	있다고	했는데,	그림에는	강

아지	옆에	자전거가	있다.	따라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어휘와 어구

•	simulation	시뮬레이션,	모의실험,	가장하기

•	complete	완수[완료]하다,	성취하다

•	mission	임무,	특명

•	striped	줄무늬가	있는

•	dome-shaped	반구형의

•	campsite	야영지,	캠프장

•	telescope	망원경

•	observe	관찰하다

05
정답 ⑤

소재 비디오	재생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상황

대본

W:	Mr.	Kim,	can	you	help	me?	I’m	going	to	show	a	video	

in	my	class	next	period,	but	the	sound	isn’t	working.

M:	Really?	Is	there	a	problem	with	the	video	file?

W:	No,	it	sounds	fine	on	my	laptop.	But	there’s	no	sound	

when	I	connect	the	laptop	to	the	classroom	speakers.

M:	Maybe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	 speaker	

cables.

W:	That’s	probably	it.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M:	Well,	how	about	using	the	portable	speaker?

W:	I	did,	but	it	wasn’t	loud	enough.

M:	Hmm.	Then	how	about	moving	to	another	classroom?	

Room	 304	 is	 vacant	 next	 period.	And	 I	 know	 the	

speakers	work	there.

W:	Oh,	that’s	a	great	idea!	I’ll	tell	my	students	right	away!

M:	Okay.	I’ll	report	the	problem	to	the	media	center.

W:	Good	idea.	Thank	you!
해석

여:	김	선생님,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다음	시간	제	수업에	비디오를	

보여	주려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남:	정말요?	비디오	파일에	문제가	있나요?

여:	아뇨,	제	노트북에서는	소리가	잘	나요.	하지만	노트북을	교실	스

피커에	연결할	때는	소리가	안	나네요.

남:	아마	스피커	케이블에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거예요.

여: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	음,	휴대용	스피커를	사용하는	건	어때요?

여:	해	봤지만,	소리가	충분히	크지	않았어요.

남:	음.	그럼	다른	교실로	이동하는	건	어때요?	다음	시간에	304호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	거기	스피커는	잘	작동하거든요.

여:	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당장	제	학생들에게	말할게요!

남:	네.	제가	미디어	센터에	문제를	보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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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좋은	생각이에요.	감사합니다!

문제 해설 남자가	여자에게	다른	교실로	이동하여	수업할	것을	제안

하며	304호가	비어	있다고	알려	주자	여자가	당장	학생들에게	말하

겠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어휘와 어구

•	cable	케이블,	피복	전선

•	portable	휴대용의

•	vacant	비어	있는

06
정답 ④

소재 박물관	입장권	구매

대본

W:	Hello,	welcome	to	 the	Wildlife	Museum.	How	may	I	

help	you?	

M:	Hi,	I’d	like	to	buy	general	admission	tickets.

W:	All	right.	How	many	tickets	do	you	want?

M:	Four.	Two	adults	and	two	children.

W:	The	tickets	are	$10	per	adult	and	$5	per	child.

M:	Okay.	I’ve	heard	the	museum	has	a	historical	garden.	Is	

it	accessible	with	just	general	admission	tickets?	

W:	I’m	sorry,	it’s	not.	Admission	to	the	garden	is	an	extra	

$5	per	person.	It’s	the	same	for	children.

M:	I	 see.	Then	 I’ll	 take	 four	 tickets	 for	 the	garden,	 too.	

Here’s	my	credit	card.

W:	Thanks.	Oh,	you	get	10%	off	 the	 total	price	with	 this	

card.

M:	Great.	I	didn’t	know	that.

W:	Okay,	here	are	your	card	and	tickets.	Have	a	great	time!
해석

여:	안녕하세요,	Wildlife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일반	입장권을	사고	싶은데요.

여:	알겠습니다.	입장권을	몇	장	드릴까요?

남:	네	장이요.	성인	두	명과	어린이	두	명입니다.

여:	입장권은	성인	1인당	10달러이고	어린이	1인당	5달러입니다.

남:	네.	박물관에	역사	정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일반	입장권만으로	

그곳에	입장	가능한가요?

여: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정원	입장권은	별도로	1인당	5달러입니

다.	어린이도	마찬가지고요.

남:	그렇군요.	그럼	정원	입장권도	네	장	구입하겠습니다.	여기	제	신

용	카드입니다.

여:	감사합니다.	오,	이	카드로	총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	

니다.

남:	잘됐네요.	그건	몰랐어요.

여:	네,	여기	카드와	입장권을	받으세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문제 해설 남자가	박물관에서	10달러인	성인	입장권	2장과	5달러인	

어린이	입장권	2장을	사고,	1인당	5달러인	정원	입장권	4장을	구입

하여	전체	금액이	50달러인데,	제시한	신용	카드로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④	‘45달러’이다.

어휘와 어구

•	admission	입장,	입장료

•	accessible	입장[이용]	가능한

07
정답 ③

소재 주말에	한	일

대본

M:	Good	morning,	Jennifer.	It’s	Monday	again.

W:	Oh,	Sam,	hi.	 I	heard	you	worked	overtime	over	 the	

weekend.	You	must	be	tired.

M:	It’s	okay.	 I	only	worked	on	Saturday.	 I	 rested	all	day	

yesterday.	How	was	your	weekend?

W:	Well,	I	was	pretty	busy.

M:	Oh,	yeah.	You	said	you	were	going	to	visit	your	parents	

on	Saturday.	Did	you	have	fun?	

W:	Actually,	I	didn’t	even	catch	the	train	to	go	there.

M:	You	mean	you	didn’t	visit	your	parents	at	all?	What	

happened?

W:	My	son	got	a	bad	stomachache	Friday	night.	So	I	had	to	

take	care	of	him	all	weekend.

M:	Oh,	my.	How	is	he	now?

W:	He’s	much	better.	And	I	told	my	parents	I’d	visit	 them	

soon.

M:	That’s	good.	I’m	glad	your	son	is	okay.
해석

남:	좋은	아침이에요,	Jennifer.	또	월요일이네요.

여:	오,	Sam,	안녕하세요.	주말	동안	시간	외	근무를	했다면서요.	피

곤하겠어요.

남:	괜찮아요.	토요일에만	일했어요.	어제는	종일	쉬었고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여:	음,	저는	꽤	바빴어요.

남:	오,	그래요.	당신은	토요일에	당신	부모님을	뵈러	간다고	말했죠.	

재미있게	보냈나요?

여:	실은,	그곳에	가는	기차조차	타지	못했어요.

남:	부모님을	아예	찾아뵙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일	있었어요?

여:	제	아들이	금요일	밤에	심한	복통을	앓았어요.	그래서	주말	내내	

아이를	돌봐야만	했어요.

남:	오,	이런.	아이는	지금	어때요?

여:	많이	나았어요.	그리고	부모님께는	곧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	

어요.

남:	잘됐네요.	아들이	괜찮아서	다행이에요.

문제 해설 여자가	지난	주말에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했는데	아들이	

복통을	앓아서	주말	내내	돌봐야	했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지난	주말

에	부모님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	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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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와 어구

•	overtime	시간	외로;	시간	외[초과]	근무

•	stomachache	복통,	위통,	배탈

08
정답 ③

소재 장애인	청소년	콘서트

대본

M:	Sandra,	 there’s	 a	 really	cool	 concert	next	Saturday.	

Would	you	like	to	go	there	with	me?

W:	What	is	it?

M:	It’s	 the	Dream	Tomorrow	Concert.	 It’s	a	performance	

by	physically	handicapped	teens.	They	play	a	variety	of	

instruments.

W:	Sounds	interesting!	Is	it	a	charity	concert?

M:	Yeah.	It’s	hosted	by	The	Angels.	It’s	a	student	volunteer	

organization	at	Goldenberg	Music	College.	Its	members	

taught	the	kids	how	to	play	the	instruments.

W:	Oh,	that’s	wonderful!

M:	Plus,	the	pianist	Harry	Morrell	will	give	a	special	guest	

performance.

W:	Really?	I’d	love	to	see	him	play	in	person!	How	can	we	

get	tickets?

M:	We	can	buy	 them	at	 the	college	bookstore	or	 reserve	

them	on	the	concert	website.

W:	Okay.	Where	do	the	profits	from	the	ticket	sales	go	to?

M:	They’ll	be	donated	to	a	school	for	 the	handicapped	in	

our	neighborhood.

W:	What	a	great	idea!
해석

남:	Sandra,	다음	주	토요일에	정말	멋진	콘서트가	있어.	나랑	함께	

거기	갈래?

여:	무슨	콘서트인데?

남:	Dream	Tomorrow	콘서트야.	신체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	하

는	공연이야.	그들은	다양한	악기를	연주해.

여:	재미있겠다!	자선	콘서트니?

남:	응.	The	Angels가	주최하는	거야.	그건	Goldenberg	음대의	학

생	봉사	단체야.	거기	회원들이	그	아이들에게	악기	연주하는	법

을	가르쳤어.

여:	오,	훌륭하다!

남:	게다가,	피아니스트	Harry	Morrell이	특별	초청	연주를	할	거야.

여:	정말?	그가	연주하는	것을	직접	보고	싶어!	입장권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남:	대학	서점에서	사거나	콘서트	웹	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어.

여:	그래.	입장권	판매	수익은	어디로	가는	거니?

남:	우리	동네	장애인	학교에	기부될	거야.

여:	정말	좋은	생각이야!

문제 해설 주최	단체(The	Angels),	특별	초청	연주자(the	pianist	

Harry	Morrell),	입장권	구입	방법(buy	them	at	the	college	

bookstore	or	reserve	them	on	the	concert	website),	수익금	

기부처(a	school	for	the	handicapped	in	our	neighborhood)
는	언급되었지만,	③	‘공연	장소’는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와 어구

•	handicapped	장애가	있는

•	host	주최하다;	주최	측

•	in	person	직접

•	profit	수익,	이익

09
정답 ④

소재 지구의	날	기념	공원	행사

대본

W:	Hello,	 residents.	This	 is	 an	announcement	 from	 the	

Skyblue	Lake	Park	office.	This	coming	April	22nd,	we	

invite	you	to	a	special	event	named	Skyblue	Lake	Eco	

Walk	 to	celebrate	Earth	Day.	Participants	will	 take	a	

walk	and,	at	 the	same	time,	pick	up	waste	around	the	

lake	to	help	clean	up	the	environment.	The	walk	starts	at	

10	a.m.	at	the	park	square,	and	the	route	will	be	a	total		

of	5	km.	The	participation	cost	is	$10	per	person,	and	all	

the	fees	will	be	donated	to	environmental	organizations.	

You	can	bring	your	dogs,	without	an	extra	fee.	We’ll	take	

pictures	during	the	walk,	which	we	will	display	on	the	

park	bulletin	board.	If	you	want	to	sign	up	or	get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website,	www.skybluelake.

com.	Thanks.
해석

여: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Skyblue	Lake	공원	사무실에서	알

려	드립니다.	오는	4월	22일,	저희는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Skyblue	Lake	Eco	Walk라는	이름의	특별한	행사에	여러분

을	초대합니다.	참가자들은	산책을	하며,	동시에,	환경	정화에	도

움이	되도록	호수	주변의	쓰레기를	주울	것입니다.	산책은	오전	

10시에	공원	광장에서	시작하며,	경로는	총	5km가	될	것입니다.	

참가비는	1인당	10달러이며,	모든	참가비는	환경	단체에	기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추가	요금	없이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습

니다.	저희는	산책	중	사진을	찍어	공원	게시판에	전시할	것입니

다.	등록하거나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저희	웹	사이트	

www.skybluelake.com을	찾아	주세요.	고맙습니다.

문제 해설 추가	요금	없이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담화

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어휘와 어구

•	resident	주민,	거주자

•	announcement	알림,	공고,	발표

•	square	광장

•	display	전시하다,	내보이다

•	bulletin	board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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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	up	등록하다

10
정답 ②

소재 여행용	가방

대본

W:	Honey,	why	don’t	we	buy	a	new	travel	suitcase	for	our	

trip	next	month?	This	website	is	having	a	good	sale	on	

them.

M:	Oh,	great.	Let	me	see.

W:	Let’s	 look	at	 the	sizes	 first.	We’re	 traveling	for	 three	

days,	so	we	need	one	bigger	than	20	inches,	I	think.

M:	Right.	How	much	do	you	think	we	should	spend	on	it?	

W:	Let’s	keep	it	under	$400.

M:	Okay.	And	these	ones	are	expandable.	I’d	 like	 that	so	

we	could	have	a	little	more	space	just	in	case.

W:	I	 agree.	Let’s	get	one	of	 the	expandable	ones.	Then	

which	exterior	type	do	you	prefer?

M:	Both	are	good	for	different	reasons.	Hard-sided	ones	are	

safer,	but	soft-sided	ones	are	lighter.	

W:	Well,	 since	we	have	a	hard-sided	one	already,	how	

about	getting	the	other	type	this	time?	

M:	All	right.	Then,	let’s	order	this	one.
해석

여:	여보,	우리	다음	달	여행을	위해	새	여행용	가방을	사는	게	어때

요?	이	웹	사이트에서	여행용	가방을	대상으로	괜찮은	할인	판매

를	하고	있어요.

남:	오,	잘됐네요.	나도	볼게요.

여:	먼저	크기를	보죠.	우리는	3일간	여행할	거니까,	20인치보다	더	

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남:	맞아요.	가방에	얼마의	비용을	써야	할까요?	

여:	400달러	미만으로	하죠.

남:	그래요.	그리고	이것들은	확장	가능하네요.	만약을	위해	조금	더	

많은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것이	좋겠어요.

여:	동의해요.	확장	가능한	것	중	하나를	사죠.	다음으로	외부	유형은	

어떤	게	더	좋아요?

남:	다른	이유로	둘	다	좋죠.	하드	캐리어는	더	안전하지만,	소프트	캐

리어는	더	가볍잖아요.	

여:	음,	우린	이미	하드	캐리어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유형을	사

는	게	어때요?	

남:	좋아요.	그럼,	이걸로	주문하죠.

문제 해설 두	사람은	20인치보다	크고,	400달러	미만이며,	확장	가

능한,	소프트	캐리어를	골랐으므로,	두	사람이	주문할	여행용	가방은	

②이다.

어휘와 어구

•	expandable	확장[확대]	가능한

•	exterior	외부(의),	겉(의)

11
정답 ④

소재 복통

대본

M:	Mom,	 I	 feel	 sick	 to	my	 stomach.	Maybe	 there	was	

something	wrong	with	the	food	at	the	party.

W:	Oh,	dear.	But	your	dad	and	I	ate	the	same	stuff	and	are	

okay.	I	think	you	just	ate	too	much.	The	food	was	pretty	

greasy.		

M:	You’re	probably	 right.	Do	you	 think	 I	 should	 see	a	

doctor?

W:		

해석

남:	엄마,	저	속이	안	좋아요.	아마도	파티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	오,	이런.	하지만	네	아빠와	나도	똑같은	걸	먹었는데	괜찮아.	내	

생각에	네가	그냥	과식한	것	같구나.	음식이	아주	기름졌어.

남:	엄마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제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	

세요?

여:	약을	좀	갖다주마.	그거면	될	것	같구나.

문제 해설 속이	좋지	않다면서	파티에서	먹은	음식에	문제가	있었는

지	의심하는	남자에게	여자는	단지	남자가	기름진	파티	음식을	과식

해서	속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	말에	남자도	어느	정

도	동의하면서	병원에	가야	할지	묻고	있으므로,	여자의	응답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①	물론이지.	그는	지금	병원에	있어.

②	우리는	파티에	가야	해.	지금	준비해.

③	걱정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너는	괜찮을	거라고	했어.

⑤	좋아.	전화해서	네	진료	예약을	취소할게.

어휘와 어구

•	greasy	기름기	많은

12
정답 ①

소재 폭우

대본

[Cell phone rings.]

W:	Hey,	honey.	I’m	waiting	for	the	subway.	I’ll	be	home	in	

about	twenty	minutes.

M:	Okay.	Dinner	will	be	ready	by	 then.	Do	you	have	an	

umbrella	with	you?	It’s	raining	cats	and	dogs	right	now.

W:	Oh,	is	it?	What	a	shame!	I	forgot	to	bring	my	umbrella	

with	me	this	morning.	

M:		

해석

[휴대	전화가	울린다.]

여:	어,	여보.	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어요.	20분쯤	후면	집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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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거예요.

남:	알았어요.	그때쯤이면	저녁	식사가	준비될	거예요.	당신	우산	갖

고	있어요?	지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어요.

여:	오,	그래요?	이런!	오늘	아침에	우산	갖고	오는	것을	잊었어요.

남:	지하철역에	차로	데리러	갈게요.	5번	출구에서	만나요.

문제 해설 현재	비가	많이	오고	있다는	남자의	말에	지하철을	기다리

고	있는	여자가	아침에	우산을	갖고	나오는	것을	잊었다고	말하고	있

다.	따라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②	다행이네요!	난	이런	날씨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③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샤워하는	동안	내가	가져올게요.

④	나는	약간	늦을	것	같아요.	나를	기다리지는	마세요.

⑤	서두르시는	게	좋겠어요.	금방이라도	비가	오기	시작할지	몰라요.

어휘와 어구

•		rain	cats	and	dogs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다,	아주	세차게	비가	

오다

13
정답 ②

소재 대학	지원	에세이

대본

M:	Hello,	Ms.	Fox.	Do	you	have	a	few	minutes	to	talk?

W:	Certainly.	Have	a	seat.	How	have	you	been	doing,	Jake?

M:	I’ve	been	busy	with	final	exams.	And	now	I’m	preparing	

my	college	applications.

W:	I’m	sure	you’re	doing	great.	So,	what	can	I	do	for	you?

M:	Well,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read	my	college	

application	essay	and	give	me	some	advice.

W:	Sure.	What	schools	are	you	applying	to?

M:	First,	Glamond	University.	I’m	planning	on	majoring	in	

psychology	and	animal	behavior.

W:	That	reminds	me.	You	once	told	me	that	you’ve	wanted	

to	be	an	animal	trainer	since	you	were	young,	right?

M:	That’s	right.	Here’s	my	essay.	

W:	Okay.	When	do	you	need	my	feedback	by?

M:	I	know	it’s	short	notice,	but	would	it	be	okay	if	I	came	

back	tomorrow?

W:		

해석

남:	안녕하세요,	Fox	선생님.	잠깐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여:	그래.	자리에	앉으렴.	어떻게	지냈니,	Jake?
남:	기말고사로	바빴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학	지원서를	준비하고	있

어요.

여:	네가	잘	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해.	그래,	내가	뭘	도와줄	수	있	

을까?

남:	저,	제	대학	지원	에세이를	읽어	보시고	조언을	좀	해	주실	수	있

을까	해서요.

여:	물론이지.	어느	학교에	지원하려고	하니?

남:	우선	Glamond	대학교요.	심리학과	동물	행동학을	전공할	계획

이에요.

여:	그러고	보니	생각난다.	넌	어렸을	때부터	동물	조련사가	되고	싶

었다고	언젠가	말했었지?

남:	맞아요.	여기	제	에세이입니다.

여:	좋아.	언제까지	내	피드백이	필요하니?

남:	촉박하다는	건	알지만,	내일	다시	와도	괜찮을까요?

여:	괜찮아.	오후	3시	이후에	내	사무실에	들르렴.

문제 해설 남자가	자신의	대학	지원	에세이를	가져와	여자에게	읽고	

조언해	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에서,	여자가	언제까지	피드백이	필요한

지	묻자	남자가	내일	와도	되는지	되묻고	있으므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①	그게	너에게	너무	수고스럽지만	않다면	고마워.	

③	내	의견을	묻는다면,	약간	단조로운	것	같아.

④	사실	아직	너의	에세이를	다	읽지	못했어.

⑤	좋아.	그때까지	지원서	제출하는	것	잊지	마.

어휘와 어구

•	application	지원(서)

•	psychology	심리학

•	short	notice	촉박한	통보

•	monotonous	단조로운

14
정답 ①

소재 도서관	앱

대본

M:	Excuse	me,	is	 it	possible	to	reserve	books	that	are	out	

on	loan?

W:	Sure.	Let	me	know	the	 title	of	 the	book	you	want	 to	

reserve	and	give	me	your	library	card.	

M:	It’s	 The Midnight Reading Club	 by	 Miranda	 Pike.	

Here’s	my	library	card.

W:	[Typing sound]	Okay.	I’ve	placed	a	hold	on	the	book	for	

you.	You’ll	get	 informed	when	the	book	is	returned	to	

the	library.	

M:	Thank	you	for	reserving	it.	It	was	really	helpful.	

W:	No	problem.	Just	so	you	know,	you	can	reserve	books	

online.

M:	On	the	library	website?	

W:	Yes.	And	even	on	the	library	smartphone	app.	It’s	called	

“Starlibro.”

M:	“Starlibro”?	Can	I	download	it	at	the	app	store?

W:	Yes,	and	 it’s	 free.	You	just	have	 to	register	with	your	

membership	information.	Then	you	can	use	the	app	like	

your	library	card.	

M:	You	 mean	 then 	 I 	 can 	 borrow	 books 	 wi th 	 my	

smartphone?

W:	That’s	 right.	You	can	also	 check	 the	 availability	of	

library	books	and	reserve	them	at	an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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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해석

남:	실례합니다만,	대출	중인	책을	예약할	수	있나요?

여:	물론이죠.	예약하시려는	책	제목을	알려	주시고	도서관	카드를	주

세요.

남:	Miranda	Pike의	The Midnight Reading Club입니다.	여기	

제	도서관	카드요.

여:	[타이핑	소리]	네.	그	책을	예약해	드렸습니다.	책이	도서관으로	

반납되면	알려	드릴	거예요.

남:	예약해	주셔서	감사해요.	큰	도움이	됐어요.

여:	천만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온라인상에서	책을	예약할	수	있어요.

남:	도서관	웹	사이트에서요?

여:	네.	도서관	스마트폰	앱에서도요.	‘Starlibro’라고	해요.

남:	‘Starlibro’요?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여:	네,	그리고	무료예요.	회원	정보로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앱을	도서관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남:	그럼	스마트폰으로	책을	빌릴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여:	맞아요.	또한	언제든지	도서관	책의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어요.

남:	아주	편할	것	같네요.	당장	그것(앱)을	깔아야겠습니다.

문제 해설 도서관에서	다른	회원이	대출	중인	책을	예약하려는	남자

에게	여자가	앱스토어에서	도서관	앱을	내려받아	스마트폰으로	책을	

예약하거나	빌릴	수	있다고	설명하는	상황이므로,	여자의	마지막	말

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②	알아요.	그게	제가	항상	이	도서관	앱을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③	그	정보를	얻으시는	대로	알려	주세요.

④	다시	생각해	보니,	그걸	주문하고	싶지	않습니다.

⑤	어째서	제가	그걸	몰랐을까요?	저는	이미	그	책을	샀어요.

어휘와 어구

•	out	on	loan	대출	중인

•	place	a	hold	on	~을	예약해	두다

•	register	등록하다

15
정답 ④

소재 고령	운전자

대본

M:	Miranda’s	 father	 is	80	years	old,	 and	he	 still	drives	

his	 car	 now	 and	 then.	 He	 has	 always	 been	 highly	

independent	and	physically	 fit.	However,	he	 recently	

had	 a	 minor	 car	 accident	 and	 several	 near	 misses.	

Miranda	has	even	noticed	more	and	more	 scratches	

on	her	father’s	car,	but	he	doesn’t	know	how	they	got	

there.	She’s	worried	that	he’s	not	a	safe	driver	and	that	

he	might	cause	a	serious	accident	and	be	hurt	or	hurt	

someone	else.	Her	father	also	seems	to	be	concerned	

about	his	driving	nowadays.	So,	Miranda	would	like	to	

persuade	her	father	to	stop	driving	and	take	the	subway	

or	bus.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Miranda	most	

likely	say	to	her	father?

Miranda:		

해석

남:	Miranda의	아버지는	80세이며,	여전히	그는	이따금	자신의	차

를	운전합니다.	그는	항상	매우	독립적이고	신체적으로	건강했습

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한	차례	있었고,	몇	

번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면했습니다.	Miranda는	심지어	아버지	

차에서	점점	더	많이	긁힌	자국을	알아챘지만,	그는	그것들이	어

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가	안전한	운

전자가	아니고,	심각한	사고를	일으켜	자신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

을	다치게	할지도	몰라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또한		

자신의	운전에	대해	요즘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iranda	
는	아버지에게	운전을	그만하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라고	설득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Miranda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Miranda:	운전하시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어때요?

문제 해설 고령의	아버지가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로	

다치게	될까	봐	걱정이	된	Miranda가	아버지에게	운전을	하지	말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설득하려는	상황이므

로,	Miranda가	아버지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①	아버지가	차를	운전하시기에	너무	나이가	드셨다고	생각하지는	않

아요.

②	수리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③	제가	운전할	때	좀	더	조심하겠습니다.

⑤	제가	아버지	운전면허	갱신하시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어휘와 어구

•	scratch	긁힌	자국

•	be	concerned	about	~에	대해	걱정하다

•	persuade	설득하다

•	be	behind	the	wheel	(차를)	운전하다

16~17
정답 16	③	 17	④

소재 미세	플라스틱	발생	원인

대본

W:	Hello,	 students.	Today	we	are	going	 to	discuss	one	

of	 the	serious	environmental	 issues.	Every	year,	huge	

amounts	of	plastic	waste	enter	the	ocean,	ranging	from	

fishing	nets	to	food	wrappers,	bags	and	other	trash.	One	

of	the	most	worrying	problems	is	tiny	pieces	of	plastic	

that	are	 invisible	 to	 the	human	eye.	These	tiny	plastic	

particles,	less	than	5	mm	long,	are	called	microplastics.	

In	 the	 last	 four	decades,	microplastic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on	the	surface	waters	of	 the	ocean.	Then	

where	 do	 microplastics	 in	 the	 ocean	 come	 from?	

Plastic	food	containers	and	even	baby	bottles	all	shed	

huge	numbers	of	 these	 tiny	specks	when	 they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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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contact	with	hot	water.	Also,	every	time	synthetic	

blankets,	 shirts,	 or	 socks	 are	 washed	 in	 washing	

machines,	millions	of	microfibers	 are	 released	 into	

the	wastewater.	A	microfiber	 is	a	 tiny	piece	of	plastic	

thinner	 than	a	 strand	of	hair	 that	 is	used	 in	clothes.	

Personal	care	 items	such	as	 toothpaste	and	skin	care	

products	also	contain	microplastics.	These	microplastics	

pass	through	water	treatment	plants	and	end	up	in	rivers	

and	oceans.	Even	with	existing	 technology,	 it	 is	not	

possible	to	remove	microplastics	from	the	ocean.
해석

여: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

를	논의할	것입니다.	매년,	낚시	그물에서부터	음식	포장지,	(비

닐)	봉지,	그리고	여타	쓰레기들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양의	플라

스틱	쓰레기들이	해양으로	유입됩니다.	가장	걱정되는	문제	중	하

나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입니다.	

길이가	5mm도	안	되는	이	작은	플라스틱	입자들은	미세	플라스

틱이라고	불립니다.	지난	40년	동안,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표층

수에서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양의	미세	플라스틱

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플라스틱	식기와	심지어	젖병까지도	

모두	뜨거운	물에	닿으면	엄청나게	많은	미세	조각들을	떨어뜨립

니다.	또한,	합성	섬유	담요,	셔츠,	양말이	세탁기에서	세탁될	때

마다	수백만	개의	초극세	합성	섬유가	하수로	방출됩니다.	초극세	

합성	섬유는	의류에	사용되는,	머리카락	한	가닥보다	얇은	매우	

작은	플라스틱	조각입니다.	치약이나	피부	관리	제품	같은	개인	

생활용품도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	플

라스틱은	정수	처리장을	통과하여	결국	강과	해양에	이르게	됩니

다.	현존하는	기술로도	해양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문제 해설

16	해양	표층수에서	증가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에서	생겨

나	해양으로	흘러들어	온	것인지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

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해양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다양한	

공급원’이다.	

①	플라스틱의	친환경	대체물

②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

④	다양한	종류의	미세	플라스틱의	특성

⑤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유기체에	미치는	영향

17	낚시	그물,	아기	젖병,	합성	섬유	담요,	치약은	언급되었지만,		

④	‘장난감’은	언급되지	않았다.

어휘와 어구

•	environmental	환경의

•	wrapper	포장지

•	worrying	우려되는,	걱정스러운

•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	particle	입자

•	decade	10년

•	surface	water	표층수

•	shed	떨어뜨리다,	흘리다

•	speck	조각

•	synthetic	합성의

•	microfiber	초극세	합성	섬유

•	wastewater	하수,	폐수

•	thin	얇은,	가느다란

•	strand	가닥

•	water	treatment	plant	정수	처리장

18
정답 ②

소재 새로운	고품격	회원	프로그램의	출시	안내

해석 소중한	고객님께

제가	고객님께	이	글을	쓰게	되어	특별히	기쁜	이유는,	8개월	넘게	기

다려	온	엄청난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아주	새로운	고품격	

회원	프로그램에	고객님을	공식적으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확대된	저희	회원	제공	상품은	금번	출시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설문	

조사에서	여러분이	저희에게	원한다고	말씀하신	모든	사항의	결과물

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손에	들고	계신	잡지가	여러분을	그곳으로	안

내해	주는	하나의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고품격	회원	프로그램

은	유기농	식사	애호가인	여러분	모두가	훨씬	더	많은	콘텐츠와	전문

가들에	대한	독점적인	접근으로	수준을	높일	환상적인	수단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요리,	건강	및	영양	관련	비디오	자료실을	만들

었고,	저희	최고	전문가들이	여러분이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월간	웨

비나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1년에	단지	60달러(한	달에	5
달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leaneating.com/signup을	방문하

셔서	이러한	모든	놀라운	혜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상세하게	알아보

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을	꼭	뵙기를	희망합니다!

편집장	Anika	Robinson	드림

문제 해설 유기농	식사	애호가를	고객으로	하는	업체에서	기존	고객

들을	대상으로	고품격	회원	프로그램을	출시하면서	안내하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구문 해설

	 Of	course,	 the	magazine	 [you	hold	 in	your	hands]	 is	

certainly	one	vehicle	[to	get	you	there],	but	this	premium	

membership	program	 is	 a	 fantastic	way	 [{for	 all	 you		

clean-eating	devotees}	to	level	up	with	even	more	content	

and	exclusive	access	to	experts].	
첫	번째	[ ]는	the	magazin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	

와	세	번째	[ ]는	각각	one	vehicle과	a	fantastic	way를	수식하

는	to부정사구이다.	{ }는	to부정사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낸다.

	 We’ve	 created	 a	 library	 of	 cooking,	 wellness	 and	

nutrition	videos	 for	you,	and	our	 top	experts	will	host	

monthly	webinars	[where	you	can	directly	ask	questions].		

[ ]는	monthly	webinar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	announcement	발표		

•	brand-new	아주	새로운		

•	expansive	확대된,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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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nch	출시		

•	vehicle	수단,	매개체		

•		clean-eating	유기농	식사(유기농	식품만	먹고	가공식품은	먹지	

않는	섭식	행위)		

•	devotee	애호가,	추종자		

•	level	up	수준을	높이다

•	exclusive	독점적인,	배타적인

•	wellness	건강

•	nutrition	영양		

•	in	depth	상세하게,	심도	있게

19
정답 ③

소재 새로	살게	될	집의	모습

해석 Harry는	자신의	셋방살이를	끝내고,	식료품을	구입한	후,	새

로	구입한	지프를	타고	자신의	새집으로	향했다.	가는	동안	내내	그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기분이었고,	공기는	매우	상쾌했으며,	모든	광경

이	그를	집으로	손짓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곳에는	몇	개의	작은	

헛간과	두	개의	다른	건물들이	있었다.	첫	번째	건물은	다듬지	않은	

나무로	지어졌고,	금속으로	된	지붕과	많은	창문이	있었다.	그가	무거

운	문을	밀어	열고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을	때,	그의	모든	기대는	뒤

집혔다.	흙과	쓰레기가	그곳을	온통	뒤덮고	있었다.	그곳은	마치	전투

가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나무로	된	이층	침대가	여러	개	부서져	있

었고	스프링도	전혀	없었다.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	할	일이	너무	많다

는	생각이	그를	완전히	절망에	빠지게	했다.

문제 해설 Harry가	자신이	살던	셋방에서	나와서	새로	구입한	차를	

타고	새집으로	향하는	상황이	글	초반에	묘사되었다.	가는	동안	노래

를	부르고	싶은	기분이었고,	모든	광경이	그를	새집으로	손짓하고	있

는	것처럼	보였다는	내용은	그의	들뜬	마음을	반영한다.	하지만	글의	

후반에는	살	곳에	실제로	도착하여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온통	지저

분한	상태인	것을	목격하고	절망에	빠지게	된	상황이	묘사되었다.	그

러므로	Harry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들뜬	→	절망적인’

이다.

①	외로운	→	아주	흥분한

②	초조한	→	안도한

④	의심하는	→	만족하는

⑤	자신	있는	→	부끄러운

구문 해설

	 It	looked like	it	had	been	in	a	battle.	
‘~처럼	보이다’라는	의미를	갖는	「look	like	~」가	사용되었다.

	 The	thought	[that	he	had	too	many	things	to	do	to	settle	

down	there]	left	him	in	total	despair.		

[ ]는	The	thought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절이다.

어휘와 어구

•	close	out	~을	마무리하다,	종결하다

•	property	집,	부동산		

•	beckon	손짓하다,	부르다		

•	thrust	밀다,	밀치다		

•	peep	살짝	들여다보다		

•	upside	down	뒤집혀,	거꾸로		

•	litter	쓰레기		

•	bunk	이층	침대		

•	settle	down	정착하다		

•	despair	절망

20
정답 ⑤

소재 금융	지식의	중요성

해석 형편없는	금융	지식의	결과	중	하나는,	형편없는	금융	계획의	

명백한	잘못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그	금융의	미래를	이해하고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대는	바뀌고	있고,	우리	자신의	미래를	

관리함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로	옮겨	

오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적	현실을	감안할	때,	

내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석하게도	안락한	노후를	확보하기	위

한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인식	

체계의	전환인데,	그것은	우리의	은퇴	생활을	돌보기	위해,	은퇴할	준

비가	되었을	때	여전히	존재할	수도	혹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시

스템에	대한	수동적인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우

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본적인	경제적	현실에	대해	우리	자신을	교육

하기	시작해야	한다.	금융	지식을	여러분	자신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

자로	간주하라.	우리	각자에게는	금융에	대한	인식이라는	아직	사용

하지	않은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	오늘날	여러분이	얻는	지식은	미

래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투자이다.

문제 해설 금융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미래에	마주하게	될	경제적	현

실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경제적	현실에	대해	

우리	자신을	교육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구문 해설

	 Times	are	changing,	and	the	responsibility	is	shifting	to	

us	[to	be	active	participants	in	directing	our	own	future].		

[ ]는	 the	 responsibil i ty를	수식하는	 to부정사구로	 the		

responsibility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Inherent in each of us	 is	 [the	untapped	potential	of	

financial	awareness].		
주격	보어인	Inherent	in	each	of	us가	문장	앞으로	이동하여	도치

구문이	형성되었다.	문장의	주어는	[ ]이다.

어휘와 어구

•	consequence	결과		

•	literacy	지식,	글을	읽고	쓰는	능력		

•	shift	옮기다,	이동하다;	전환

•	underprepared	준비가	덜	된		

•	secure	확보하다,	보장하다

•	retirement	은퇴	(생활)

•	fundamental	근본적인		

•	paradigm	shift	패러다임[인식	체계]의	대전환

•	passive	수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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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ront	마주하다,	직면하다		

•	inherent	내재된		

•	untapped	아직	사용하지	않은,	마개를	뽑지	않은		

•	pay	off	성과를	거두다,	성공하다

21
정답 ①

소재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해석 한	연구에서	학생들은	캠퍼스의	사안들에	대해	읽고,	학생	위

원단이	결정한	것에	대한	(거짓이며	무작위인)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	

학생들은	위원단의	권고에	대체적으로	동조했지만,	그들은	순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부인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학생들

은	순응하는	마음	때문에	동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타인

에게	순응하려는	어떤	욕구든	자신에게서	보지	못하므로,	그들	자신

의	행동을	순응하는	마음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문제는	순응의	압력

과	과정이	대부분	의식	밖에	있을	수도	있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순

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게서는	순응하는	마음을	볼	수	있지만,	그들	자신에게서는	그렇지	않

다.	(연구의)	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개인은	자신이	‘양

의	무리	속에	홀로’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문제 해설 어떤	결정에	동조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동조	행위는	순응하는	마음에서	온	것이고,	자신의	동조	행위는	그렇

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한	글이다.	따라서	밑줄	친	부

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

고	있지	않는’이다.

②	다른	사람에	의해	유일한	지도자로	인정된

③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④	너무	많은	요구로	인해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

⑤	지루하거나	단조로운	상황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구문 해설

	 In	one	study,	students	[read	about	campus	issues]	and	

[were	given	(false	and	random)	information	about	{what	a	

panel	of	students	had decided}].	
두	개의	[ ]는	and로	연결되어	문장의	술어를	형성하고	있다.	{ }	

는	ab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인데,	그	안에는	과거완료	형

태가	사용되어	주절이	기술하는	내용의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일을	

기술하고	있다.

	 The	catch	 is	 [that	conformity	pressures	and	processes	

may	be	mostly	outside	of	consciousness,	so	people	do	not	

realize	{that	they	are	conforming}].		

[ ]는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 }는	realiz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어휘와 어구

•	random	무작위의		

•	panel	위원단,	토론단	

•	go	along	with	~에	동조하다		

•	recommendation	권고,	추천		

•	conformity	순응(하는	마음),	따름,	복종		

•	catch	문제,	애로점		

•	consciousness	의식

22
정답 ⑤

소재 탄소	저감을	위한	차량	운행	감소

해석 탈탄소화	수송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과학	기술의	마법	같은	

해결책(으로	여겨지는	전기	차)	그	너머를	바라다보아야	한다.	전기	

차는	엄청나게	필요한	해결책이지만,	기후	과학자들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혔다.	캘리포니아의	Air		

Resources	Board는	그	주의	모든	자동차가	전기	차이고,	전기의	

75%가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나온다고	해도,	그	주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전량이	15%	감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와이에서	100%	전기	차	정책은	운송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운전을	더	

적게	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보완적인	정책	없이는	수입	석유에	대한	

주의	의존을	끝내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다른	정책의	온실

가스	감축	능력을	모형화하려는	가장	포괄적인	노력	중	하나인		

Project	Drawdown은	도시	지역에서	가장	당면한	수송	우선	사항

은	전기	차	정책이	아니라	자전거와	대중교통	체계에	의한	이동	점유

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문제 해설 탄소를	제거하는	운송	수단으로	전기	차가	필요한	해결책

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의	

예를	통해	밝히면서,	가장	당면한	운송	우선	사항은	전기	차	정책이	

아니라	차량	운행을	감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요

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구문 해설

	 California’s	Air	Resources	Board	found	[that	{even	if	

every	car	in	the	state	were	electric,	and	75	percent	of	the	

electricity	came	 from	renewable	sources},	driving	would	

need	 to	decline	by	15	percent	 for	 the	state	 to	 reach	 its	

climate	goals].

[ ]는	foun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 }는	양보의	의

미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 }에는	가정법	과거형의	동사	were와	

came이	사용되어	현실과는	다른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Project	Drawdown,	 [one	of	 the	most	comprehensive	

efforts	 to	 model	 the	 ability	 of	 different	 policies	 to	

reduce	greenhouse	gases],	has	concluded	[that	{the	most	

immediate	 transportation	priority	 in	urban	areas}	 is	not	

electric	vehicle	policy	but	maximizing	the	share	of	 trips	

taken	by	bicycle	and	public	transit].
첫	번째	[ ]는	Project	Drawdown과	동격	관계이다.	두	번째	[ ]
는	conclud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 }는	명사절의	

주어	역할을	한다.

어휘와 어구

•	magic	bullet	마법	같은	해결책

•	sufficient	충분한

•	renewable	재생	가능한

•	policy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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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	수입하다

•	complementary	보완적인

•	transit	운송,	교통	체계

•	comprehensive	포괄적인,	종합적인

•	immediate	당면한

•	priority	우선	사항

23
정답 ③

소재 미디어의	영향력이	가져온	스포츠에서의	변화

해석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스포츠	단체의	성공

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많은	시청자를	끌기	

위하여,	미디어는	스포츠	소비자들에게	방송할	콘텐츠를	스포츠에	그

만큼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는	

스포츠	운영자들에게	매우	특별한	압력을	가하는	미디어에	매력적으

로	보이기	위해	몇	가지	전통과	규칙,	그리고	형식을	포기해야만	했

다.	예를	들어,	골프	중계방송에서는	본래의	매치	플레이(홀별로	승부

를	다투는	방식)	형식이	대회	최종	단계에서	시청자의	관심과	시청률

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골프계	유명인인	대회의	선두권	선수들이	

마지막으로	티샷을	하는	스트로크	플레이(18홀의	합계	점수로	승패

를	겨루는	방식)로	바뀌는	것이	목격되었다.	테니스	경기에서는	한	경

기에서	6	대	6으로	비긴	상태일	때	(마지막	세트)	이전	세트들의	마지

막에	승자를	빨리	선언하기	위해	타이	브레이크	규칙이	도입되었다.	

이	규칙은	텔레비전	시청자들이	매일	방송이	지속되는	동안	내내	더	

많은	수의	경기와	다양한	선수들을	접하도록	경기를	더	짧게	유지하

기	위해	세트를	따내는	속도를	빠르게	한다.

문제 해설 스포츠와	미디어는	서로의	흥행을	위해	관계	유지가	필요

한데,	미디어	시청자들의	관심과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에	변

화가	이루어진	사례로	골프	경기에서	유명	선수들이	마지막에	티샷을	

하는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의	변화,	테니스	경기에서	승부를	빨

리	가려내기	위한	타이	브레이크	규칙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

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미디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

해	이루어진	스포츠의	변화’이다.

①	스포츠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

②	스포츠	경기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

④	스포츠	중계방송	기술의	발전

⑤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그	배경지식을	갖춰야	할	필요성

구문 해설

	 For	example,	 the	broadcasting	of	golf	saw	 the	original	

match	play	format	change	to	stroke	play	[with	the	leaders	

of	 the	 tournament,	{who	are	 typically	 the	big	names	 in	

golf},	 teeing	 off	 last	 to	 elevate	 audience	 interest	 and	

viewership	in	the	final	stages	of	tournaments].		
술어동사로	지각동사인	saw가	와서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인	

change가	이끄는	동사구가	쓰였다.	[ ]에는	앞선	내용에	대한	부수

적	상황을	표현하는	「with+명사구+분사구」의	구조가	사용되었다.	

{ }는	the	leaders	of	the	tournament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In	 the	sport	of	 tennis,	a	 tie-break	rule	was	 introduced	

[to	quickly	declare	a	winner	at	the	end	of	earlier	sets	in	a	

match	{when	games	were	tied	at	six	all}].		

[ ]는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고,	{ }는	시간의	부사절이다.

어휘와 어구

•	organisation	단체,	기구		

•	reliant	on	~에	의존하는		

•	unique	매우	특별한

•			match	play	매치	플레이(골프에서	쌍방이	이긴	홀의	수에	따라	득

점을	계산하는	방식)		

•		stroke	play	스트로크	플레이(18홀의	합계	점수로	승패를	겨루는	

방식)

•	elevate	높이다		

•		tie-break	타이	브레이크(테니스에서	세트의	경기	스코어가	6 :6
일	때	마지막	경기에서	7포인트를	먼저	따는	선수를	세트의	승자로	

결정짓는	방식)

•	declare	선언하다,	발표하다		

•	tie	비기다,	동점을	이루다

•	duration	지속,	계속

24
정답 ①

소재 반려견을	대하는	방식

해석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아마도	이전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은	건강	관리와	영양	섭취로,	몇	가지	면에서	많은	개들

에게는	삶의	질이	사상	최고이다.	하지만	개를	가족의	일부로	보는	이

러한	견해는	일부	개에게는	불리한	면이	있다.	우리	중	매우	많은	사

람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부로	여기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만약	‘우리가	그들이	행동하기를	바라는	방식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채’	우리	가족의	‘인간’	구성원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정도까

지	이것을	확대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죄책감,	인간	가정의	구성원을	지배하려는	시도,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과	같은,	그들의	행동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동기를	부

여하는	것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개를	대하는	방식

은	우리의	개가	자신의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만약	우리가	그들의	감각	능력이나	인지	능력,	

또는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	그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무심코	그들의	행복에	해로운	상황에	처하게	

할지도	모른다.

문제 해설 반려견을	가족처럼	대하게	되면서	동물에게	맞지	않는	지

나친	기대를	함으로써	무심코	반려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반려

견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라’이다.

②	여러분의	개는	여러분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③	개에	대한	인간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④	반려견	선택	시	고려할	사항

⑤	반려견이	어떻게	그들	주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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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해설

	 It	is	a	wonderful	thing	[that	so	many	of	us	consider	our	

companion	animals	as	part	of	our	family],	but	if	we	extend	

this	 to	 the	point	 [where	we	expect	 them	to	behave	 like	

human	members	of	our	family,	without teaching them how 

we wish them to behave],	then	we	do	them	a	disservice.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첫	번째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두	번째	

[ ]는	the	point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The	way	[in	which	we	treat	our	dogs]	is	 influenced	by	

our	beliefs	of	how	our	dogs	perceive	their	world;	if	we	over	

or	underestimate	 their	 sensory	or	cognitive	abilities,	or	

their	ability	to	feel	certain	emotions,	we	may	inadvertently	

be	putting	them	in	situations	[detrimental	to	their	welfare].		
첫	번째	[ ]는	The	way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situations를	수식하는	형용사구이다.

어휘와 어구

•	status	지위	

•	nutrition	영양	섭취		

•	all-time	high	사상	최고		

•	downside	불리한	면		

•	companion	animal	반려동물		

•	do	~	a	disservice	~에게	피해를	주다[몹쓸	짓을	하다]		

•	assign	부여하다,	할당하다		

•	dominate	지배하다		

•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다

25
정답 ⑤

소재 세계	조선	수주량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해석 위	그래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와	한국의	조선	수

주량,	그리고	전	세계의	조선	수주량에서	한국의	점유율을	보여	준다.	

2016년에	세계의	조선	수주량은	1,402만	환산톤(CGT)이었고,	한

국의	조선	수주량은	224만	CGT로	전	세계	시장의	16%였다.	2017
년에는	세계와	한국의	조선	수주량	모두	전년보다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고,	세계	조선	수주량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전년보다	10퍼센트	

포인트	증가했다.	그래프에	나타난	모든	기간	중에서	세계와	한국	모

두	2018년에	조선	수주량이	가장	많았고,	한국은	전	세계	조선	수주

량의	38%를	차지했다.	2019년에	세계	조선	수주량은	전년보다	600
만	CGT	감소했고,	전	세계	조선	수주량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전년

보다	4퍼센트포인트	감소했다.	2020년에	전	세계	조선	수주량은	계

속	감소했고,	전	세계	조선	수주량에서	한국의	점유율도	전년보다		

9퍼센트포인트	감소했다.

문제 해설 2020년에	전	세계	조선	수주량(1,924만	CGT)은	전년

(2,910만	CGT)보다	감소했지만,	2020년에	전	세계	조선	수주량에

서의	한국의	점유율(43%)은	전년(34%)보다	9퍼센트포인트	증가했

다.	따라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구문 해설

	 In	2016,	 the	world’s	 shipbuilding	orders	were	14.02	

million	compensated	gross	 tonnes	 (CGT),	and	Korea’s	

shipbuilding	orders	were	2.24	million	CGT,	[which	were	

16	percent	of	the	global	market].	

[ ]는	2.24	million	CGT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	shipbuilding	조선,	조선업		

•	round	반올림하다

•	whole	number	정수

•	share	점유율,	몫		

•	considerable	상당한,	많은		

•	previous	이전의

•	comprise	차지하다,	구성하다

•	decline	감소하다

26
정답 ④

소재 David	Bustill	Bowser의	생애

해석 David	Bustill	Bowser는	자신의	사촌이자	멘토인	Robert	

Douglass와는	달리	본질적으로	‘주말’	예술가였다.	그의	그림은	개

인적인	인상과	아이디어를	기록하려는	욕망에서	발전했지만,	그	자신

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Bowser는	소방대와	친목회의	상징물과	

깃발을	그리는	사람으로	일해야만	했다.	1852년	New York Herald
의	어느	전시회	비평은	바다	그림에	대해	Bowser에게	찬사를	보냈

다.	그는	또한	Abraham	Lincoln의	초상화	두	점을	포함하여	저명

한	인물들의	수많은	초상화를	그린	것으로	명성을	얻었다.	지금은		

분실된	Bowser의	Lincoln	초상화	한	점은	Lincoln	자신이		

의뢰하고	스스로	포즈를	취했다고	믿어지고	있고,	다른	한	점은	현재		

Philadelphia에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	노인들을	위한	요양	시설에	

있다.	Bowser는	전업	미술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	생산은	

제한적이었지만,	그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신의	작품에	기술적	전문성

의	부족을	보완하는	독창성을	불어넣었다.

문제 해설 David	Bustill	Bowser가	그린	Lincoln의	초상화는	두	

점인데,	Lincoln의	의뢰로	그렸다는	초상화는	현재	분실된	상태라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구문 해설

	 One	Bowser	portrait	of	Lincoln,	now	lost,	 is	believed	

to have been	commissioned,	and	posed	for,	by	Lincoln	

himself;	 the	other	 is	 now	 located	 in	 a	home	 for	 aged	

African	Americans,	in	Philadelphia.		
「to	have+과거분사」의	형태는	to부정사가	기술하는	내용의	시점이	

주절이	나타내는	내용의	시점	이전임을	나타낸다.

	 Because	Bowser	was	not	a	 full-time	artist,	his	output	

was	 limited;	 he	 brought	 to	 his	 relatively	 few	 works,	

however,	[an	originality	{that	compensated	for	his	lack	of	

technical	expertise}].		

[ ]는	brought의	직접목적어이고,	{ }는	an	originality를	수식

하는	관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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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와 어구

•	impression	인상		

•	oblige	강요하다		

•	emblem	상징물		

•	banner	깃발,	현수막		

•	fire	company	소방대,	화재	보험	회사		

•	exhibition	전시회		

•	review	평론,	논평,	보고서		

•	marine	바다의,	해양의	

•	be	credited	with	~로	명성을	얻다		

•	portrait	초상화		

•	commission	의뢰하다		

•	compensate	for	~을	보완하다		

•	expertise	전문성

27
정답 ⑤

소재 무선	증기다리미		

해석 	 	 	 	 	 	 	 무선 증기다리미		

물탱크 채우기

			다리미를	기울어진	상태로	유지한	다음,	계량컵을	사용하여	물탱크

를	채우세요.

	정제수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물탱크의	최대	수위를	초과하지	마세요.	

증기 다림질

	다리미를	충전대에	수직으로	놓으세요.	

	증기	제어	장치가	OFF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플러그를	알맞은	전원	콘센트에	연결하세요.	충전대의	파란색	불이	

켜질	것입니다.

	온도	다이얼을	증기	범위	내의	설정으로	돌리세요.

			다리미	손잡이에	있는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다리미가	가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미가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고	사용할	준비가	되면	가열	기호

가	녹색으로	바뀔	것입니다.

	증기	제어	장치를	켜고	다림질을	시작하세요.

다림질 후

			사용	후에는	온도	다이얼을	MIN으로	돌리고	전원	콘센트에서	다

리미를	분리하세요.

			다리미를	식힌	후	물탱크를	비워서	물탱크에	잔여물이	쌓이지	않도

록	하세요.	

문제 해설 다리미를	사용한	후에는	다리미를	식히고	물탱크를	비워서	

물탱크에	잔여물이	쌓이지	않도록	하라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구문 해설

	 Ensure	[that	the	steam	control	is	in	the	OFF	position].

[ ]는	Ensur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Let	the	iron	{cool	down}]	and	[empty	the	water	tank	to	

prevent	the	built-up	of	residue	in	the	water	tank].
두	개의	[ ]가	and에	의해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	{ }는	Let의	

목적격	보어이다.

어휘와 어구

•	cordless	무선의	

•	purified	water	정제수

•	exceed	초과하다,	넘다

•	vertically	수직으로

•	ensure	확실하게	하다,	보증하다

•	outlet	콘센트,	출구

•	illuminate	(불이)	켜지다,	밝아지다,	밝히다

•	indicator	표시기,	지표

•	disconnect	분리하다,	연결을	끊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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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Adirondack	표현	예술	캠프

해석 	 	 	 	 	Adirondack 표현 예술 캠프

이	캠프는	예술에	대해	배우고	예술	작업을	하고	싶은	13~18세	청소

년을	위한	것입니다.	

일반 정보		

	이	캠프는	Nigra	Arts	Center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참가자는	캠프에서	숙박하거나	주간에만	참여하는	것	중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밤에	묵는	숙소는	지역	관리	아파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강의 및 워크숍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하루에	두	개의	수업을	받을	것입	

니다.

	소묘	및	회화	 	 	 	창의적	글쓰기

	판화	 	 	 	 	목공예	

	제본			 	 	 	 	미식	요리		

날짜		

	숙박:	2022년	8월	15일~20일		

	주간:	2022년	8월	16일~20일		

가격		

	숙박:	1,350달러	-	숙식비	포함

			주간(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00달러	-	점심을	제외하고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마지막	날에는	참가자들이	창작한	예술품	전시회가	가족과	친구에

게	공개될	것입니다.	

※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Nigra	Arts	Center	사이트(www.

nigraarts.org)를	방문하세요.

문제 해설 마지막	날에는	참가자들이	창작한	예술품	전시회가	열려	

참가자의	가족과	친구에게	공개된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

치하는	것은	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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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해설

	 The	camp	 is	 for	 teenagers	aged	13–18	[who	want	 to	

learn	about	art	and	create	art	projects].	

[ ]는	teenagers	aged	13–18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Participants	can	choose	to	[stay	overnight	at	 the	camp]	

or	[attend	just	for	the	day].
두	개의	[ ]가	or에	의해	대등하게	연결되어	to에	이어져	to부정사

구를	만든다.

어휘와 어구

•	overnight	밤사이에;	하룻밤	묵는

•	accommodation	숙소,	숙박	시설	

•	supervise	관리하다,	감독하다

•	discipline	분야,	과목

•	printmaking	판화

•	bookbinding	제본

•	room	and	board	숙식비,	식사를	제공하는	하숙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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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꿈의	의미

해석 사실,	꿈을	꾼다는	것은	깨어	있는	삶에서	우리의	주의를	사로

잡는	문제들을	우리의	정신이	다루는	방식이다.	몸은	잠을	자지만	정

신은	그렇지	않으며,	우리의	정신이	우리에게	더	큰	자기	인식을	가져

다주고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삶의	그	영역으로	우리의	초점을	돌리는	

것은	바로	꿈을	꾸는	것을	통해서이다.	꿈은	또한	우리의	두려움,	불

안감,	그리고	약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희망과	욕망도	반영한다.	꿈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를	더	창의적이게	하고	상황을	새로운	시각

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길잡이를	제공하고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

동들을	꾸짖는다.	꿈은	우리의	양심이자	조언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이며,	우리가	꿈의	메시지를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충실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

문제 해설 ⑤	시간의	부사절	when	we	listen	to	the	messages	of	

our	dreams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관계부사	where가	아니라	접속

사	that이	나와	「it	is	~	that	...」	강조	구문을	이루는	것이	어법상	적

절하다.

①	 issues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절의	술어동사이므로,	복수형인		

preoccupy는	어법상	적절하다.	

②	and에	의해서	brings	us	greater	self-awareness와	대등하게	

연결되어	our	mind에	이어지는	술어를	이끄는	동사	directs는	어법

상	적절하다.

③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를	이끄는	동명사	Being은	어

법상	적절하다.

④	we	should	not	be	taking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관계

절로	선행사	those	actions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능동형의	술어를	이루는	현재분사	taking은	어법상	적절하다.

구문 해설

	 The	body	sleeps	but	the	mind	does	not,	and	it is	[through	

dreaming]	that	our	mind	brings	us	greater	self-awareness	

and	directs	our	focus	to	those	areas	of	our	lives	[that	need	

attention].
「it	is	~	that	...」	강조	구문을	사용하여	첫	번째	[ ]를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 ]는	those	areas	of	our	liv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Our	dreams	 [provide	 roadmaps	of	 the	direction	{our	

lives	should	be	going	in}]	and	[call	 to	 task	those	actions	

{we	should	not	be	taking}].	
두	개의	[ ]가	and에	의해	대등하게	연결되어	Our	dreams에	이어

지는	술어를	이루고	있다.	첫	번째	{ }는	the	direction을,	두	번째	

{ }는	those	actions를	각각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	preoccupy	주의를	사로잡다,	몰두하게	하다

•	self-awareness	자기	인식

•	direct	돌리다,	향하게	하다

•	insecurity	불안감,	불안정

•	in	tune	with	~과	조화되어,	~과	장단이	맞아서

•	roadmap	길잡이,	지침	

•	call	~	to	task	~을	꾸짖다	[책망하다]

•	conscience	양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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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포식자의	속도	이용

해석 비록	포식자의	가속이	사냥에서의	성공에	최고	속도보다	자주	

더	중요하지만,	많은	포식자들은	자신의	먹이를	사냥하는	방법으로	

속도를	사용한다.	사냥	추격의	결과에	결정적인	요소는	추격이	시작

될	때	포식자와	먹이	사이의	거리이다.	만약	포식자가	자신의	먹이에	

용케	충분히	근접한다면,	그것은	먹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속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만약	포식자가	먹이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추격이	시작되면,	포식자는	그것을	잡기	위해	속도

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물론	포식자와	먹이가	직선	추격에	

관여하는	경우인데,	그런	추격은	흔하지	않으며,	방향을	바꾸고	도는	

것은	보통	먹이가	탈출하려는	노력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원인이	된

다.	흥미롭게도,	먹잇감을	잡기	위해	빠른	속도에	의존하는	매우	빠른	

동물들은	또한	자신과	먹이	사이의	간격을	넓히도록(→	좁히도록)	자

신의	위치를	잡으려고	할	때	성공을	위해	자주	매우	느린	속도에	의존

한다.	그것들은	몰래	이것을	하는데,	은밀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은	느

리고	조용할	필요가	있다.

문제 해설 많은	포식자들이	먹이를	사냥하는	방법으로	속도를	사용하

는데,	추격	상황에	따라	빠른	속도와	느린	속도를	모두	사용한다는	내

용이다.	매우	빠른	포식자도	종종	매우	느린	속도를	사용할	때가	있는

데	이것은	먹이와의	간격을	좁혀서	사냥에	성공하기	위함이다.	따라

서	⑤의	widen을	close와	같은	낱말로	고쳐야	한다.	

구문 해설

	 Many	predators	use	 speed	as	a	way	of	hunting	 their	

prey,	[though	the	acceleration	of	a	predator	is	often	more 
important than	its	top	speed	to	its	success	in	h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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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로	그	안에	비교	구문이	사용

되었다.

	 [If	the	predator	manages	to	get	close	enough	to	its	prey],	

it	will	have	enough	time	to	accelerate	 to	a	speed	[that	 is	

higher	than	the	prey].
첫	번째	[ ]는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이고,	두	번째	[ ]는	

a	speed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	predator	포식자

•	acceleration	가속,	변속

•	chase	추격

•	sustain	유지하다

•	by	stealth	몰래

•	stealthy	은밀한

31
정답 ②

소재 영토권과	이동성의	연관성

해석 영토권은	이동성과	관련이	있다.	인간의	영토권은	지역을	통제

함으로써	자원과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자원과	

기회를	얻기	위해	통제하에	있는	영토를	확장하려는	욕망은	포식자와	

적에	노출되는	위험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에	의해서도	제

한된다.	세운	지	오래된	그리스	마을	영토의	평균	면적이	약	20제곱

킬로미터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것은	약	2.5킬로미터의	반

경,	즉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걸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데	약	한	

시간	걸리는	거리에	해당한다.	1800년경	이전에	지어진	어떤	도시도	

이보다	더	크지	않았다.	말이	끄는	궤도	마차,	전기	전차,	버스,	기차,	

지하철,	자동차와	같은	잇따른	운송	혁신이	도입되었을	때에야	운송	

속도에	비례하여	도시	정착지의	유효	반경이	증가했다.	

문제 해설 영토권을	확장하려는	욕망은	포식자와	적에	노출되는	위험

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에	의해서도	제한되며,	1800년경	

이전의	도시의	반경은	약	2.5킬로미터였으나	운송	혁신이	도입되고	

나서	운송	속도에	비례하여	도시	정착지의	유효	반경이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이동성’

이다.

①	유대

③	다양성	

④	분배	

⑤	독립

구문 해설

	 It	 is	 suggestive	 [that	 the	mean	area	of	 the	 territory	

of	 long-established	Greek	villages	 is	 about	20	 square	

kilometres].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Only 	 as	 successive	 transport	 innovations	 were	

introduced	—	horse-drawn	 trams,	electric	 trams,	buses,	

trains,	underground	 trains,	 cars	—	]	did the effective 
radius of urban settlements	increase,	in	proportion	to	the	

speed	of	transport.
「Only+부사절」인	[ ]가	문두에	위치하여	주어(the	 effective		

radius	of	urban	settlements)와	조동사(did)가	도치된	형태이다.	

어휘와 어구

•	territoriality	영토권,	토지	소유

•	constrain	제한하다,	억제하다

•	suggestive	시사하는	바가	많은,	암시하는

•	long-established	세운	지	오래된

•	square	제곱의,	정사각형의

•	correspond	to	~에	해당[상응]하다

•	radius	반경,	반지름

•	successive	잇따른,	연속적인

•	transport	운송,	수송

•	in	proportion	to	~에	비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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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소재 가설의	기능

해석 우리는	논제나	가설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그	논제를	반박하는	

예를	이리저리	찾아본다.	Karl	Popper	경에	따르면,	가설의	유일한	

기능은	반박을	유도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반박으로부터	더	나은	가설

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단	하나의	반박이라도	가설의	확실

성을	파괴할	것이다.	모든	백조가	하얗다는	주장은	흑조의	첫	발견으

로	반박될	것이지만,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모든	백조

를	빠짐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에는	중대한	위험이	있

다.	그것은	도발적인	가설을	배제하는데,	그	도발적	가설의	기능은	더	

나은	가설이	나올	한층	더	깊은	탐구를	자극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통계적인	가설보다는	완전한	가설로	제한하고	어떤	분야에서

는	이것이	진보를	방해할	수	있다.	가설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예측되는	것들에	대한	유용한	검색이다.

문제 해설 우리는	논제나	가설을	발견하면	그것을	반박하여	더	나은	

가설이	나오게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태도는	더	나은	가설이	

생겨나도록	하는	추가	탐구를	자극하는	기능을	지닌	도발적인	가설을	

배제하며,	통계적인	가설보다는	완전한	가설로	제한하고	진보를	방해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예측되는	것들에	대한	유용한	검색’이다.

①	정확성에	대한	초기	시험

③	지성의	공공연한	표현

④	편향된	의견의	완전한	배제

⑤	기존	이론에	대한	간단한	입증

구문 해설

	 A	claim	[that	all	 swans	are	white]	will	be	 refuted	by	

the	 first	 spotting	of	a	black	swan	whereas	 to	prove	 the	

hypothesis	you	would	have	to	examine	every	single	swan.	

[ ]는	A	claim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절이다.

	 It	excludes	the	provocative	hypothesis,	[the	function	of	

which	 is	 to	stimulate	further	exploration	{from	which	a	

better	hypothesis	will	em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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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the	provocative	hypothesis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고,	

{ }는	further	exploration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	thesis	논제,	명제,	논문

•	hypothesis	가설

•	refute	반박하다,	논박하다

•	refutation	반박,	논박

•	grave	중대한,	심각한

•	stimulate	자극하다,	격려하다

•	restrict	제한하다,	한정하다

•	absolute	완전한,	절대적인

•	statistical	통계적인,	통계학상의

•	hold	up	~을	방해하다,	~을	지연시키다

33
정답 ①	

소재 스트레스의	복잡성

해석 스트레스는	복잡하고	개인	내부와	외부의	요인에	따라	달라진

다.	스트레스는	우리	모두에게	문제다.	그것은	신체와	정신	사이의	관

계를	더	쉽게	보여	줄	수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것은	전문적인	건강	심리학자가	그와	관련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

야	하는	대상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	더	많이	알

게	될수록,	그것과	싸우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	그것은	더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이	계속	변함에	따라	스트레스의	본질도	변한다.	현

대	세계의	한	가지	결과는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인식이다.	모든	

시간	절약	장치에는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이	따라온다.	컴퓨터는	일

을	빨리하기	때문에	좋지만,	우리는	컴퓨터가	고장	나면	고함치고	소

리	지른다.	휴대	전화는	생명을	구하고,	시간을	아끼고,	수고를	줄일	

수	있지만,	만약	그것이	건강을	해칠까	봐	걱정되거나,	혹은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차라리	다른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고자	

한다면,	또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스트레스

를	받게	되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스트

레스를	없앨	것	같지	않다.

문제 해설 스트레스와	싸우는	것은	더	어려워지고	세상이	변함에	따

라	스트레스의	본질도	변하고	있으며	현대	세계에는	시간을	절약하게	

해	주는	장치가	있지만	이로	인해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이	따라오고	

영원히	스트레스를	없앨	것	같지는	않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이다.

②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방법에만	초점을	맞추고

③	기술을	활용하는	것의	혜택을	간과하고

④	우리의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⑤	스트레스를	단지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구문 해설

	 It	represents	one	of	the	more	easily	demonstrable	cases	

of	a	link	between	the	body	and	the	mind,	and	as	such	it	is	

something	[that	a	professional	health	psychologist	needs	to	

be	able	to	do	something	about].	

[ ]는	something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Not only	does it	become	more	complicated,	but	also	the	

nature	of	stress	changes	as	the	world	keeps	on	changing.
부정의	뜻을	가진	Not	only가	문장의	맨	앞에	와서	주어(it)와	조동

사	(does)가	도치되었다.	

어휘와 어구

•	complicated	복잡한,	뒤섞인

•	represent	~에	해당	[상당]	하다

•	demonstrable	보여	줄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	combat	싸우다,	방지하다

•	crash	고장	나다,	충돌하다

•	out	of	reach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	eliminate	없애다,	제거하다

•	for	good	영원히,	영구히

34
정답 ③

소재 패션	시장에서	연장자들의	중요성

해석 연장자들은	패션	시장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구	통계

학적이고	경제학적인	패션	소비자	집단이	되고	있다.	오늘날의	많은	

(50세가	넘은	소비자로	정의되는)	연장자들은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

며	자신의	외모에	더	관심이	많다.	그들은	계속하여	사회적	활동을	하

고	유행하는	옷을	찾는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외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젊음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패션	제품을	사용한다.	최

신	유행을	좇는	모습을	유지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에	대한	더	젊은	이

미지를	확립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패션	의류와	액세서리를	활용하

여	여전히	‘한창이라는’	것을	전달한다.	따라서	패션	매니저들은	특정	

연령에	도달하는	것이	사람들이	패션에	관심	두기를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연장자들은	여전히	유행하는	

의류를	입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그	시장은	특히	연장자	시장의	규모,	

그것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이	고객들의	높은	가처분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패션	회사들에게	점점	더	매력적이	되었다.

문제 해설 오늘날의	연장자들은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고	사회적	활

동을	지속하고	외모에	관심이	많으며	패션	제품을	사용하여	젊은	이

미지를	유지하고자	하므로,	패션	회사들에게	연장자	시장이	점점	더	

중요해졌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③	‘패션	시장의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이다.

①	패션	산업의	불리한	면을	인식하는

②	패션	제품을	구매할	때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하는

④	의류의	기능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미적인	속성을	강조하는

⑤	최신	유행하는	디자인보다는	상표	충성도에	더	마음이	기우는

구문 해설

	 Seniors	 are	becoming	a	demographic	and	economic	

fashion	consumer	group	[who	perform	a	major	role	in	the	

expansion	of	the	fashion	market].	

[ ]는	a	demographic	 and	economic	 fashion	consumer	

group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Fashion	 managers	 thus	 have	 come	 to	 realiz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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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ing	a	certain	age	does	not	mean	{that	people	stop	

being	interested	in	fashion}].	

[ ]는	realiz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 }는	mea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어휘와 어구

•	senior	연장자,	노인

•	fashionable	유행하는,	최신	유행의

•	up-to-date	최신	유행을	좇는,	최신의

•	compelling	매력적인,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		disposable	income	가처분	소득(개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

35
정답 ③

소재 도시	역사	박물관의	역할

해석 도시	역사	박물관이	공유하는	공통적인	책무는	멀리서	온	방문

객뿐만	아니라	그	박물관이	있는	동시대의	도시와	그곳	사람들과	갖

는	관련성이다.	시드니는	세계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

로,	지난	10년	동안	국제	및	국내의	상당한	관심	대상이었다.	해외의	

사람들에게	시드니는	자주	항구,	해변,	무성한	정원,	햇빛이	잘	드는	

기후,	근심	없는	사람들과	같은	유토피아적	삶의	비현실적	모습을	나

타낸다.	이러한	이미지는	관광	캠페인,	연속극,	다른	종류의	왜곡된	

문화	상품을	통해	전달된다.	(책임	여행	마케팅	캠페인이	증가하면서,	

여행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더	책임을	지고	자신들이	방문하고	있는	

목적지를	보호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호주에서,	그리고	실제로	시드

니에	사는	사람들에게,	현실은	물론	다소	다르다.	시드니	박물관

(MOS)으로서,	더	폭넓은	역사를	요약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것은	그	도시	자체의	시민들과	갖는	관련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간

과하지	않으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와	행사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

적인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문제 해설 도시	역사	박물관은	그	도시에	대한	해외	방문객과	국제적	

기대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곳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관련

성을	지녀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③은	여행자들이	책임감을	느끼

고	여행지를	보호하도록	장려하는	책임	여행	마케팅	캠페인에	관한	

내용이므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다.

구문 해설

	 A	 common	 imperative	 [shared	 by	 urban	 history	

museums]	is	relevance	[to	their	contemporary	city	and	its	

people]	as	well	as	[to	visitors	from	afar].
첫	번째	[ ]는	A	common	imperative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 ]는	as	well	as에	의해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

	 For	those	[who	live	in	Australia	and	indeed	in	Sydney],	

the	reality,	of	course,	is	somewhat	different.

[ ]는	thos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	urban	도시의,	도시에	사는

•	relevance	관련성,	타당성

•	contemporary	동시대의,	현대의

•	recognizable	인지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	represent	나타내다,	(~의)	표본[전형]이다		

•		cardboard	cutout	(두꺼운	종이에	인쇄된	사진을	잘라	낸	것이라

는	의미에서)	비현실적인	모습[인물]

•	carefree	근심	없는,	속	편한

•	relay	전달하다,	중계하다

•	distorted	왜곡된,	비뚤어진

•	destination	목적지,	도착지

•	lose	sight	of	~을	간과하다

36
정답 ④

소재 극대	수행과	습관적	수행의	판별

해석 아마	극대	수행과	습관적	수행을	대조하여	판별하는	것이	주는	

가장	큰	이점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성과	부진의	친숙한	사례를	설명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C)	한	사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선이	

그들을	집단의	상위	5%	또는	10%	안에	들게	할	정도로	인상적일	때,	

그	사람의	재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수준의	수행이	

좀처럼	반복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	사람이	기량

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많은	훌륭한	운동선수들

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A)	그들은	프로	선수가	될	만큼의	충분한	

재능이	있고,	심지어	그들이	하는	스포츠의	세계	랭킹	상위	100위	안

에	진입하기도	한다.	게다가,	그들은	상위	10위에	드는	선수들을	이

길	만큼	충분히	자주	재능을	나타내는데,	가끔은	1위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하기도	한다.	(B)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자주	반복하는	

능력이	없고	또	일반적인	시합에서	훨씬	더	낮은	수준의	기량을	보여	

주는	경향이	있어서,	그들은	재능	낭비의	사례가	되고	만다.	같은	이

유로,	성취의	어떤	분야에서든,	그들의	극대	수행이	충분히	자주	발휘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 해설 극대	수행과	습관적	수행을	대조적으로	판별할	수	있으면	

성과	부진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에	이어,	한	사

람의	최선의	수행이	인상적이지만	그런	수행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많은	운동선수가	

이런	범주에	속한다는	내용의	(C)가	나오고,	그	선수들도	세계	랭킹

의	상위권에	들거나	높은	순위의	선수들을	이길	정도로	재능이	있다

는	내용의	(A)가	이어진	다음,	하지만	그들이	이것을	자주	반복하지	

못하고	보통의	시합에서	낮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이면	재능	낭비의	

사례가	된다는	내용의	(B)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

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구문 해설

	 Perhaps	 the	biggest	 advantage	of	 the	maximum	vs.	

typical	performance	distinction	 is	 [that	 it	enables	us	{to	

account	for	the	familiar	cases	of	underachievement}].

[ ]는	is의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 }는	enables의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구이다.

	 By	the	same	token,	in	any	field	of	achievement	there	are	

people	[who	fail	 to	 live	up	to	 their	expectations	because	

their	maximum	performance	 isn’t	displayed	 freq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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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ough].	

[ ]는	peopl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	maximum	performance	극대	수행	

•	typical	performance	습관적	수행

•	distinction	판별,	식별

•	account	for	~을	설명하다,	~의	이유가	되다	

•	underachievement	성과	부진,	저성취

•	professional	프로	(선수),	전문직	종사자

•	athlete	(운동)선수

•	inability	~할	수	없음,	무능

•	tendency	경향,	성향

•	tournament	시합,	승자	진출전

•	by	the	same	token	같은	이유로,	마찬가지로

•	live	up	to	~에	부응하다

•	expectation	기대,	예상

•	display	드러내다,	보이다,	전시하다

•	impressive	인상적인,	감명	깊은

•	replicate	반복하다,	복제하다

•	underperform	(예상보다)	기량	발휘를	못하다,	실적을	못	내다

37
정답 ②

소재 영역에	따라	다른	함축과	가정

해석 David	O’Brien은	익숙함	그	자체로는	올바른	추론으로	이어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로	다른	영역은	서로	다른	함축과	가정을	

보여	준다.	(B)	예컨대,	의료	관련	진단	영역과	기계	관련	진단	영역

은	주로	다르게	이해되는	동일한	형태의	논리적	주장을	고려하기	위

한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환자가	의사로부터	자신의	통증이	염증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며	염증을	줄이기	위해	특정한	약을	복용하면	그

땐	통증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고	가정해	보라.	(A)	만약	그	

환자가	그	약을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의사가	거짓말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유기체는	자가	치유	속성이	있다.	반면에,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자가	

치유를	한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C)	예를	들어,	정비사가	여러분에

게	여러분의	자동차가	과열되고	있으며	온도	조절	장치를	교체하면	

과열	문제가	멈출	거라고	말한다.	온도	조절	장치를	교체하지	않고서

도	어쨌든	과열	문제가	멈춘다면,	여러분은	그	정비사의	진단	능력을	

의심할지	모른다.

문제 해설 서로	다른	영역은	서로	다른	함축과	가정을	보여	준다는	주

어진	글에	이어,	의료	관련	진단	영역과	기계	관련	진단	영역을	예로	

제시하고	환자가	의사에게	특정한	약을	복용하면	통증이	사라질	것이

라는	말을	듣는다고	가정해	보라는	내용의	(B)가	나오고,	만약	그	환

자가	그	약을	먹지	않고서도	통증이	사라진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의사

를	거짓말쟁이로	여기지는	않을	것인데	유기체에는	자가	치유	특성이	

있기	때문이며,	반면	자동차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의	(A)가	이어진	

다음,	정비사가	온도	조절	장치를	교체하면	자동차가	과열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장치를	교체하지	않고서도	과열	문제가	멈추면	그	정

비사의	진단	능력을	의심하게	된다는	내용의	(C)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구문 해설

	 We	would	not	necessarily	 think	the	physician	a	 liar	 if	

the	patient	did	not	take	the	drug	and	her	pain	went	away	

nonetheless.
가정법	과거를	나타내는	동사가	사용되어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한	가정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The	 medical	 and	 mechanical	 diagnosis	 domains,	

for	 example,	 provide	 a	 forum	 for	 considering	 logical	

arguments	of	 the	same	form	[that	are	usually	 interpreted	

differently].	

[ ]는	logical	arguments	of	the	same	form을	수식하는	관계절

이다.	

어휘와 어구

•	familiarity	익숙함,	친근함	

•	inference	추론

•	domain	영역,	분야,	범위

•	implication	함축,	암시,	영향

•	assumption	가정,	추정

•	physician	의사,	내과	의사

•	property	속성,	특성,	재산

•	mechanical	기계와	관련된,	기계적인

•	diagnosis	진단

•	suspicious	의심스러워하는,	의심스러운

38
정답 ④

소재 전통	오락으로부터	독립한	영화와	음악

해석 영화는	극장과	버라이어티	쇼	극장의	혼합된	프로그램에서	짧

고	색다른	볼거리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점차	영사

용	필름은	점점	더	길어졌다.	영화는	자체의	전통적	틀에서	벗어나	마

침내	독립적인	형태의	오락이	되었는데,	그	형태는	점차	전통적인	오

락	장소가	감당하기에	너무	커졌다.	최초의	실제	영화관은	19세기	말

에	유럽에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미국에서	나타났다.	많은	영화관

은	상점	건물과	개조한	극장에	수용되었으나,	영화관을	새롭게	짓는	

첫	번째	큰	물결은	1905년경에	시작되었다.	전통적인	오락	시설	출

신	음악가들이	영화를	따라	새로운	건물로	건너오면서,	그들의	오래

된	연주	관행의	많은	것을	함께	가져왔다.	예를	들어,	오래된	보드빌	

극장에서와	똑같이,	참석자	전원이	노래하는	단체	합창도	보통	영화	

상영에	포함되었다.	노래의	가사가	스크린에	슬라이드로	보여졌다.

문제 해설 주어진	문장은	전통적인	오락	시설의	음악가들이	영화를	

따라	새로운	장소로	옮기면서	그들의	오랜	연주	관행을	함께	가져왔

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④	앞에서는	혼합	프로그램의	일부였던	

영화가	전통적인	틀을	깨고	독립적인	오락	형태가	되면서	전통적인	

오락	장소에서	벗어났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며,	④	뒤에서는	단

체	합창과	같이	오래된	연주	관행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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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이	매끄럽지	못하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

절한	곳은	④이다.

구문 해설

	 Musicians 	 f rom	 the 	 t radi t ional 	 enter ta inment	

establishments	 followed	 the	 film	 across	 to	 the	 new	

premises,	 [taking	with	 them	many	of	 their	old	musical	

habits].

[ ]는	의미상의	주어인	Musicians의	부수적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다.	

	 Films	broke	out	 of	 their	 traditional	 framework	 and	

eventually	became	an	independent	form	of	entertainment,	

[which	 gradually	 became	 too	 big	 for	 the	 traditional	

entertainment	venues].

[ ]는	an	independent	form	of	entertainment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어휘와 어구

•	establishment	시설,	기관,	확립

•	exotic	색다른,	이국적인

•	feature	볼거리,	특집	프로

•	film	strip	(일정한	길이의)	영사용	필름

•	framework	틀,	체제

•	entertainment	오락,	연예

•	venue	장소

•	house	수용하다,	보관하다

•	converted	개조한,	전환된

•	community	singing	출연자	전원의	합창

•	lyric	(노래의)	가사

Culture Note

vaudeville (보드빌)
1890년대에서	1930년대	사이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일종의	버라이어티	쇼

로,	마술사,	가수,	무용수,	광대,	곡예사	등이	출연하여	각각	별개의	공연을	

펼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39
정답 ⑤

소재 관계적	불신의	특징

해석 일부	문헌에서	불신은,	신뢰와는	대조적으로,	합리성에	기반을	

둔	기대와	사회적	통제의	한	형태로	정의된다.	Roy	Lewicki와	다른	

연구자들의	정의에	근거하되	합리적	설명과는	반대로,	우리는	관계적	

불신을	관계적	신뢰와	마찬가지로	직관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사회적	

구성	개념으로	이해한다.	정확히	말하면,	‘관계적	신뢰’는	유도된	낙관

주의를	통해	경계심과	이	관계에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의식을	줄

이는	사회적	유대	기제로	더	잘	이해된다.	‘관계적	불신’은	서로에	대

한	의심과	경계를	유발하여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기제이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더	많은	숙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합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Niklas	Luhmann에	따르면,	

불신은	신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데,	왜냐하면	불신도	역시,	더	많

은	통제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질서를	만들고	복잡성을	줄이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비즈니스	관계는	관련된	양	당사자가	어

느	정도의	불신을	인식해서	상호	기대에	대한	신중한	협상을	시작할	

때	성공적일	수도	있다.

문제 해설 주어진	문장은	불신은	더	많은	통제	노력이	따르기는	하지

만	질서를	만들고	복잡성을	줄이기	때문에	신뢰와	유사한	기능을	한

다는	내용이다.	⑤	앞에서는	신뢰와	달리	불신은	합리성에	기반을	두

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뢰와	마찬가지로	직관적이고	상호	의

존적인	사회적	구성	개념이며,	상대방에	대한	더	높은	숙고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합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기술되는데,	⑤	뒤에서는	전문적인	비즈니스	관계에

서	불신을	인식하고	상호	기대에	대한	신중한	협상을	시작할	때	성공

적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글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

다.	불신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	말하는	주어진	문장에	이어	이에	대한	

예시인	⑤	뒤의	문장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이다.	따

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⑤이다.

구문 해설

	 Based	 on	 the	 definition	 of	 Roy	 Lewicki	 and	 other	

researchers,	and	contrary	 to	a	 rational	explanation,	we	

understand	relational	distrust	as	a	social	construct	[that	is	

equally	intuitive	and	interdependent	as	relational	trust].

[ ]는	a	social	construct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This	might	lead	[to	a	higher	reflection	of	the	other	side]	

but	[not necessarily to	rational	behavior]. 
두	개의	[ ]가	but에	의해	대등하게	연결되어	lead에	이어진다.	두	

번째	[ ]	안에서	「not+necessarily」의	표현이	사용되어서	부분부

정을	나타낸다.

어휘와 어구

•	literature	문헌,	문학

•	construct	구성	개념

•	intuitive	직관적인,	직관[직감]에	의한

•	precise	정확한,	정밀한

•	bonding	유대,	결합

•	induce	유도하다,	유발하다

•	optimism	낙관주의,	낙관론

•	skepticism	의심,	회의(적	태도)

•	reflection	(심사)숙고,	성찰

•	negotiation	협상,	교섭

•	mutual	상호의,	서로의,	공동[공통]의

40
정답 ②

소재 나쁜	기억을	지우려는	노력

해석 사람들이	감정이나	생각으로	논리적인	것을	행하는	(‘나쁜’	것

을	제거하고	‘좋은’	것을	고수하려는)	경향은	현명하지	못하다.	반응을	

빼려는	노력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신경계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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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즉	‘배우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기’라는	심리적	과정이	없기	때문

이다.	학습	이력에	추가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서	뺄	수는	없다.	심지

어	잊힌	것들조차도	더	쉽게	새로	다시	배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유

기체는	초기	학습	경험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영구적으로	바뀌기	때

문이다.	여러분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지우려고	할지라도	그	

기억들은	남아	있지만,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해	이제	그	기억들로	이

어지는	새로운	길과	그	기억들로	연결되는	더	많은	순간들이	존재하

게	된다.	그래서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요소가	곧	상기시켜	주는	요소

로서	기능함에	따라	억제된	생각의	빈도가	증가한다.	그	기억과	그것

이	담고	있는	고통은	더	적은	영향이	아니라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관계를	고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하

려는	노력이	사람을	내부	및	외부	환경의	변화에		둔감해지게	만든다

면	현명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지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기억들이	남아	

있는	데다가	이제	뇌가	그것들(그	기억들)에	접근하는	더	많은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역효과를	낳는다.

문제 해설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미	학습된	것은	삭제할	수	없으며	고통스

러운	기억을	지우려는	노력은	오히려	그	기억들로	이어지는	새로운	

길과	그	기억들로	연결되는	더	많은	순간들이	존재하게	만들어	억제

된	생각의	빈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	(A)
에는	creates가,	(B)에는	access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모호하게	한다	-	잊어버리는

③	복잡하게	만든다	-	바꾸는

④	억제한다	-	회복하는

⑤	악화한다	-	약화하는

구문 해설

	 Even	 things	 [that	 are	 forgotten]	 can	 be	 relearned	

again	more	 readily	 [because	 the	organism	 is changed 
permanently	 in	 some	 ways	 by	 the	 initial	 learning	

experience].
첫	번째	[ ]는	thing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에서는	

the	organism이	change의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므

로	수동태	is	changed가	사용되었다.

	 And	[trying	to	cling	to	positive	relations]	can	be	unwise	

if	the	effort	to	do	so	makes	one	[insensitive	to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다.	두	번째	[ ]
는	makes의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구이다.

어휘와 어구

•	tendency	경향,	성향,	추세

•	get	rid	of	~을	제거하다	[없애다]

•	cling	to	~을	고수하다,	~에	매달리다

•	subtract	빼다,	덜다

•	delete	삭제하다

•	readily	손쉽게,	순조롭게,	선뜻

•	permanently	영구적으로,	영구히

•	avenue	길,	(도달할)	방법

•	suppressed	억제된,	억눌린

•	distractor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사람]

•	reminder	상기시키는	것

•	impactful	영향력이	강한,	인상이	강렬한

•	insensitive	둔감한,	무감각한

41~42
정답 41	⑤	 42	④

소재 시민권에	대한	고찰

해석 시민권을	더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시기가	무르익었다.	세계

화,	증가하는	유동성,	그리고	늘어나는	반이민	정치는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딘가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권에	부여된	매우	

불평등한	자격이	특정	국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미국의	

정치	담론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보편화된	의미는	모든	사람이	미

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전	세계	대부분이	그것에서	배제

되어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은폐한다.	평등의	함의가	그	시민	집단	내

에서	굳건히	유지될	정도로,	그것이	그	집단	외부의	사람들에게	분명

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더	정주적이고	국가	지향적인	시대에는	시

민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무시하기	쉬웠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시민권

이	주로	보이지	않는	다른	별개의	공동체들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

다.	그	공동체들은	사람들이	그것(그	공동체)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달랐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세상	질서의	일

부였다.	결과적으로	범세계적인	형태의	분리	평등	원칙이	존재해		

왔다.	

국가	정체성이	흐려지고	거리가	무색해짐에	따라	그러한	사고방식은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	시민권에는	여전히	미덕이	있다.	그러나	그것

이	더	명백하게	인간	공동체의	경계를	지우기(→	표시하기)	때문에,	

시민권은	포함뿐만	아니라	배제의	도구이기도	하다.	시민권은	평등의	

상징이었다.	그것은	특권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민

권이	누군가는	‘좋은’	것을	갖고	누군가는	그러지	못하는	전	세계적인	

상황에	점점	더	놓이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와	역학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해설

41	더	정주적이고	국가	지향적인	시대에는	시민에서	배제된	사람들

을	무시하기	쉬웠고	그	사람들이	다른	별개의	공동체들에	속해	있다

고	여겨졌으며,	그	결과	범	세계적인	형태의	분리	평등	원칙이	존재했

지만,	국가	정체성이	흐려지는	시대에는	시민권에	관한	기존의	사고

방식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며,	누군가는	좋은	시민권을	갖고	누군가는	

그러지	못하는	전	세계적인	상황에	점점	더	놓이기	때문에,	그	의미와	

역학을	탐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시민권을	다시	생각하기:	그것이	지닌	양면성을	강조

하며’이다.	

①	시민의	힘이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만든다

②	이중	국적의	장단점	따져	보기

③	우리	시대의	딜레마:	평등	대	공정

④	사회	정의를	위한	세계	시민	교육이	효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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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민권이	배제의	도구이며	특권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였

으므로	인간	공동체의	경계를	명백하게	표시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d)의	erases를	marks와	같은	낱말로	고쳐야	한다.	

구문 해설

	 The	universalized	sense	[in	which	the	word	is	used	in	

political	discourse	in	the	United	States]	masks	the	obvious	

fact	[that	not everyone	has	US	citizenship	and	that	most	of	

the	world	is	excluded	from	it].
첫	번째	[ ]는	The	universalized	sens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the	obvious	fact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

절이다.	두	번째	[ ]	안에서	「not+everyone」의	표현이	사용되어서	

부분부정을	나타낸다.

	 As	citizenship	is	increasingly	situated	in	a	global	context	

[in	which	some	have	a	“good”	one	and	some	do	not],	it	is	

important	[to	explore	its	meanings	and	mechanics].	
첫	번째	[ ]는	a	global	context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it은	형식

상의	주어이며,	두	번째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어휘와 어구

•	mobility	유동성,	이동성

•	anti-immigration	반이민

•	entitlement	자격,	권리

•	universalize	보편화하다

•	discourse	담론,	담화

•	exclude	배제하다,	제외하다	

•	implication	함의,	함축,	암시,	영향

•	hold	fast	굳건히[굳게]	유지되다

•	fold	(같은	사상이나	신념을	가진)	집단

•	at	arm’s	length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팔을	뻗으면	닿는	거리에

•	separate	but	equal	분리	평등	원칙(의)

•	mindset	사고방식,	태도

•	sustain	유지하다,	지탱하다

•	blur	흐릿해지다,	모호해지다

•	eclipse	무색하게	만들다,	빛을	잃게	하다

•	virtue	미덕,	선,	장점

•	badge	상징,	표시

•	privilege	특권,	특전

•	mechanics	역학,	구조

43~45
정답 43	③	 44	⑤	 45	②

소재 Surapati와	Tripura	Babu의	만남

해석

(A)	Surapati는	대학	2학년	때,	친구	Gautam의	누나	결혼식

에	초대받았다.	그것은	나중에	Surapati가	마술사로서	훈련받

은	역사상	가장	기억할	만한	저녁이었음이	드러났는데,	그날	그가		

Tripura	Babu를	처음으로	만났기	때문이었다.	거대한	대형	천막이		

Swinhoe	Street에	있는	집	뒤에	서	있었다.	Tripura	Babu는	다른	

결혼식	하객	무리에	둘러싸여	그	아래	앉아	있었다.	언뜻	보기에	그는	

아주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앞에	있는	매트리스에서	무슨	일이	일

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판단이	빠른	변화를	겪기에	충분했다.

(C)	Surapati는	처음에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은화	한	개가	

약	1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는	금반지를	향해	굴러갔다.	그것

은	반지	옆에	멈추더니,	그런	다음	둘	다	Tripura	Babu에게로	굴러	

돌아왔다.	Surapati는	저녁	식사	후에	곧장	그에게	갔다.	Tripura	

Babu는	그의	관심에	매우	놀란	것	같았다.	“나는	마술을	배우는	것

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절대	본	적이	없다네.	대부분은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	같더군.”이라고	그는	말했

다.	Surapati는	며칠	후	Tripura	Babu의	집으로	갔다.	그것은	사실	

결코	집이라고	할	수	없었다.

(D)	Tripura	Babu는	낡고	다	허물어져	가는	하숙집의	작은	방에서	

살았다.	가난이	구석구석에서	눈에	띄었다.	Tripura	Babu는	어떻게	

자신이	마술	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는지	그에게	말했다.	그

는	공연마다	50루피를	청구했지만,	아주	많은	초청을	받지는	못했다.	

이것의	주된	이유가	Tripura	Babu가	가진	열정이	부족해서라는	것

을	Surapati는	곧	발견했다.	Surapati는	어떻게	그토록	재능	있는	

사람이	그토록	전혀	야망이	없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이

것을	언급했을	때,	Tripura	Babu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더	많은	

공연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B)	Surapati는	이	일	이후에	그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고	몇	개의	

공연을	주선했다.	Tripura	Babu는	자신의	마술을	그에게	가르치기

로	동의했는데,	아마도	일부분은	감사함에서,	그리고	또	일부분은	그	

청년에	대한	진정한	애정에서였다.	“나는	어떤	보수도	원하지	않는다

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가	떠난	후에	일을	계속해	나갈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네.	하지만	기억하게.	자네

는	인내심을	가져야	하네.	서둘러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네.	나는	

자네가	내가	살아온	것보다	인생을	훨씬	더	잘	살	거라는	것을	아는

데,	그것은	자네가	내가	갖지	못한	것,	바로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라네.”	이렇게	하여,	Surapati가	훗날	위대한	마술사가	될	토대를	

마련한	것은	바로	그의	호기심과	야망이었다.	

문제 해설

43	Surapati가	친구	누나의	결혼식에	갔다가	Tripura	Babu를	처

음	만난	상황이	제시되는	(A)에	이어,	그곳에서	Tripura	Babu의	

마술을	보고	크게	놀란	Surapati가	관심을	보이고	Tripura	Babu
의	집에	갔다는	내용의	(C)가	나오고,	Tripura	Babu의	낡은	집에

서	그의	가난한	처지를	보고	그것이	그의	야망이	부족한	탓이라는	것

을	Surapati가	깨달았다는	내용의	(D)가	이어진	다음,	Surapati
가	마술	공연	몇	개를	주선해	주었고,	그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으로		

Tripura	Babu가	그에게	마술을	가르치기로	했다는	내용의	(B)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이다.	따라서	글	(A)에	이

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44	(a),	(b),	(c),	(d)는	모두	Tripura	Babu를	가리키고	(e)는	

Surapati를	가리킨다.

45	Tripura	Babu는	Surapati에게	마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

서	어떤	보수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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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해설

	 Tripura	Babu	sat	under	 it,	 [surrounded	by	a	group	of	

other	wedding	guests].	

[ ]는	의미상의	주어인	Tripura	Babu의	부수적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In	 this	way,	 it	was	 [Surapati’s	curiosity	and	ambition]	

that	laid	a	foundation	for	him	to	become	a	great	magician	

later.
「it	was	~	that	...」	강조	구문을	사용하여	[ ]를	강조하고	있다.	

어휘와 어구

•	memorable	기억할	만한

•	at	first	glance	언뜻	보기에는

•	judgement	판단,	판단력

•	undergo	겪다,	경험하다

•	gratitude	고마움,	감사

•	genuine	진정한,	진심	어린

•	affection	애정,	애착

•	payment	보수,	보상

•	in	a	hurry	서둘러,	급히

•	ambition	야망,	포부

•	lay	a	foundation	토대를	마련하다,	기초를	세우다

•	less	than	결코	~	않다,	오히려	~이	아니다

•	boarding-house	하숙집

•	out	of	every	corner	구석구석에서

•	make	a	living	생계를	꾸리다

•	enthusiasm	열정,	열의

•	devoid	of	~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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