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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영역영어 영역 정답과 해설

■priority 우선 사항

■guideline 지침 

2.� 정답 ①

〘 소재 〙�고전�문학�읽기의�장점�

W: What are you doing, Ethan?
M: I’m making a summer reading list, Mom. Do 

you want to see it?
W: Sure. [Pause] They’re all contemporary books. 

Don’t you want to read any classics?
M: Well, I’m not sure. Why read something that’s 

so old when I could read something modern that 
I can relate to more?

W: There are a lot of reasons. Most of all, it can 
help you improve your vocabulary.

M: Yeah, classic literature does have a lot of useful 
words.

W: Right. Classic authors used a variety of vivid 
and unique words to describe situations and 
characters.

M: For sure. I learned so many new words when I 
read Charles Dickens’ Great Expectations.

W: And it’s quite possible that you haven’t encountered 
many of those words in contemporary books.

M: That’s true. And it’s good to see unfamiliar 
words in context, rather than just memorizing 
word lists.

W: Absolutely. Reading classic literature definitely 
helps improve your vocabulary.

M: Right. I’ll add a couple of classics to my 
reading list.

여: 뭘 하고 있니, Ethan?
남: 여름 독서 목록을 만들고 있어요, 엄마. 보실래요?

여: 물론이지. [잠시 후] 모두 현대 서적이구나. 고전은 

읽고 싶지 않니?

남: 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더 공감할 수 있는 현대적

인 것을 읽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오래된 것을 읽

죠?

여: 많은 이유가 있어. 무엇보다도, 그것은 너의 어휘력

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단다.

남: 네, 고전 문학에는 유용한 단어들이 정말 많죠.

여: 맞아. 고전 작가들은 상황과 등장인물을 묘사하기 

위해 생생하고 독특한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했단다.

남: 정말 그래요. Charles Dickens의 ‘위대한 유산’을 읽

었을 때 새로운 단어들을 아주 많이 배웠어요. 

여: 그리고 현대 서적에서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지.

남: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단어 목록을 암기

하는 것보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문맥 속에서 보

는 것이 좋아요.

여: 물론이야. 고전 문학을 읽는 것은 어휘력을 향상하

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된단다.

남: 맞아요. 제 독서 목록에 고전을 두어 개 추가할게요.

〘 해설 〙
여자는 고전 문학을 읽으면 유용하고 새로운 단어를 배

울 수 있어 어휘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 어휘�및�어구 〙�
■contemporary 현대의 

■classic 고전; 고전의

■relate to ~에 공감하다, ~을 이해하다

■a variety of 다양한

■encounter 접하다

■context 문맥

3.� 정답 ③

〘 소재 〙�블로그�글�출판

M: Thank you for coming, Ms. Watson. I’m David 
Brown.

W: Nice to meet you, Mr. Brown.
M: Please have a seat. I’m such a big fan of your 

blog.
W: Thank you. I was actually quite surprised when 

I heard you wanted to publish my stories.
M: We found the stories on your blog fascinating. 

And the stories about your students and fellow 
teachers were especially touching.

W: I’m glad you like them. As a teacher, I get to 
meet so many wonderful people. I like to keep a 
record of them by writing about them on my 
blog.

M: That’s why I’d love to turn your stories into a 
book. Readers can meet those wonderful 
people, too.

W: It’d be such an honor.
M: Great. So here’s the contract. Please read it over 

and let me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And 
would you like some green tea?

W: Sure. Thank you.
M: I’ll be right back.

남: Watson 씨,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David 

Brown입니다.

여: 만나서 반가워요, Brown 씨.

남: 앉으세요. 저는 당신의 블로그를 정말 좋아합니다.

여: 감사합니다. 사실 당신이 제 이야기를 출판하고 싶

어 한다고 들었을 때 꽤 놀랐어요.

남: 저희는 당신 블로그에 있는 이야기들이 대단히 흥미

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에 관한 이야기는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여: 그것들이 마음에 드신다니 기쁘네요. 교사로서, 저

는 아주 많은 멋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요. 저는 제 

블로그에 그들에 대해 쓰면서 그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을 좋아해요.

남: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독

자들도 그 멋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여: 정말 영광일 겁니다.

남: 좋아요. 그러면 여기 계약서가 있습니다. 끝까지 읽

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

고 녹차 좀 드시겠어요?

여: 네. 감사합니다.

남: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 해설 〙
남자는 여자의 블로그에 있는 글을 책으로 만들어 출판

하고 싶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건네고 있으므로 출판사 

1.� 정답 ⑤

〘 소재 〙�어린이�병원�물품�기부

M: Hello, viewers. Thank you for clicking on this 
v ideo. I ’m Eric Donaldson f rom Green 
Children’s Hospital. I receive a lot of questions 
about donating gifts to our child patients. Since 
our first priority is to keep the patients safe, we 
only accept certain kinds of gifts in certain 
states. First, we accept toys, but they must be 
new, in the unopened original box. We don’t 
accept anything that’s been used or opened. 
Second, we don’t accept food, including candy 
and cookies. To see more detailed guidelines 
and also our wish lists, please visit our website 
at www.greenchildrenshospital.org. Thank you 
very much.

남: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 동영상을 클릭해 주

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Green 어린이 병원의 Eric 
Donaldson입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 환자들에게 선

물을 기부하는 것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우

리의 최우선 사항은 환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한 상태의 특정한 종류의 

선물만을 받습니다. 첫째, 우리는 장난감을 받지만, 

그것은 새것이어야 하고 개봉되지 않은 원래 상자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사용되었거나 개봉된 것은 받

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는 사탕과 쿠키를 포함하여, 

음식을 받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지침과 받기 희망

하는 물품 목록을 또한 보시려면 저희 웹사이트 

www.greenchildrenshospital.org을 방문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 해설 〙
어린이 병원 환자들에게 기부 가능한 물품의 종류와 조

건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 어휘�및�어구 〙�
■donate 기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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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임을 알 수 있고, 여자는 학생과 동료 교사에 관한 

기록을 블로그에 남긴다고 하였으므로 블로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③이다.

〘 어휘�및�어구 〙�
■fascinating 대단히 흥미로운 

■contract 계약서 

4.� 정답 ④

〘 소재 〙�미술실�개조

W: Mr. Jackson, I heard you remodeled the art 
room. How did it go?

M: Pretty well. Actually, I have a picture of what it 
looks like. Do you want to see it?

W: Sure. [Pause] I like this pencil-shaped drawing 
on the wall under the clock. It’s really creative.

M: I wanted to add some fun things to the art room. 
So I also hung this paintbrush from the ceiling.

W: That’s really cool. This polka-dot tablecloth on 
the table is a nice addition, too.

M: I thought the students would like it.
W: I’m sure they’ll have a lot of fun drawing and 

painting at the table.
M: See these two stools next to the table. I put three 

there at first, but I removed one because I didn’t 
want the room to be too crowded.

W: Good idea. What are you going to store in this 
cabinet with a door open?

M: Just basic art supplies such as paint and colored 
pencils.

W: The room looks great.

여: Jackson 선생님, 미술실을 개조했다고 들었어요. 어

떻게 됐나요?

남: 꽤 잘 됐어요. 실은 그것이 어떤지 사진을 가지고 있

어요. 보시겠어요?

여: 물론이죠. [잠시 후] 시계 밑 벽에 있는 연필 모양의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요. 정말 창의적이에요.

남: 미술실에 재미있는 것들을 좀 추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붓도 천장에 매달았답니다.

여: 아주 멋지네요. 테이블 위에 있는 이 물방울무늬의 

테이블보 역시 멋진 추가 사항이네요.

남: 학생들이 그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 학생들이 그 테이블에서 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물감으

로 그림을 그리며 매우 재미있어 할 거라고 확신해요.

남: 테이블 옆에 있는 이 두 개의 의자를 보세요. 처음에

는 3개를 놓았지만, 방이 너무 꽉 들어차지 않았으면 

해서 1개를 없앴어요.

여: 좋은 생각이에요. 문 하나가 열려 있는 이 캐비닛에 

무엇을 보관하실 건가요?

남: 그저 물감이나 색연필 같은 기본적인 미술용품이요.

여: 방이 아주 멋져 보이네요.

〘 해설 〙
대화에서는 테이블 옆에 두 개의 의자가 있다고 했지만, 

그림에서는 의자가 세 개이므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

지 않는 것은 ④이다. 

〘 어휘�및�어구 〙�
■remodel 개조하다 

■polka-dot 물방울무늬의 

■stool (등받이 없는) 의자, 스툴

■crowded 꽉 들어찬, 붐비는 

5.� 정답 ①

〘 소재 〙�전자�보드�시연

W: Hi, Mr. Thompson. Where are you headed?
M: The meeting room. A person is here to give a 

demonstration on how to use the new electronic 
board.

W: Really? I’d like to see that and learn how to use 
it, but I’m busy trying to finish up my monthly 
report.

M: You can’t finish it later?
W: No, I can’t. I told our department head that I’d 

show him the report this afternoon. Do you 
k n o w i f  t h e r e ’s  g o i n g  t o  b e  a n o t h e r 
demonstration for the electronic board?

M: I don’t think so.
W: That’s too bad. If I’d known, I would’ve told 

the department head I wanted to attend the 
demonstration.

M: Oh, I heard we could record the demonstration 
if we wanted to.

W: Really? Can you do that for me so I can watch it 
later?

M: Sure. I’d be happy to do that for you.
W: Thanks. That’d be really helpful.

여: 안녕하세요, Thompson 씨. 어디 가시나요?

남: 회의실에요. 새 전자 보드의 사용법을 시연하기 위

해 어떤 분이 왔어요. 

여: 정말요? 저도 그걸 보고 그 사용법을 배우고 싶은

데, 월례 보고서를 마무리하려고 하느라 바쁘네요.

남: 나중에 끝내면 안 되나요?

여: 아뇨,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오후에 보고서를 보여 

드리겠다고 부서장님에게 말했거든요. 전자 보드에 

대한 시연이 또 이루어질지 알고 계세요?

남: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여: 유감이네요. 제가 알았더라면, 부서장님에게 시연에 

참석하고 싶다고 말했을 텐데요.

남: 오, 제가 듣기론, 우리가 원한다면 시연을 녹화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 정말요? 제가 나중에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남: 물론이에요. 당신을 위해 기꺼이 그렇게 해 드리죠.

여: 고마워요.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 해설 〙
전자 보드 시연을 보고 싶지만 월례 보고서 마무리 때문

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여자에게 남자는 시연 녹화가 가

능하다고 말한다. 시연을 녹화해 줄 수 있는지 묻는 여

자에게 남자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으므로, 남

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 어휘�및�어구 〙�
■give a demonstration 시연하다

■electronic 전자의 

6.� 정답 ④

〘 소재 〙�사진�관련�물품�구매

M: What are you doing on the computer, honey?
W: I’m looking for a photo album to put our family 

photos in.
M: That’s a wonderful idea. Digital photos are nice, 

but having printed photos in a physical album 
would be really nice.

W: Yeah. Look. This one is only $10. Let’s order 
two of them.

M: Okay. By the way, I really like the photo we 
took in the garden yesterday. What do you say 
to having it printed and framed? We can put it 

 on the shelf in the living room.
W: Great idea. Let me see how much framed prints 

are. A 4×6 framed print is $25. It’s not bad.
M: Let’s order one.
W: All right. Oh, look at this. We can get the photo 

printed on a mug. That’d be fun.
M: Yeah. I could bring the mug to my office. How 

much is it?
W: It’s $15 a mug. Let’s get two, one for me and 

one for you.
M: Great. Oh, look at the banner at the top. You get 

a $5 discount when you make an account.
W: Perfect. I’ll make one. [Typing sound] Yup, it 

shows the discounted price. I’ll pay with my 
credit card.

M: Sounds good.

남: 컴퓨터로 뭘 하고 있나요, 여보?

여: 우리 가족 사진을 넣을 사진 앨범을 찾고 있어요.

남: 멋진 생각이네요. 디지털 사진도 좋지만, 실물 앨범

에 인쇄된 사진을 넣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 네. 보세요. 이거 10달러밖에 안 해요. 이걸로 두 개 

주문합시다.

남: 좋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가 어제 정원에서 찍은 사

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인쇄해서 액자에 넣는 게 

어때요? 거실 선반에 올려놓으면 돼요.

여: 좋은 생각이에요. 액자에 넣은 사진이 얼마인지 볼

게요. 4×6 사이즈의 액자에 넣은 사진은 25달러군

요. 나쁘지 않아요.

남: 하나 주문하죠.

여: 좋아요. 오, 이것 보세요. 우리는 그 사진을 머그잔

에 인쇄할 수 있어요. 재밌겠네요.

남: 네. 머그잔을 사무실로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건 얼

마예요?

여: 머그잔 한 개에 15달러예요. 한 개는 내 거, 한 개는 

당신 걸로 두 개 사죠.

남: 좋아요. 오, 맨 위에 있는 배너 좀 보세요. 계정을 만

들면 5달러를 할인해 줘요.

여: 완벽해요. 내가 하나 만들게요. [타이핑 소리] 네, 할

인된 가격이 표시되네요. 내 신용카드로 지불할게요.

남: 좋아요.

〘 해설 〙
두 사람은 10달러짜리 앨범을 두 개, 25달러짜리 액자

에 넣은 사진을 한 개, 15달러짜리 머그잔을 두 개 사고, 

계정을 만들어서 5달러를 할인받았으므로, 두 사람이 지

불할 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70달러’이다.  

〘 어휘�및�어구 〙�
■frame 액자에 넣다 

7.� 정답 ④

〘 소재 〙�상담�연기

M: Ms. Clark. Do you have a minute?
W: Yes. Is there something wrong, Daniel?
M: Umm, after school today we’re supposed to 

meet and discuss my final exam results, but can 
we change it to tomorrow?

W: Let me check my schedule to see if I’m free. 
Why can’t you meet today? Are you feeling 
sick?

M: I’m feeling okay. It’s just I have something to 
do this afternoon that suddenly came up.

W: It’s not related to after-school classes, right?
M: Right. It’s because of my school club. I’m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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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unteering club, and today we’re going to a 
nursing home to volunteer.

W: Oh, I see.
M: The club members just decided to do i t 

yesterday.
W: Okay. Let’s see.... I’m actually not available 

tomorrow because I have a family event. How 
about the day after tomorrow?

M: That works for me. Thanks.
W: No problem. I’ll see you then.

남: Clark 선생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여: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니, Daniel?
남: 음, 오늘 방과 후에 선생님과 제가 만나서 제 기말

고사 결과에 대해 의논하기로 했는데, 내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 시간이 되는지 내 일정을 확인해 볼게. 오늘 왜 만날 

수 없니? 몸이 좋지 않니?

남: 몸은 괜찮아요. 그저 오늘 오후에 제가 갑자기 할 일

이 생겨서 그래요.

여: 방과 후 수업과는 관련이 없는 거지, 그렇지?

남: 네. 제 학교 동아리 때문이에요. 저는 봉사 동아리에 

들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양로원에 자원봉사를 가요.

여: 아, 그렇구나.

남: 동아리 회원들이 그걸 하기로 어제 막 결정했어요.

여: 알겠어. 어디 보자…. 내가 실은 내일 가족 행사가 

있어서 시간이 안 되는구나. 모레는 어떠니?

남: 저는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 고맙기는. 그럼 그때 보자.

〘 해설 〙
남자는 학교 동아리에서 양로원 자원봉사를 가기로 되

어 있어서 상담을 연기하고 싶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상

담을 연기하려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 어휘�및�어구 〙�
■be supposed to do ~하기로 되어 있다 

■nursing home 양로원 

■available 시간이 있는 

8.� 정답 ③

〘 소재 〙�발레�공연�

M: Honey, would you l ike to go to a ballet 
performance this weekend? Tickets for the 2021 
Li t t le Mermaid Bal le t Performance are 
available now.

W: I’d love to! Is that by the Green City Ballet 
Company? Earlier this year they hired Steve 
Johnson as their new director.

M: Yes. And he’s directing this performance.
W: Sounds great. When is the performance?
M: This Friday at 6 p.m.
W: Perfect. We can also take Jenny there. The story 

is the same as Andersen’s classic tale, right?
M: Yes. It’s about a mermaid princess who is 

willing to give up her life in the sea to gain a 
human soul.

W: I’m sure Jenny will love it.
M: I think so, too.
W: How much are tickets?
M: The lower balcony seats are $40 a person.
W: That’s not bad at all.
M: I agree. Let’s have a nice family dinner together 

after watching the performance.
W: Sounds great. I can’t wait!

남: 여보, 이번 주말에 발레 공연에 가고 싶은가요? 2021 

Little Mermaid 발레 공연 표를 이제 살 수 있어요.

여: 그러고 싶어요! Green City 발레단의 작품인가요? 

올해 초 그들이 Steve Johnson을 새 감독으로 고용

했잖아요.

남: 네. 그리고 그가 이 공연의 감독이에요.

여: 좋군요. 공연이 언제죠?

남: 이번 주 금요일 오후 6시에요.

여: 완벽해요. 우리는 거기에 Jenny도 데려갈 수 있겠네

요. 줄거리는 Andersen의 고전적 이야기와 똑같죠, 

그렇죠?

남: 네. 그건 인간의 영혼을 얻기 위해 바다에서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려는 인어공주에 관한 거예요.

여: Jenny가 아주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요.

남: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 표는 얼마죠?

남: 발코니 하단 좌석은 1인당 40달러예요.

여: 전혀 나쁘지 않네요.

남: 나도 동의해요. 공연을 보고 가족끼리 맛있는 저녁

을 먹어요.

여: 좋은 생각이에요. 어서 빨리 보고 싶어요!

〘 해설 〙
감독 성명(Steve Johnson), 일시(This Friday at 6 p.m.), 

줄거리(The story is the same as Andersen’s classic 
tale), 관람료(The lower balcony seats are $40 a 
person.)는 언급되었지만, 장소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 어휘�및�어구 〙�
■director 감독 

9.� 정답 ⑤

〘 소재 〙�박물관�워크숍

W: Hello, listeners. I’m Sarah Huntington from the 
Central Science Museum. I’m glad to introduce 
you to our special program, Innovation Workshop 
for Kids. It’s a three-hour workshop designed for 
preschoolers. In this program, kids will explore 
i n n o v a t i o n s  t h a t  w e r e  m a d e t h r o u g h 
collaboration. First, the participants will watch a 
video about the Wright Flyer, the world’s first 
airplane. They will learn about how the inventors, 
Orville and Wilbur Wright collaborated to build 
the plane. Then, they will listen to inspiring 
stories about collaboration. Lastly, they will use 
an activity kit to make a wood bead necklace, 
which they can take home. Tickets are $20 per 
participant. Parking is free for museum members, 
and $6 for non-members. Don’t miss this 
opportunity for your little learners to get inspired 
and expand their knowledge!

여: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Central 과학 박물

관의 Sarah Huntington입니다. 저희의 특별한 프로

그램인 ‘아이들을 위한 혁신 워크숍’을 소개하게 되

어 기쁩니다. 그것은 미취학 아동들을 위해 고안된 

세 시간짜리 워크숍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아이들

은 공동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혁신을 탐구할 것입

니다. 먼저, 참가자들은 세계 최초의 비행기인 라이

트 플라이어에 관한 동영상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발명가 Orville Wright와 Wilbur Wright가 그 비행

기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협력했는지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협력에 대한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활동 키트를 사용해 나무 구슬 목걸이를 만들 것인

데, 그것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표는 참가자 

한 명당 20달러입니다. 박물관 회원에게는 주차가 

무료이며 비회원에게는 6달러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학습자들이 영감을 받고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이 기

회를 놓치지 마세요!

〘 해설 〙
박물관 비회원에게는 주차료가 6달러라고 했으므로, 담

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 어휘�및�어구 〙�
■innovation 혁신 

■collaboration 공동 작업, 협력

■inspiring 영감을 주는 

■bead 구슬 

10.� 정답 ⑤

〘 소재 〙�매트리스�구입�

M: Welcome to Mattress World. Can I help you 
find anything?

W: Yes. I’m looking for a queen-sized mattress.
M: I see. This way, please. [Pause] This latex 

mattress is one of our best sellers. It’s very 
durable.

W: Well, I’ve had a latex mattress before, and I 
didn’t like it. I need a different type.

M: Okay. How much are you planning to spend?
W: I want to spend less than $600.
M: All right. Then how about thickness?
W: I’d like one thicker than 10 inches.
M: Then these two fit what you’re looking for. This 

firm one offers good support for your back.
W: Sounds great. I’ll buy the firm one.
M: Good choice.

남: Mattress World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뭘 찾으시는

지 도와드릴까요?

여: 네. 퀸사이즈 매트리스를 찾고 있는데요.

남: 그렇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잠시 후] 이 라텍스 매

트리스가 우리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입니다. 내구성

이 아주 좋아요.

여: 음, 전에 라텍스 매트리스를 써 본 적이 있는데, 마

음에 들지 않았어요. 다른 타입이 필요해요.

남: 네. 얼마를 쓸 계획이세요?

여: 600달러보다 더 적게 쓰고 싶어요.

남: 알겠습니다. 그럼 두께는요?

여: 10인치보다 더 두꺼운 것을 원해요.

남: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손님이 찾고 계시는 것과 맞군

요. 이 단단한 것은 허리를 잘 받쳐 준답니다.

여: 좋네요. 단단한 것으로 살게요.

남: 좋은 선택입니다. 

〘 해설 〙
라텍스 매트리스가 아니면서 600달러보다 더 싸고, 두

께가 10인치가 넘으면서 단단한 모델을 골랐으므로, 여

자가 구입할 매트리스는 ⑤이다.

〘 어휘�및�어구 〙�
■durable 내구성이 있는

11.� 정답 ⑤

〘 소재 〙�동아리�모임�

M: Diane, I noticed you and Ted didn’t talk to each 
other during the club meeting. What’s up?

W: You know how Ted is always late for meetings, 
right? Well, I brought it up to him and now he’s 
angry at me.

M: Oh, really? What did you tell him?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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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Diane, 난 너랑 Ted가 동아리 모임 중에 서로 말을 

안 하는 걸 알아챘어. 무슨 일이야?

여: Ted가 항상 모임에 늦는 거 알지, 그렇지? 음, 내가 

그에게 그것에 관해 이야기를 꺼냈더니 지금 그가 

나한테 화가 났어. 

남: 오, 정말이야? 그에게 뭐라고 했어?

여: 나는 그에게 더 책임감을 갖고 시간을 지키라고 말

했어.

〘 해설 〙
여자는 항상 동아리 모임에 늦는 Ted에게 그것에 관해 

이야기를 꺼냈다고 말했고, 남자는 Ted에게 뭐라고 했

는지 물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⑤이다.

① 나는 그에게 친구들과 화해하라고 충고했어.

② 나는 모임에 늦은 것에 대해 사과했어.

③ 나는 그에게 지각한 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④ 나는 모임을 좀 일찍 끝내자고 제안했어.

〘 어휘�및�어구 〙�
■notice 알아채다 

■bring up ~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다

12.� 정답 ⑤

〘 소재 〙�소고기�보관�

W: Honey, do you know where the ground beef is? 
I don’t see it in the fridge.

M: Oh, it went bad, so I threw it out this morning.
W: I can’t believe it. You just bought it on your way 

home from work yesterday.
M: 

여: 여보, 간 쇠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냉장고에 

안 보여요.

남: 오, 상해서 내가 오늘 아침에 버렸어요.

여: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바로 어제 퇴근해서 집에 

오는 길에 그것을 샀잖아요.

남: 미안해요. 집에 왔을 때 냉장고에 넣는 걸 깜빡했어

요.

〘 해설 〙
여자가 냉장고에서 간 쇠고기를 찾을 수 없다고 하자, 

남자가 상해서 버렸다고 말하고, 이에 여자가 바로 어제 

샀는데 벌써 상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으

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이다.

① 걱정하지 말아요. 바로 여기 냉장고에 그것이 보여요.

② 잘 모르겠어요. 사무실에 전화해서 알아볼게요.

③ 나도 이해가 안 돼요. 누가 그것을 가져간 게 틀림없

어요.

④ 알아요. 당신의 소고기 스튜가 너무 맛있어서 내가 

그것을 다 먹었어요.

〘 어휘�및�어구 〙
■ground (잘게) 간 

13.� 정답 ④

〘 소재 〙�영화감독의�워크숍

M: What’s that you’re watching, Ellie?
W: It’s a movie directed by Michael Baker, Dad. 

I’m so into his movies these days.
M: Michael Baker? I don’t know why, but his name 

sounds familiar to me. Is he famous?
W: Not really. He directed a few independent 

movies, but I think he’s a genius. I’ve seen all 

 of his movies.
M: Wow, it sounds like you really like him. Wait a 

minute. I think I read somewhere that he’s 
holding a workshop.

W: Seriously?
M: Yes. Let me check my email. I think I saw it in 

the city newsletter.
W: Oh, I’ll be so excited if it’s true!
M: Here it is. Yup. He’s holding a small workshop 

at the art center downtown this Saturday. He’s 
going to talk about his philosophy on movies.

W: Oh my gosh! Dad, I really want to go!
M: Okay. I can take you there.
W: 

남: 보고 있는 게 뭐니, Ellie?
여: Michael Baker 감독의 영화예요, 아빠. 요즘 그의 

영화에 푹 빠져 있어요.

남: Michael Baker?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이

름이 귀에 익은 것 같구나. 유명한 사람이니?

여: 그렇진 않아요. 그는 독립 영화를 몇 편 감독했지만, 

제 생각에 그 사람은 천재예요. 그 사람 영화는 다 

봤어요. 

남: 와, 네가 그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구나. 잠깐만. 그

가 워크숍을 연다고 어디선가 읽은 것 같아.

여: 정말요?

남: 응. 내 이메일을 확인해 볼게. 시(市) 소식지에서 본 

것 같아.

여: 오, 사실이라면 정말 신날 거예요!

남: 여기 있어. 그래. 그가 이번 주 토요일에 시내에 있

는 아트 센터에서 작은 워크숍을 열 거야. 그는 영화

에 대한 자신의 철학에 대해 말할 거야.

여: 세상에! 아빠, 정말 가고 싶어요!

남: 알았어. 내가 거기 데려다줄 수 있어.

여: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빨리 그를 직접 만나고 

싶어요.

〘 해설 〙
남자는 여자가 좋아하는 영화감독이 작은 워크숍을 열

어 자신의 영화 철학에 대해 말할 것이라는 소식을 여자

에게 알려 주고, 여자는 워크숍에 정말 가고 싶다고 말

한다. 이에 남자가 여자에게 자신이 거기에 데려다줄 수 

있다고 말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④이다. 

① 그러시다면요. 이번 주 금요일에 합류할 수 있어요.

② 괜찮아요. 저는 그 워크숍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③ 서둘러 주세요. 영화가 10분 후에 시작할 거예요.

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여는 작은 워크숍이에요.

〘 어휘�및�어구 〙�
■familiar 익숙한 

■philosophy 철학

■in person 직접 

14.� 정답 ⑤

〘 소재 〙 전기 자전거 구입

M: Susan, I’m thinking of buying a bike.
W: Oh, do you want to get into biking?
M: Not really. Just for commuting to work. I drive 

to work now, but riding a bike would be 
healthier and cheaper.

W: And better for the environment.
M: Definitely. I’m planning to get a road bike.
W: Hmm.... How about getting an electric bike?
M: Well, I hadn’t thought about that.

W: Electric bikes feel just like road bikes, but 
pedaling is easier. You still get a good workout, 
and they’re just as environmentally friendly as 
conventional bikes.

M: That’s cool, but aren’t they really expensive?
W: Actually, they’ve gone down in price in the past 

few years, so you can get a pretty good one at a 
reasonable price nowadays. Besides, your 
commute to work is pretty far.

M: Right.
W: Considering that you have to commute five days 

a week, that seems like the preferable option.
M: 

남: Susan, 나는 자전거를 살까 생각 중이에요.

여: 오, 자전거 타기 운동을 시작해 보려고요?

남: 그렇진 않아요. 그냥 직장까지 통근을 위해서요. 지

금은 차를 타고 출근하지만, 자전거를 타는 것이 더 

건강하고 돈이 더 적게 들 거예요.

여: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도 더 좋죠.

남: 물론이죠. 도로 주행용 자전거를 살 계획이에요.

여: 흠…. 전기 자전거를 사는 건 어때요?

남: 음, 그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여: 전기 자전거는 마치 도로 주행용 자전거처럼 느껴지

지만, 페달을 밟는 게 더 쉬워요. 여전히 운동은 충

분히 할 수 있고, 보통의 자전거만큼 환경친화적이

죠.

남: 멋지긴 한데, 아주 비싸지 않나요?

여: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요즘

은 적정한 가격에 꽤 좋은 것을 살 수 있어요. 게다

가 당신은 회사까지 통근 거리가 꽤 멀잖아요.

남: 맞아요.

여: 일주일에 5일을 통근해야 한다는 걸 고려하면, 그게 

바람직한 선택인 것 같아요.

남: 그래요. 전기 자전거가 더 좋은 방안인 것 같네요.

〘 해설 〙
통근을 위해서 도로 주행용 자전거를 사려는 남자에게 

여자는 전기 자전거의 장점을 설명한다. 여자는 회사까

지의 통근 거리가 꽤 먼 남자가 일주일에 5일을 통근해

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기 자전거가 더 바람직한 

선택인 것 같다고 말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① 전적으로 동의해요. 내가 운전할 줄 안다면 좋을 텐

데요.

②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 가까이 살기로 한 

거예요.

③ 알아요. 하지만 전기 자전거의 가격은 절대로 내려가

지 않아요.

④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도로 주행용 자전거를 반

납할 수가 없었을 뿐이에요.

〘 어휘�및�어구 〙
■commute 통근하다; 통근 (거리)

■conventional 보통의, 전통의 

■reasonable (가격이) 적당한, 너무 비싸지 않은

■preferable 바람직한, 차라리 더 나은

15.� 정답 ①

〘 소재 〙�글쓰기�수업

W: Karen is a student in Mr. Miller’s writing class. 
In class, the students are writing an essay on 
animal rights. The students have written their 
first draft, and today, they are supposed to 
exchange their drafts with each other and get 



- 5 -정답과 해설 <제 1 회> 영어 영역

 some feedback on their writing. However, 
Karen feels uncomfortable sharing her writing 
with other students. She tells Mr. Miller that she 
doesn’t understand why she should show her 
writing to her classmates. Mr. Miller thinks 
getting comments from classmates will help her 
revise her essay. So, he wants to tell Karen that 
getting opinions from her classmates will help 
make her writing better.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Mr. Miller most likely say to Karen?

Mr. Miller: 

여: Karen은 Miller 선생님의 글쓰기 수업 학생입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동물 권리에 관한 에세이를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초고를 썼고, 오늘은 초고

를 서로 교환하여 자신의 글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Karen은 자신의 글을 다

른 학생들과 공유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

녀는 Miller 선생님에게 왜 자신의 글을 반 친구들에

게 보여 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Miller 선생님은 반 친구들로부터 의견을 받는 것이 

그녀가 에세이를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Karen에게 반 친구들에게서 

의견을 얻는 것이 그녀의 글을 더 낫게 만드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Miller 선생님은 Karen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Miller 선생님: 또래의 피드백을 받으면 너의 글을 개선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 해설 〙
자신이 쓴 초고를 반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Karen에게 Miller 선생님은 반 친구들로부터 글

에 대한 의견을 받으면 글을 더 낫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므로, Mr. Miller가 Karen
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② 내가 너의 글쓰기와 편집하기 과제를 도와줄게. 

③ 응답할 때 반드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렴.

④ 나는 네가 반 친구들과 함께 생물 수업을 들을 것을 

제안해.

⑤ 그들이 쓴 글에 대한 네 의견은 구체적이고 상세해

야 해.

〘 어휘�및�어구 〙�
■draft 원고, 초안

■feedback 피드백, 반응, 의견 

■revise 수정하다 

[16~17] 정답  16. ③   17. ③

〘 소재 〙�직장에서�스트레스를�줄이는�색

M: Hello, viewers. Thanks for visiting my online 
video channel. In my last video, I talked about 
how people are suffering from workplace stress. 
But there’s a unique way to reduce it — by using 
specific colors in the workplace. Today, we’ll 
talk about this. Firstly, the color lavender can 
have a soothing effect. It’s the color of the 
actual lavender plant, which is also known to be 
relaxing. Secondly, olive green is associated 
with the environment and harmony, so they can 
have a calming effect on people. Thirdly, 
although many offices have white walls, 
choosing light grey, a few shades darker than 
white, can warm up the walls and make people 
feel more comfortable. Finally, dusty pink can 
add a relaxing feel to any space. It’s the color 
often associated with love and friendship. So if

 you’re trying to improve your workplace 
environment to make it stress-free, try these 
colors.

남: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제 온라인 동영상 채널

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저

는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줄일 수 있

는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 직장에서 특정 색상을 사

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

니다. 첫째, 연보라색은 진정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

다. 그것은 실제 라벤더 식물의 색인데, 라벤더 식물 

역시 긴장을 풀어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로, 황록색은 환경 그리고 조화와 연관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진정 효과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

은 사무실의 벽이 하얗지만, 흰색보다 색조가 약간 

더 어두운 밝은 회색을 선택하면 벽을 따뜻하게 하

고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들 수 있습니

다. 마지막으로, 회색을 띤 분홍색은 어떤 공간에도 

긴장을 풀어주는 느낌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사랑 그리고 우정과 연관된 색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없도록 직장 환경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이 색들을 시도해 보세요.

〘 해설 〙
16. 남자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색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줄여 주는 

색’이다. 

① 감정을 표현하는 색과 관련된 단어

② 색과 성격의 관계

④ 업무용 문서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색

⑤ 건강상 문제가 있는 이들을 위한 색칠 활동의 이점

17. 연보라색, 황록색, 밝은 회색, 회색을 띤 분홍색은 

언급되었지만, 하늘색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 어휘�및�어구 〙�
■suffer from ~로 인해 고통받다 

■specific 특정한 

■lavender 연보라색

■soothing 진정시키는 

■olive green 황록색

■be associated with ~과 연관되다

■shade 색조 

■dusty pink 회색을 띤 분홍색

■stress-free 스트레스가 없는

18.� 정답 ④

〘 소재 〙�학부모�위원�선거

〘 해석 〙�
Oak County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공석을 

위한 선거에 3명의 후보자가 지명되었음을 알려 드리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선거를 운영하기 위해 전자 

투표 시스템을 사용할 것입니다. 9월 8일 수요일 정오부

터 학부모님들은 학교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실려 있

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전자 투표 플랫폼에 접속하여 투

표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 투표 시스템에 들어간 후에 

각 후보자의 개인 의견을 읽으실 수 있으며, 그러고 나

서 온라인 투표용지에 있는 칸에 표시함으로써 선호하

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전자 투표는 9월 16일 

목요일 정오에 마감되며, 그 결과는 다음 날 발표됩니

다. 이 투표 시스템은 외부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외부 업체는 귀하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음’을 참

고해 주십시오.

〘 해설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뽑기 위한 선거 일정과 

전자 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투표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글이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 구문 〙
■  Please note [that this voting system is provided by 

an external company, {who will NOT be able to 

access any of your personal information}]. 
→ [    ]는 not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며, {    }

는 an external company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 어휘 〙
■candidate 후보자

■nominate (선거·임명의 후보자로서) 지명하다   

■vacancy 공석, 결원 

■via (특정한 사람·시스템 등을) 통해서

■statement 하나의 의견[주장]

■ballot paper 투표용지

■external 외부의

19.� 정답 ①

〘 소재 〙�피아노�연주�발표회

〘 해석 〙
나는 의심할 여지없이 나의 천재적인 면이 정말로 존재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고, 초조

하지도 않았다. 나는 속으로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

이다!’라고 생각했다. 나는 자리에 앉으면서 사람들이 벌

떡 일어서서 열광적으로 박수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

리고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

러워 보이는지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처음에는 내 연주

가 어떻게 들릴지 걱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첫 음

을 잘못 쳤을 때 나는 깜짝 놀랐고, 소리가 뭔가 제대로 

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른 

틀린 음을 쳤고 또 다음 틀린 음이 그 뒤를 따랐다. 머리 

꼭대기에서 오싹한 느낌이 시작되어 흘러내리기 시작했

다. 그러나 마치 내 손이 마법에 걸린 것처럼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이 이상한 뒤범벅을 두 번의 악절 반복 동

안 내내 연주했고, 마지막까지 내내 그 기분 나쁜 음들

이 나와 함께 남아 있었다.

〘 해설 〙
자신이 비범함을 지녔다고 확신하고, 사람들이 환호하

는 모습을 상상하며 피아노 연주를 시작했으나 잇따르

는 실수로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오싹한 느낌이 온몸으

로 퍼지고, 실수를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계속 이상한 

음을 쳐야 했으므로, ‘I’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신감 넘치는 → 창피한’이다.

② 걱정하는 → 안도하는 

③ 자랑스러운 → 질투하는 

④ 혼란스러운 → 감사하는 

⑤ 지루한 → 분개하는

〘 구문 〙
■  I played this strange jumble through two repeats, [{the 

sour notes} staying with me all the way to the end]. 
→ [    ]는 부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이며, {    }

는 분사 staying의 의미상의 주어이다.

〘 어휘 〙
■envision 상상하다

■jump to one’s feet 벌떡 일어서다

■clap 박수를 치다

■enthusiastically 열광적으로

■be caught up in ~에 열중[몰두]하다

■chill 오싹한 느낌, 한기

■trickle down 흘러내리다

■jumble 뒤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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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at 반복 악절

20.� 정답 ②

〘 소재 〙�실제보다�많이�아는�척하는�것의�위험

〘 해석 〙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게 항상 솔깃한 일이기

는 하지만, 실제로 맞는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은 얘

기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권하며, 또한 여러분은 아는 게 

거의 없는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지도 말아야 한

다. 매우 분명하게 말하면, 페이스북에 누군가 올린 글

의 첫 두어 단락을 읽은 것은 어떤 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과 같지 않다. 그리고 제한된 경험은 여러분을 전문가

로 만들어 주지 않는다.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임신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며, 일 년에 몇 번 골

프를 친다고 해서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

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척할 때, 여러분은 결

국 누군가에게 나쁜 충고를 하게 되거나 그들이 진정한, 

진짜 전문가의 지도를 구하는 것을 막게 될 것이다. 위

대한 시인 Alexander Pope의 말을 빌리면, “얄팍한 지

식은 위험한 것이다.”

〘 해설 〙
실제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약간만 아는 것을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안 된다

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②이다.

〘 구문 〙
■  While it is always tempting [to add your two cents 

in a conversation], I strongly advise you not to say 
things [that you don’t know to be factually correct]; 
nor should you offer opinions on subjects [about 
which you know very little].  

→ it은 형식상의 주어이며, 첫 번째 [    ]가 내용상의 주

어에 해당하는 to부정사구이다. 두 번째 [    ]는 things
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세 번째 [    ]는 subjects를 수

식하는 관계절이다. nor는 and not ~ either의 의미를 

나타내며, nor 뒤에서 주어(you)와 조동사(should)가 도

치되었다.

〘 어휘 〙
■add one’s two cents 자신의 의견을 말하다

■factually 실제로, 사실상

■pregnancy 임신

■eventually 결국

21.� 정답 ①

〘 소재 〙�실용적�지식의�교육

〘 해석 〙
Oakeshott는 전문적인, 책에서 얻은 지식은 “의도적으

로 학습되는, 혹은 학습될 수도 있는 공식화된 규칙”으

로 구성된다고 쓴다. 반면에, 실용적인 지식은 가르치거

나 배울 수 없고 단지 전달되고 습득될 뿐이다. 그것은 

오직 실행할 때만 존재한다. 전문가가 자신의 실용적 지

식을 활용할 때, 그녀는 더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덜 생

각하고 있다. 그녀는 습관을 통해 기술 레퍼토리를 쌓았

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식적인 자각 없이 수행할 수 있

는 과업의 수를 늘렸다. 이런 종류의 지식은 경험을 통

해 쌓이고, 공유된 경험을 통해 전해진다. 그것은 여러

분이 곁에서 따르면서 천 가지 상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멘토에 의해 전달된다. 이런 종류의 교수법은 

개인적이고, 친근하며, 공유되고, 대화식이어서, 가르쳐

진다기보다는 습득된다. 교과서는 생물학의 원리를 가

르칠 수 있지만, 멘토는 생물학자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런 종류의 습관적인 실천은 여러분 내면

의 본모습을 재구성한다. William James는 “모든 교육

에서 위대한 것은 ‘우리의 신경계를 적이 아닌 우리의 동

맹자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썼다.

〘 해설 〙
실용적인 지식은 의도적으로 학습하는, 책에서 얻은 지

식과는 달리 습관적인 실천과 경험을 통해 쌓이고 습득

되며, 의식적인 자각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

다. 밑줄 친 부분에서 신경계를 우리의 적이 아닌 동맹

자로 만든다고 한 것은 실용적 지식의 교육에서 얻은 지

식을 습관처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밑줄 친 부분

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식을 

의식적인 자각 없이 사용하는’이다. 

② 전문성과 지식을 힘들지 않게 습득하는 

③ 모든 필요한 원칙을 외우는

④ 우리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우는

⑤ 다독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는

〘 구문 〙
■  She [has built up a repertoire of skills through habit] 

and [has thereby extended the number of tasks {she 
can perform without conscious awareness}]. 

→ 첫 번째와 두 번째 [    ]는 and로 연결되어 주어인 

She에 이어지며, {    }는 task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어휘 〙
■formulate 공식화하다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impart (정보·지식 등을) 전하다

■acquire 습득하다, 얻다   

■repertoire 레퍼토리, 목록  

■extend 늘리다, 확장하다  

■conscious 의식적인  

■awareness 자각, 의식   

■pedagogy 교수법

■habitual 습관적인 

22.� 정답 ③

〘 소재 〙�감정을�구별하여�정확하게�파악하기

〘 해석 〙
감정적 사실주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날씨나 악취로 

인한 무관한 감정의 영향은 그 감정들이 의식적 자각 아

래에 계속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까지만 지속되며, 무

관한 요소들이 의식적인 관심으로 옮겨지는 즉시 우리

의 결정에 대한 그것(감정)들의 영향력은 사라진다. 그 

결과, 자신의 감정을 묘사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경 감정을 더 잘 알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그것들(배경 감정)을 무시할 가능성이 더 크다. 어떤 감

정에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지정함으로써, 그것을 더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무관하다면 무시하는 게 

더 쉽다. 감정 구별의 이점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감

정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채비를 하고 있는 

것 외에도, 더 정확한 감정 어휘를 가진 사람들은 (감정

이) 감당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을 때 감정을 조절하는 

더 정교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 거래자라면 일련의 손실 후에, 절망에 빠지거

나 점점 더 위험한 도박으로 모든 것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 해설 〙
감정을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구분하면서 정확하게 표현

할 수 있는 사람이 감정을 더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무관

한 감정을 무시하며 감정을 더 잘 조절한다는 내용의 글

이므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 구문 〙
■  According to research on affective realism, [{the 

influence of irrelevant feelings due to the weather 
or a bad smell} only lasts {as long as they linger 

below conscious awareness}], and [{their power 
over our decisions} evaporates {as soon as the 
extraneous factors are brought to conscious 
attention}]. 

→ 첫 번째와 두 번째 [    ]는 and로 연결되어 있으며, 

첫 번째 {    }는 lasts의 주어에 해당하고, 두 번째 {    }

는 부사절이다. 세 번째 {    }는 evaporates의 주어에 해

당하며, 네 번째 {    }는 시간의 부사절이다. they와 their
는 irrelevant feelings due to the weather or a bad 
smell을 가리킨다. 

〘 어휘 〙
■affective 감정적인, 정서적인

■irrelevant 무관한, 관련성이 없는

■evaporate 사라지다, 증발하다

■extraneous 무관한, 외부로부터의

■attention 주의, 관심

■consequence 결과

■discount 무시하다   

■disregard 무시하다  

■differentiation 구분, 차별  

■disentangle 해결하다, 풀다

■sophisticated 정교한, 복잡한  

■regulate 조절하다  

■threaten ~할 우려가 있다

■get out of hand 감당할 수 없게 되다

■get back on one’s feet 다시 일어서다[자립하다]

■despair 절망, 자포자기

23.� 정답 ②

〘 소재 〙�현대�자동화�시스템

〘 해석 〙
소프트웨어는 이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관여한다. 누가 은행 대출을 받을지, 누가 일

자리를 얻을지, 누가 시민으로 간주될지, 누가 가석방 

대상자로 심의되어야 할지 정하는 것을 돕는 자동화 시

스템이 있다. 자동화된 프로세스는 더 이상 우리가 마음

대로 할 수 있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며, 흔히 스스로 결

정을 내린다. 많은 것에 소유권이 있고 모두 복잡해서, 

그것들은 대중의 감시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것들이 공

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일단 

세상에 공개되면, 소프트웨어가 실 세계의 데이터에 대

해 어떻게 작동할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챗봇 Tay를 출시했을 때, 몇 시간 만

에 트위터에 인종 차별적 발언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해

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중단시켜야 

했다. 소프트웨어의 영향 범위 또한 자주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경쟁 사이트를 확인한 후 한 

웹사이트에서 항공 여행 가격이 뛰는 것을 보았다고 단

언한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 시대의 도시 괴담이

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논쟁은 오늘날 시스템의 어두운 

성격을 두드러지게 한다.

〘 해설 〙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져

서 감시가 어렵고, 소프트웨어가 출시된 후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자동화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이다.

① 소프트웨어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방식

③ 실 세계 데이터의 중요성 증대

④ 소프트웨어가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하는 명령어

⑤ 자동화 과정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방법

〘 구문 〙
■  There are automated systems [that help decide {who 

gets a bank loan}, {who gets a job}, {who count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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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itizen} and {who should be considered for 
parole}]. 

→ [    ]는 automated system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4개의 {    }는 모두 and로 연결되어 decide의 목적어 역

할을 하는 의문사절이다.

〘 어휘 〙
■automated 자동화된  

■loan 대출, 대여   

■at one’s disposal ~의 마음대로 이용[사용]할 수 있는

■scrutiny 감시, 감독   

■launch 출시하다  

■parrot 앵무새처럼 말을 되풀이하다

■racist 인종 차별주의자

■pull the plug 중단시키다 

■ urban myth 도시 괴담(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이상하거나 놀라운 이야기)

■debate 논쟁

24.� 정답 ①

〘 소재 〙�수학에서�이론�및�가설�증명

〘 해석 〙
고대 이집트인들과 바빌로니아인들은 특정 사례와 문제

를 다루는 데 만족했지만, 그리스인들은 보편적으로 적

용될 수 있는 정리와 공리로 나아갔는데, 즉 그들은 증

명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모든 가능한 직각 삼각형에 

대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시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경우를 시도할 수는 없으므로 한 아이디어가 사실이라

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떤 종류의 논리적인 이론적 논술

이 필요하다. 증명은 수학적 진술과 대상 사이의 생산적

인 관계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피타

고라스의 정리처럼 과거에 충분히 증명된 정리들조차 

새로 증명되어, 탐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 시

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간단한 증명들이 발견되어 흔히 길

고 복잡한 더 이전의 증명들이 대체될 수 있다. 수학의 

많은 발전은 사람들이 정리와 공리를 시험하고 증명하

려고 애쓰며, 심지어 오랫동안 지켜 온 믿음을 의심한 

결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유클리드의 다섯 번째 

가설에 대한 논쟁은 기하학에서 이루어진 진보의 많은 

부분과 궁극적으로 19세기에 새로운 비유클리드 기하학 

출현의 자극제였다. 

〘 해설 〙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과 공리를 찾기 위해 가

설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기존의 이론을 계속 

의심하면서 새로운 증명 방법을 찾고 논쟁하는 과정에

서 수학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

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증명과 논쟁을 통한 

수학의 진보’이다.

② 수학적 증명은 검증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③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의 완고함

④ 수학 역사상 위대한 정리들 

⑤ 수학 이론을 증명하는 방법에 관한 조언

〘 구문 〙
■  For this reason, even theorems [which have been 

adequately proven in the past — such as Pythagoras’ 
theorem] — may be proven anew, [opening up fresh 
avenues for exploration]. 

→ 첫 번째 [    ]는 theorem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두 

번째 [    ]는 be proven anew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 어휘 〙
■universally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proof 증명, 증거

■adequately 충분히, 적절하게

■anew 새로, 다시

■avenue 길, 거리

■exploration 탐구, 탐색

■cumbersome 길고 복잡한

■replace 대체하다  

■dispute 논쟁   

■geometry 기하학  

■emergence 출현 

25.� 정답 ④

〘 소재 〙�8개국의�사회�보장�급여에�대한�목적별�지출

〘 해석 〙
위의 표는 8개국의 사회 보장 급여에 대한 2018년 목적

별 지출을 나타낸 것이다. 사회 보장 급여 총지출의 절

반 이상이 노령자와 유족에 지급된 3개국이 있었는데, 

그리스가 64.1%로 가장 높았다. 8개국 중 아일랜드와 

독일만 3분의 1을 넘는 사회 보장 급여 지출을 질병/건

강 관리에 지급했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실업보다 가정/아동에 전체 지출 중 더 적은 

부분을 썼다. 장애 (보장) 목적과 관련해서는 사회 보장 

급여 총지출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이 15.0%로 덴마크에

서 기록되었고, 나머지 국가에서 그 점유율은 모두 

9.0% 미만이었다. 8개국 모두 주거 및 사회적 배제가 각

각의 사회 보장 급여 총지출에서 한 자릿수 점유율을 차

지했다고 보고했다.

〘 해설 〙
덴마크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중에서 핀란드는 사회 보

장 급여 총지출에서 장애 급여에 대한 비율이 9.6%이므

로,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 구문 〙
■  There were three countries [where {more than half 

of their total expenditure on social protection 
benefits} was provided for old age and survivors], 
[with a peak of 64.1% in Greece]. 

→ 첫 번째 [    ]는 three countri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

며, {    }가 was provided의 주어에 해당한다. 두 번째 

[    ]는 앞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전치사구이다.

〘 어휘 〙
■expenditure 지출

■benefit (보험·사회 보장 제도의) 급여, 연금

■function 목적, 기능

■survivor 유족

■disability 장애

■ social exclusion 사회적 배제(실직·범죄·주택난 등 

복합적 문제에 시달리고 개선될 가망도 없는 상황)

■account for ~을 차지하다

26.� 정답 ③

〘 소재 〙�Katherine�Blodgett의�생애

〘 해석 〙
Katherine Blodgett은 1898년 뉴욕 주의 Schenectady에
서 태어났지만 1906년까지 프랑스에서 초기 어린 시절

을 보냈다. 그녀는 Bryn Mawr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았

으며, 후에 19살에 물리학 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Schenectady로 돌아온 후 Katherine은 General Electric 
Company(GE)의 일자리에 지원하였고 GE 연구소에 고

용된 최초의 여성 과학자가 되었다. 이듬해, 그녀는 시

카고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26년, 그녀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최초

의 여성이 되었다. GE로 돌아온 후 Katherine은 유리와 

금속의 매우 얇은 코팅 층을 덧대는 방법을 발견했다. 

그녀는 유리의 아랫면 반사를 제거함으로써 눈부심을 

줄일 수 있었다. 이것은 안경, 현미경, 망원경, 카메라 

렌즈, 자동차 앞 유리를 포함한 많은 용도에 중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로 3개의 특허를 받았다. 과학자로서

의 업무 외에도, Katherine은 자원봉사를 하고, 익살스

러운 시를 썼으며, 지역 극장에서 연기했다.

〘 해설 〙
시카고 대학교에서는 석사 학위를 받았고, 영국 케임브

리지 대학교에서 여성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했

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이다.

〘 구문 〙
■  [Returning to Schenectady], Katherine [applied for 

a job at General Electric Company (GE)] and 
[became the first female scientist {hired by the GE 

Research Laboratory}]. 
→ 첫 번째 [    ]는 Katherine을 의미상의 주어로 하는 

분사구문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    ]는 and로 연결되

어 주어 Katherine에 이어진다. {    }는 the first female 
scientist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 어휘 〙
■apply for ~에 지원하다

■research laboratory 연구소

■master’s degree 석사 학위

■PhD 박사 (학위)(= Doctor of Philosophy)
■glare 눈부심  

■eliminate 제거하다

■microscope 현미경

■telescope 망원경  

■windshield (자동차의) 앞 유리

■patent 특허

27.� 정답 ⑤

〘 소재 〙�도서관�자료�이용�앱

〘 해석 〙
모두를 위한 Libro

전 세계 지역 도서관들은 온라인으로 수백만 권의 전자

책과 오디오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도서관 

카드와 수상 경력이 있는 도서관용 앱 Libro로 그것들을 

무료로 즉시 대여할 수 있습니다.

 • 고전에서 베스트셀러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의 디지털 

도서 목록을 검색하세요.

 •전자책, 오디오북 및 잡지를 대여해 즐기세요.

 • 오프라인 읽기용으로 서적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 

공간 절약을 위해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실시간

으로 재생하세요.

Libro의 전자책 리더 특징

 •글자 크기, 배경색 및 책 디자인을 조절하세요.

 •단어 및 어구를 검색하세요.

 •책갈피, 메모 및 강조 표시를 추가하세요.

Libro의 오디오 플레이어 특징

 • (0.6배속에서 3.0배속까지) 오디오의 속도를 낮추거

나 높이세요.

 •수면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 앞뒤로 건너뛰기 위해 단지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넘기세요.

지금 앱스토어로 가서 Libro를 다운로드하여 독서를 시

작하세요!

〘 해설 〙
오디오 플레이어로 0.6배속에서 3.0배속까지 재생 속도

를 늦추거나 높일 수 있다(Slow down or speed up the 
audio (0.6 to 3.0x).)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 구문 〙
■  [Download titles for offline reading], or [stream 

them {to save space}]. 
→ 두 개의 [    ]가 or로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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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them은 titles를 가리키며, {    }는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구이다.

〘 어휘 〙
■instantly 즉시

■title 서적, 출판물

■ stream (음악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에 연결

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다

■ swipe 터치스크린에 손가락을 댄 상태로 화면을 밀어 

넘기다

28.� 정답 ⑤

〘 소재 〙�연극�예술�교육�프로그램

〘 해석 〙
Winston 연극 예술 교육 프로그램

Winston 연극 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 및 전문 연극 

경력을 위해 젊은 배우들을 준비시키는 2년제 프로그램

입니다.

주요 내용 포함 사항:

 •업계 전문가들과의 집중적인 연기 및 뮤지컬 연극 훈련

 •연례 여름 특별 공개 공연

 •Winston 극단 예술가들로부터의 멘토링

 •대학 오디션 준비

연간 수업료: 2,000달러(학자금 지원 가능)

프로그램 운영: 2022년 3월~2024년 2월
수업 요일과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오후 8시

오디션: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오후 4시~6시
개인 및 그룹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움직이기 편한 옷

을 입고 오세요. 한 연극에서 1분짜리 독백을 준비해서 

외워 오세요. 어떤 지시가 주어지고 독백을 여러 번 하

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해설 〙
오디션 안내 사항에 1분 길이의 독백을 준비하라고 했으

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⑤이다.

〘 구문 〙
■  Actors may be [given some direction] and [asked to 

perform their monologue several times].
→ 두 개의 [    ]는 and로 연결되어 be에 이어진다. 

〘 어휘 〙
■intensive 집중적인 

■showcase 특별 공개 공연 

■financial aid 학자금 지원[융자]   

■monologue 독백  

29.� 정답 ④

〘 소재 〙�철학과�비폭력�저항�운동의�공통점

〘 해석 〙
철학은 흔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건 사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철

학)은 잘못된 믿음과 나쁜 행동을 비난하지만 항상 배려

와 존중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사람들을 방에서 내쫓

지 않고 그렇게 한다. 나는 Martin Luther King Jr.의 삶

과 업적의 예로 볼 수 있듯이, 철학의 접근법과 비폭력 

정치 변화의 방법론을 연결하는 것은 그리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변화에 대한 몇 가지 방식은 

폭력적이고, 분노하며, 상대방을 경멸한다. King은 심

지어 그가 하는 일이 부당한 상황에 대해 극도로 강력하

게 저항하는 것일 때에도 그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고수했다. 그가 요구한 ‘사랑’은 

인류에 대한 존중과 선한 의지와 희망의 결합이었으며, 

우리는 사람들을 경청하고 생각할 사람으로, 그리고 궁

극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무언가를 건설하는 

데 참여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 대한다. 철학은 그 프로

젝트와 그 희망을 공유한다.

〘 해설 〙
④ 문맥상 he called Love가 포함된 관계절이 수식하는 

선행사는 an attitude이므로 whom을 which나 that으로 

고쳐야 한다.

① does는 앞에 언급된 일반동사 state를 대신하고 있고, 

주어가 it이므로 적절하다.

② exemplified 앞에서 it(= the methodology of 
nonviolent political change) is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exemplified는 적절하다.

③ 주어는 Some approaches to political change이고, 

approaches에 동사의 수를 일치시켜야 하므로 are는 적

절하다.

⑤ something을 수식하는 형용사이므로 beautiful은 적

절하다.

〘 구문 〙
■  But it does so [without banishing people from the 

room], [{condemning wrong beliefs and bad 
actions}, but {treating people, always, with attention 
and respect}]. 

→ 첫 번째 [    ]는 without이 이끄는 전치사구이다. 두 번

째 [    ]는 does so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but으로 두 개의 {    }가 연결되어 있다.

〘 어휘 〙
■philosophy 철학

■frequently 자주

■banish 내쫓다, 추방하다

■condemn 비난하다

■attention 배려   

■respect 존중 

■methodology 방법론 

■nonviolent 비폭력적인

■exemplify 전형적인 예로 보여 주다  

■contemptuous 경멸하는

■opponent 상대, 적   

■vigorous 강경한, 강력한  

■unjust 부당한  

■combination 결합  

■humanity 인류

30.� 정답 ④

〘 소재 〙�산업화�이후�취학률의�변화

〘 해석 〙
초기 산업화는 비숙련 노동자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로 

전문 장인이 대체될 수 있었기 때문에 숙련 노동자의 수

요를 감소시켰다. 게다가, 산업화는 처음에 광산에서뿐

만 아니라 공장에서도 미성년 노동에 대한 수요를 또한 

증가시켰다. 초기에 주된 산업 부문은 직물 생산이었고, 

광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에 대한 수요가 있었는

데, 예를 들어, 작은 손이 직조하는 데 유리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화는 인적 자본에 대한 

훨씬 더 높은 수요를 창출했다. 더 큰 산업체의 탄생은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계산 능력이 있는 사무직 노동자

를 필요로 하는 행정 부서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부의 

증가가 또한 정부의 규모를 커지게 했고 복지 국가의 탄

생으로 이어져 공공 부문에서 육체를 쓰는(→ 사무직) 

노동자의 추가 수요를 창출했다. 부모들의 관점에서, 교

육의 효과로 얻게 되는 높아지는 수익이 갑자기 아이들

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으로 만들

었다. 이것은 왜 공립 의무 학교 교육이 도입되기 훨씬 

전인 19세기 중반에 학교 취학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

작했는지 설명한다.

〘 해설 〙
큰 산업체의 행정 부서에서 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수요

가 커지면서 공공 부문에서도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계

산을 할 수 있는 사무직 노동자의 추가 수요를 창출했을 

것이므로 ④의 manual을 clerical(사무직의)과 같은 단어

로 고쳐야 한다.

〘 구문 〙
■  Early industrialization lowered the demand for 

skilled workers [because specialized artisans could 

be replaced with machinery {operated by unskilled 
workers}]. 

→ [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며, {    }는 machinery
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 어휘 〙
■industrialization 산업화 

■artisan 장인, 숙련공   

■machinery 기계류  

■initially 처음에  

■dominant 주된, 지배적인

■early on 초기에 

■textile 직물의  

■weave 짜다, 뜨다 

■enterprise 기업(체)  

■administrative 행정의 

■numerate 계산 능력이 있는

■clerical 사무직의, 사무원의  

■manual 육체를 쓰는  

■perspective 시각, 관점 

■return 수익

■attractive 매력적인  

■compulsory 의무적인

31.� 정답 ③

〘 소재 〙�현재�순간을�우선시하는�뇌의�성향

〘 해석 〙
현재 순간을 우선시하는 뇌의 성향은 여러분이 좋은 의

도에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이 체중을 

줄이거나, 책을 쓰거나, 언어를 배우기 위해 계획을 세

울 때, 여러분은 실제로 미래의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

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어떻

게 되기를 원하는지 상상할 때, 장기적인 이익이 있는 

행동을 취하는 데서 얻는 가치를 보는 것은 쉽다. 우리

는 모두 미래의 우리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원한다. 

하지만, 결정의 순간이 오면, 대개 즉각적인 만족감이 

이긴다. 여러분은 더 이상 더 건강하거나 더 부유하거나 

더 행복하기를 꿈꾸는 ‘미래의 여러분’을 위한 선택을 하

지 않는다. 여러분은 배부르고, 제멋대로 하고, 즐거움

을 느끼고 싶은 ‘현재의 여러분’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

다. 일반적으로, 행동으로부터 즉각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록,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의 장기적인 목표와 일치

하는지 더 강하게 의심해야 한다.

〘 해설 〙
뇌는 현재의 순간을 우선시하는 성향이 있어서 장기적

으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즉각적

인 만족감’이다.

① 불필요한 불안

② 건설적인 자기 대화

④ 일반적 통념

⑤ 진정한 사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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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문 〙
■  As a general rule, the more immediate pleasure 

you get from an action, the more strongly you 
should question [whether it aligns with your long-
term goals]. 

→ ‘~할수록 더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the 비교

급~, the 비교급...」이 사용되었다. [    ]는 questio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 어휘 〙
■tendency 경향  

■prioritize 우선시하다  

■intention 의도  

■envision 상상하다  

■immediate 즉각적인   

■align with ~과 일치하다

32.� 정답 ②

〘 소재 〙�실수를�통한�성공

〘 해석 〙
완전한 성공 아니면 완전한 실패로 끝나게 되는 상황의 

정신 상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악화시킨다. 만약 여

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언제나 100% 효과가 있어야 한

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위험을 감수하고 여러분의 편

안한 영역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적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한다. “최근에 교실에서 실패한 적이 없다면, 여

러분은 아마 한계를 충분히 초월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은 너무 안전하게 있는 겁니다.” 나는 세 해 여름 

동안 NCAA 최고의 수석 코치인 John Wooden의 농구 

캠프에서 그를 위해 일하는 기쁨을 누렸다. 그의 금언

(金言) 중 하나는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팀이 보통 이

긴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직관에 반하는 것으로 들린

다. 사실은,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팀은 단호하게 목적

을 추구하고 실제로 무언가를 하는 팀이다. 조심스럽게 

플레이하는 것은 운동, 사업, 수업, 사랑,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서 실패할 것 같은 비법이다. 어떤 일이든 최

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완전히 실패하려

고 해야 한다.

〘 해설 〙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수하는 것을 꺼리고 위험

을 감수하기를 거부한다면 성공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기꺼

이 완전히 실패하려고 해야’이다.

①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③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④ 반직관적인 추론을 극복해야

⑤ 주의를 빼앗기는 것을 멈추고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 구문 〙
■  If you believe [everything {you do} has to work one 

hundred percent of the time], you are less likely to 
[take risks] and [step out of your comfort zone]. 

→ 첫 번째 [    ]는 believ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이고, {    }는 everything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

째와 세 번째 [    ]는 and로 연결되어 to에 이어진다.

〘 어휘 〙
■ all or nothing 완전한 성공 아니면 완전한 실패로 끝

나게 되는 상황

■mentality 정신 상태 

■ NCAA 전미 대학 경기 협회(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counterintuitive 직관에 반하는

■go for it 단호하게 목적을 추구하다

■recipe (특정 결과를 가져올 듯한) 방법

■pursuit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하는) 일

■fall on one’s face 완전히 실패하다, 엎어지다

33.� 정답 ④

〘 소재 〙�약한�유대�관계의�중요성

〘 해석 〙
자기 인맥의 강점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

들은 자기 관계의 ‘질’에 대해 먼저 생각한다. 그들은 강

한 유대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냐하면 신뢰

는 일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우리는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가장 신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를 발전하도록 준

비시켜 주는 사람들은 아니다. 인맥을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약한 유대 관계를 정립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데, 바로 현재 인맥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과 집단, 자주 보지 못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러한 연줄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과의 관계의 

질이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의 현재 세계 바깥에서 온다

는 사실이다. 이러한 연줄은 여러분으로부터 몇 단계 떨

어져 있거나 다른 집단에서 도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친한 관계를 확립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여러분의 약한 

유대 관계를 알게 되거나 더 잘 알아가려면 대개 명확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약한 유

대 관계를 발전시킬 공통된 상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약한 유대 관계)은 여러분이 최

고의 외부 관찰력을 얻을 수 있는 유대 관계이다.

〘 해설 〙
현재 강한 유대 관계로 묶여 있는 인맥이 아닌 현재 인

맥의 주변부에 있는, 자주 보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설명하고 있는 글로 약한 

유대 관계는 여러분과 몇 단계 떨어져 있거나 다른 집단

에서 도는 경향이 있어 접근이 쉽지 않지만, 그 관계를 

통해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빈칸에 들어

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그들이 여러분의 현재 세

계 바깥에서 온다’이다.

① 여러분은 그들 주변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

②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③ 그들은 스스로에 대한 제한된 시각을 고수한다

⑤ 그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들을 신

뢰해야 한다

〘 구문 〙
■  [Getting to know your weak ties] or [getting to 

know them better] usually requires an explicit plan 
and strategy, because you have no common context 
[in which to develop them]. 

→ 첫 번째와 두 번째 [    ]는 or로 연결되어 동사 

requires의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다. 세 번째 

[    ]는 common context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어휘 〙
■step up 발전하다, 향상하다

■currently 현재  

■contact 연줄, 연고

■circulate 돌다, 순환하다 

■explicit 뚜렷한, 명백한  

■stand to gain 얻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얻게 될 것이다

■outsight 외부 관찰력

34.� 정답 ②

〘 소재 〙�지식의�착각과�지식의�저주�현상

〘 해석 〙
우리는 어떻게 사물들이 작동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갖

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두개골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것(지식)의 많은 부분을 주변과 다른 사

람들로부터 얻고 있다. 이러한 지식의 착각은 경제학자

들이 지식의 저주라고 부르는 것의 다른 면이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모른

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만약 우리가 어떤 곡조를 

두드리면,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

리지 못한다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그것은 매우 명백해 

보이며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들을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일반 상식 문제(‘사운드 오브 뮤직’

에서 누가 주연을 맡았는가?)에 대한 답을 안다면, 우리

는 다른 사람들도 그 답을 알 거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지식의 저주는 때때로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형

태로 나타난다. 만약 방금 우리 팀이 큰 경기에 이겼거

나 우리 후보가 이제 막 선거에서 승리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내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 결과를 예상

했어야 했다고 느낀다. 지식의 저주는 우리가 우리 머릿

속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지식의 착각에서 우리는 다른 사

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

는 경향이 있다. 두 경우 모두 우리는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한다.

〘 해설 〙
지식의 착각이란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이 사실은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얻는 것

이고, 이와는 반대로 지식의 저주는 내가 알고 있는 것

을 다른 사람도 알고 있을 거라고 믿는 현상인데, 둘 다 

모두 실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남이 알고 있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분

별하지 못한다’이다.  

① 정확한 추론을 한다

③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한다 

④ 일을 합작으로 완성한다 

⑤ 다른 사람이 아는 것보다 실제로 더 많이 안다

〘 구문 〙
■  The curse of knowledge is [that we tend to think 

{<what is in our heads> is in the heads of others}]. 
→ [    ]는 바로 앞에 있는 is의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이며, {    }는 think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    >는 바로 뒤에 있는 is의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 어휘 〙
■skull 두개골  

■illusion 착각   

■flip side 다른 면, 뒷면  

■curse 저주   

■tap out ~을 두드리다  

■tune 곡조

■hindsight bias 사후 과잉 확신 편향  

35.� 정답 ④

〘 소재 〙�온라인에서의�의료�정보�공유

〘 해석 〙
여러분의 이름, 몸무게, 콜레스테롤 수치, 건강상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지

만, 만약 익명으로 여러분의 의료 정보를 과학(그리고 

전 세계)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하라. 이것은 확실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구하기 

위한 더 좋은 기술과 치료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마도 이것을 분명히 보

여 줄 가장 좋은 방법은 구글이 질병 통제 센터보다 3주 

앞서서 독감 발생을 예측했던 2008년 가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것(구글)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 ‘오한’, ‘독감’ 같은 단어를 검색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추적은 광고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며, 사람들

의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광고주들이 광고를 보여줄 수 

있게 한다.) 이런 온라인 ‘공유’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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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검색에서 감지하고 확인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

어 냈을 때, 결국 구글의 빠르고 정확한 예측으로 이어

졌다.

〘 해설 〙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자신의 의료 정보를 공유하면, 

더 좋은 기술과 치료법 발견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에 도움이 되고, 2008년 가을의 경우처럼 온라인 검색

에서 미리 유행병의 발생을 감지해 낼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④는 광고 목적으로 추적이 이루어지고 관심사

에 따라 광고를 보여 줄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전체 흐

름과 관계가 없다.

〘 구문 〙
■  This online “sharing,” in turn, led to Google’s early 

and correct prediction [as millions around the world 
created patterns in their online searches {that could 
be detected and identified}]. 

→ [    ]는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며, {    }는 patterns 
in their online search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어휘 〙
■anonymously 익명으로  

■mine (자료 등을) 조사하다, 찾다    

■therapy 치료법 

■illustrate 분명히 보여 주다

■outbreak 발생, 발발  

■chill 오한  

■prediction 예측  

■detect 감지하다  

■identify 확인하다

36.� 정답 ⑤

〘 소재 〙�인생과�경력에서�경쟁하는�두�가지�전략

〘 해석 〙
일찌감치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하여, 많은 학생이 성공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싶은

지 구체적인 꿈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C) 이

러한 믿음 아래에는 상황이 끔찍하게 잘못될 경우에만 

그들의 꿈에서 벗어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암묵적

인 가정이 있다. 그러나 그런 집중된 계획을 갖는 것은 

실제로는 ‘오직 특정한 상황에서만 이치에 맞는’ 일이다. 

(B) 우리는 인생과 경력에 있어서, 그것을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의 계획된 전략과 생겨난 예상치 못

한 대안들 중에서 결정함으로써 끊임없이 길을 찾아가

고 있다. 각 방법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얻기 위해 경

쟁하고 있으며, 우리의 실제 전략이 되기 위해 최고의 

주장을 펼친다. (A) 본래 어느 쪽이 더 좋지도 더 나쁘지

도 않으며, 오히려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여러

분이 여정 중에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을 이

해하면 경력이 지속적으로 제시할 선택 항목들을 더 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해설 〙
성공하려면 일찍부터 구체적인 꿈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 많은 학생이 생각한다는 주어진 글 뒤에는 이러한 믿

음 아래에 상황이 매우 잘못될 경우에만 미리 정한 꿈과 

계획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는 내용의 

(C)가 와야 한다. (C) 마지막 부분에서 한 가지 집중된 

계획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이치에 맞는다고 했으므로, 

그 뒤에는 우리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다른 계획들이 생

겨나고 끊임없이 미리 계획한 전략과 이들 대안 중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B)가 와야 한다. 마지

막으로 이 두 가지(미리 계획한 전략과 생겨난 예상치 

못한 대안)가 어느 쪽도 더 좋고 더 나쁘지 않으며, 상황

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의 (A)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

럽다.

〘 구문 〙
■  In our lives and in our careers, [whether we are 

aware of it or not], we are constantly navigating a 
path by [deciding between {our deliberate strategies} 
and {the unanticipated alternatives <that emerge>}]. 

→ 첫 번째 [    ]는 양보의 부사절이며, 두 번째 [    ]는 

by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다. 두 개의 {    }는 

and로 연결된 between의 목적어이며, <    >는 the 
unanticipated alternativ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어휘 〙
■concrete 구체적인  

■inherently 본질적으로   

■sort through ~을 자세히 살펴보다

■constantly 지속적으로   

■navigate 길을 찾다

■deliberate 계획적인, 의도적인

■unanticipated 예상하지 못한  

■alternative 대안  

■emerge 생겨나다, 나타나다

■implicit 암묵적인  

■assumption 가정   

■deviate 벗어나다  

■horribly 끔찍하게  

■circumstance 상황

37.� 정답 ③

〘 소재 〙�버려진�새끼�동물을�발견했을�때�대처�방법

〘 해석 〙
버려진 새끼 동물에 손을 대기 전에 항상 신중하게 생각

하라. 불확실할 때는, 다소 과격하지만 한 가지 간단한 

원칙이 포유동물에게 적용되는데, 동물을 발견한 바로 

그곳에 그대로 놔두라. (B) 새끼의 어미는 보통 근처에 

있고, 그것을 돌보고 있고, 독립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

다. 새끼가 확실히 영양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거나 몇 

시간 후에도 어미의 흔적이 없는 경우에만 도우려고 시

도해야 한다. (C)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버려진 새끼들

은 보통 아프고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흔히 실

망스럽다. 한 가지 다른 중요한 측면을 명심할 가치가 

있다. 동물들은 새끼를 많이 낳는데, 왜냐하면 자연은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는 데 무자비하고, 생존할 건강한 

개체만 남겨두기 때문이다. (A) 패자에게 추가로 먹이를 

줌으로써 우리는 어쩌면 그 종의 지역 개체군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도움

을 주는 것은 흔히 역효과를 낳는다. 개입이 권장되는 

경우는 극히 소수의 경우에 불과한데, 어미 동물이 사고

를 당했거나, 어떤 이유로 찾을 수 없거나, 어린 동물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이다.

〘 해설 〙
버려진 새끼 동물을 발견했을 때 우선 동물을 발견한 곳

에 그대로 두라는 주어진 문장 뒤에는 보통 어미가 근처

에 있을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B)가 이어져야 

한다. (B)의 뒷부분에는 새끼가 영양이 부족하거나 어미 

흔적이 오랜 시간 보이지 않을 때 도움을 주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했는데, (B) 뒤에는 이렇게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C)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

럽다. (C)의 뒷부분에서는 강자만이 살아남도록 하는 자

연의 냉혹한 법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버려진 새

끼를 돕는 것이 오히려 지역 개체군에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A)가 이어져야 한다.

〘 구문 〙
■  Animals produce a lot of offspring [because nature 

is merciless in sorting out the weak from the 
strong, {leaving only the healthy to survive}]. 

→ [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며, {    }는 nature
를 부연 설명하는 분사구문이다. 

〘 어휘 〙
■think twice 신중히 생각하다

■interfere with 손을 대다, 간섭하다

■abandoned 버려진, 유기된

■in doubt 불확실한

■radical 과격한 

■mammal 포유류

■feed up ~에게 추가로 먹이를 주다

■potentially 어쩌면, 잠재적으로

■harsh 가혹한   

■counterproductive 역효과를 낳는   

■intervention 개입, 간섭 

■underfed 영양 부족의

■outcome 결과 

■offspring 새끼, 자손

■merciless 무자비한, 냉혹한 

38.� 정답 ④

〘 소재 〙�태양의�흑점�주기

〘 해석 〙
태양의 흑점은 태양의 표면이 약간 더 차가운 지점이기 

때문에 어둡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태

양 내부의 전반적인 활동 증가의 징후이며, 흑점이 많을

수록, 태양은 더 많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우리는 

더 따뜻함을 느낀다. 그것은 몇 년에 걸쳐 점점 더 많은 

태양 흑점이 나타나는 순환 과정인데, 이 순환이 끝나면 

그것들(태양 흑점)은 그저 점차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순환기는 11년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말할 필

요도 없이 태양이 항상 이 일정을 고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지난 주기 중 하나가 끝나가던 무렵(2007년 

12월) 태양 흑점이 사라진 후, 그것들(태양 흑점)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기 전 유례없이 긴 간격이 있었다. 표면

은 티 없이 깨끗한 상태로 남아 있었고, 몇 년이 지나도 

거의 흑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태양의 복사 에너지

가 전반적으로 약하며, 다음 태양 흑점 주기는 덜 뚜렷

해져서 우리는 평균적으로 태양의 흑점을 훨씬 더 적게 

관측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 해설 〙
주어진 문장은 2007년 12월 태양의 흑점이 사라지고 난 

뒤 다시 태양의 흑점이 생기기까지 전에 없이 긴 간격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태양의 흑점이 나타나는 주기가 꼭 

일정하지는 않다는 ④ 앞에 나오는 문장의 구체적 사례

에 해당하며, 태양 표면이 티없이 깨끗하고 몇 년이 지

나도 흑점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④ 뒤에 오는 문장 내용

은 주어진 문장에서 언급한 2007년 12월의 상황에 해당

하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④

이다. 

〘 구문 〙
■  Experts reckon [that the sun’s radiation is generally 

weaker right now] and [that the next sunspot cycle 
will be less pronounced, so that on average we will 
observe many fewer sunspots].

→ 두 개의 [    ]는 reckon의 목적절이다. many는 비교

급 fewer를 강조하는 부사이다. 셀 수 있는 명사를 수식

하는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much가 아니라 many가 사

용된다. 

〘 어휘 〙
■disappearance 사라짐, 소멸

■sunspot 태양의 흑점 

■interval 간격

■radiation 복사    

■emit 방출하다   

■cyclical 순환하는, 주기의  

■adhere to ~을 고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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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nounced 뚜렷한, 현저한   

■observe 관찰하다 

39.� 정답 ⑤

〘 소재 〙�장소에�상관없이�적용되는�중력의�법칙

〘 해석 〙��
만약 여러분이 달에서 정해진 체조 동작을 한다면, 여러

분은 위로 점프하는 다리의 똑같은 힘에 몸이 반응하여 

택하는 궤도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

나 우리는 이 특별한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은 이미 법칙 자체에 통합되어 있다. 달은 지구보다 

질량이 작아서 더 약한 중력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여

러분의 몸은 다른 궤적을 따라 이동한다. 그리고 물체의 

중력이 질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 사실은 뉴턴의 중력

의 법칙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여러분의 지구와 달 경

험의 차이가 중력의 법칙이 장소에 따라 바뀌었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그것은 중력의 법칙이 

이미 수용하고 있는 환경적 차이를 반영할 뿐이다. 물리 

법칙이 제공하는 설명을 위한 틀은 장소 변화에 의해 전

혀 변하지 않는다.

〘 해설 〙
Instead로 시작하는 주어진 문장은 그것(it)이 중력의 법

칙에 담겨 있는 환경적 차이를 반영한다고 설명하고 있

는데, 이때 it은 ⑤ 앞의 문장에서 언급한 The difference 
between your earth and moon experiences를 가리킨다

고 볼 수 있다. 즉, 이 차이가 중력의 법칙이 장소마다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환경적 차이만 

드러낼 뿐이라는 것이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며, ⑤ 뒤에 

오는 문장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물리 법칙이 제공하

는 설명 틀이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

리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⑤이다. 

〘 구문 〙
■  [Were you to perform your gymnastics routines on 

the moon], you’d find [that the path {your body took 
in response to the same upward jumping force of 
your legs} would be very different]. 

→ 첫 번째 [    ]는 가정법 과거가 사용된 조건절로, If가 

생략되고 주어(you)와 동사(were)가 도치된 형태이다. 

두 번째 [    ]는 fin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    }는 the path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어휘 〙
■merely 단지  

■environmental 환경적인   

■the law of gravity 중력의 법칙  

■accommodate 수용하다, 담다

■gymnastics 체조   

■routine 정해진 일련의 동작   

■in response to ~에 반응하여   

■integrate 통합하다  

■exert 행사하다, 가하다

■gravitational pull 중력   

■integral 필수적인   

■imply 의미하다  

■explanatory 설명을 위한  

■framework 틀, 뼈대   

■location 장소

40.� 정답 ②

〘 소재 〙�Keynes의�저서,�‘고용,�이자�및�화폐의�일반�이론’

〘 해석 〙�
John Maynard Keynes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

론’은 아마도 20세기에 출판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 

저술이었을 것이다. Keynes는 19세기에 효과가 있었던 

경제 이론들이 20세기에는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다고 

믿었다. 자유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이 사회의 고용 수준

은 본질적으로 노동 가격에 의해 정해지고, 그래서 낮은 

임금이 자동적으로 완전한 고용을 촉진한다고 믿었던 

것에 반해, Keynes는 결정적 요인은 바로 사회 내 경제 

수요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빈틈없이 논증된 24개의 장

에서, ‘일반 이론’은 정부의 확실한 조치가 없다면, 구속 

받지 않는 경제적 경쟁의 결과는 불완전 고용과 투자 부

족일 수도 있다는 그의 주장을 제시하였다. 그는 완전한 

중앙 통제식 경제의 사회주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았지만, 시장 원리와 함께 작용하며 취약 계층을 보호

하기 위한 약간의 정부 개입을 주장하고 있었다. 비록 

정부가 재정 적자에 이르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정부 지

출을 늘리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  자신의 저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에서 

Keynes는 자유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의 생각에 반대

하며, 금융 시장 활동에의 정부 개입을 정당화했다.

〘 해설 〙
Keynes가 자신의 책에서 완전한 고용이 노동 가격에 의

해 저절로 촉진될 수 있다는 이전 19세기 자유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의 생각에 대해 반박하고, 정부가 취약 계층

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는 내용이므로,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정당화했다–반대하며’이다. 

① 비판했다–반대하며 

③ 요구했다–인정하며 

④ 비판했다–인정하며 

⑤ 정당화했다–지지하며

〘 구문 〙
■  [Where free-market economists believed {that the 

level of employment in society was essentially 

fixed by the price of labour, <so that lower wages 
would automatically promote full employment>}], 
Keynes said [that it was {the level of economic 
demand within society} that was the determining 

factor]. 
→ 첫 번째 [    ]는 대조를 나타내는 부사절이고, 첫 번

째 {    }는 believ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그 안에서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두 번

째 [    ]는 sai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며 두 번

째 {    }는 it was와 that 사이에 놓여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 어휘 〙
■influential 영향력 있는  

■satisfactory 만족스러운  

■essentially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promote 촉진하다  

■determining 결정적인   

■set out one’s case 주장을 제시하다

■positive 확실한, 단호한   

■put forward 내세우다, 제안하다

■a measure of 약간의

■intervention 개입 

■vulnerable 취약한   

■budget deficit 재정 적자

[41~42] 정답  41. ①   42. ⑤

〘 소재 〙�언어학자들의�언어�연구�방법

〘 해석 〙
컴퓨터 전문가가 특정 컴퓨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람은 그 시스템에 접속하여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출력물로 만들어 내도록 요

청함으로써) 직접 검사하거나, 또는 그것을 설계한 사람

에게 질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프트웨어가 작동

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한 사람의 

의식적인 지식의 일부이며, 결과적으로 그것(소프트웨

어)을 검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직접 접근할 수 

있다. 반면에 언어는 쉽게 접근할 수 없다. 첫째, 언어에 

대한 지식은 언어의 화자가 그 언어의 규칙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의식적이다. 게다가, 언어학

자들은 성도(聲道)와 그것이 만들어 내는 소리를 조사할 

수 있지만, 같은 방법으로 언어를 검사할 수는 없다. 오

히려, 그들은 이 심리적 시스템의 특성에 간접적으로 접

근해야 한다.

언어학자들이 그 시스템의 특성을 추론하기 위해 사용

하는 많은 방법이 있다. 어떤 언어학자들은 언어의 변

화를 살펴보는데, 그들은 언어의 발달에 있어서 다양한 

역사적인 단계를 비교하고 시스템의 어떤 특성이 변화

를 설명할 것인지 추론하려고 한다. 다른 언어학자들은 

언어 병리학을 살펴보는데, 그들은 정상 언어 출력을 

실어증(정상적인 언어 기능을 중단시키는 뇌손상) 환자

의 언어 출력과 비교하고, 시스템의 어떤 특성이 그러

한 이상한 점들을 설명할 것인지 추론하려고 한다. 또 

다른 언어학자들은 모든 인간의 언어가 공통으로 가지

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특징인 언어의 보편적 특징을 

살펴보고, 시스템의 어떤 특성이 이러한 차이(→ 유사

성)를 설명할 것인지를 추론하려고 한다. 접근 방식 목

록은 계속 이어진다.

〘 해설 〙
41. 언어는 컴퓨터 시스템처럼 직접 물리적으로 검사할 

수 없고, 보통 규칙을 의식하지 않은 상태로 언어를 사

용하기 때문에 언어 사용자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도 없

는 상황에서, 언어학자들이 언어의 특성을 추론하기 위

해 주로 사용하는 간접적인 다른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

는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언어

학자들은 언어의 특성을 어떻게 연구하는가’이다.

② 언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

③ 언어와 의사소통의 본질

④ 컴퓨터 언어 대 인간의 언어

⑤ 효과적인 언어 학습 방법

42. (e)가 포함된 문장은 모든 인간 언어가 공통으로 갖는 

언어의 보편적인 특징을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에 대해 

서술한 부분으로 이는 각기 다른 언어에서 발견되는 유

사성을 살피는 것이므로 (e)의 differences를 similarities
와 같은 단어로 고쳐야 한다.

〘 구문 〙
■  In other words, an understanding of [how the 

software works] is part of the conscious knowledge 
of the person [who designed it], and consequently 
it is directly accessible to anyone [who wants to 

examine it]. 
→ 첫 번째 [    ]는 전치사 of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의문

사절이며, 두 번째 [    ]는 the person을 수식하는 관계

절이다. 세 번째 [    ]는 anyon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이 문장에서 it은 모두 the software를 가리킨다.

〘 어휘 〙
■request 요구하다  

■output 출력(물)

■conscious 의식적인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unconscious 무의식적인  

■articulate 분명히 설명하다 

■ vocal tract 성도(聲道)(성대에서 입술 또는 콧구멍에 

이르는 통로) 

■property 특성

■infer 추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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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 for 설명하다   

■aphasia 실어증   

■disrupt 중단시키다   

■abnormality 이상한 것

[43~45] 정답  43. ⑤   44. ③   45. ⑤

〘 소재 〙�병원�청소부의�임무

〘 해석 〙
(A) 심리학자 Barry Schwartz와 정치학자 Kenneth 
Sharpe는 자신들의 책 ‘실용적 지혜’에서 Luke라는 이름

의 병원 청소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가 일하던 

병원에는, 싸움에 휘말려 혼수상태에 빠진 젊은이가 있

었는데, 그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매일 그의 

아버지는 조용히 밤샘 간호를 하며 그의 곁에 앉아 있었

고, 6개월 동안 그렇게 했다.

(D) 어느 날, Luke가 들어와서 젊은이의 병실을 청소했

다. 그의 아버지는 그곳에 없었고, 그는 담배를 피우러 

나가 있었다. 그날 나중에, Luke는 복도에서 그 아버지

와 마주쳤다. 그 아버지는 Luke에게 딱딱거리며 아들의 

병실을 청소하지 않았다고 그를 비난했다. 처음에 Luke
는 방어 태세를 취했고, “나는 당신 아들 병실을 청소했

어요. 그때 마침 당신이 담배를 피우러 나갔어요.”라고 

거의 쏘아붙일 뻔했다.

(C) 하지만 뭔가가 그를 붙잡았고, 그는 “죄송합니다. 가

서 병실을 청소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아버지가 자신이 청소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병실을 청소했다. 그는 왜 그랬을까? 그는 나중에 한 인

터뷰 진행자에게 말했다. “저는 그의 아들에 대한 상황

을 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상태일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의 아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은 6개월 정도

였습니다. 그는 약간 좌절한 상태였으며, 그래서 저는 

그것(병실)을 다시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B) 사실, Luke는 자신을 변호할 충분한 권리가 있었고, 

그의 업무 지침서에는 그가 불합리한 요구에 그렇게 동

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 하지

만, 그는 때맞춰 옳은 방식으로 옳은 일을 하기로 결심

했다. 그에게 있어 그의 일은 방을 청소하는 것뿐만 아

니라 또한 환자와 그들의 가족을 돌보는 것이었다. 그것

이 그가 자신의 분한 기분을 접어 두고 환자 아버지가 

자신의 슬픔을 극복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견뎌 내도록 

돕는 수단으로 기꺼이 다시 방을 청소한 이유이다.

〘 해설 〙
43. 병원 청소부로 일하는 Luke와, 그가 일하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혼수상태의 젊은이와 그를 간병하는 환자 

아버지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는 (A) 뒤에는 사건의 발

단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병실을 이미 청소했음에도 불

구하고 환자 아버지가 Luke가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비

난하는 (D)가 와야 하고, (D)의 마지막 부분에서 환자 

아버지의 부당한 비난에 처음에는 항변을 하려고 했지

만 하지 않고 병실을 다시 청소하는 내용의 (C)가 이어

져야 한다. 자신이 왜 다시 청소를 했는지에 대한 Luke
의 설명이 나온 (C) 마지막 부분 뒤에는 Luke의 행동에 

담긴 의미, 즉 병원 청소부로서 단순히 청소뿐만이 아니

라 환자 가족이 스트레스를 이겨 내도록 돕는 일도 자신

의 일로 인식하는 Luke의 자세를 설명하는 (B)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44. 밑줄 친 (a), (b), (d), (e)는 모두 Luke를 가리키지

만, (c)는 the patient’s father를 가리킨다.

45. 젊은이의 아버지는 Luke에게 병실 청소를 하지 않

았다고 비난했으므로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

은 것은 ⑤이다.

〘 구문 〙
■  That ’s why he [put aside his own sense of 

indignation] and [willingly cleaned the room again 
as a means of {helping the patient’s father through 
the stress of coping with his sorrow}]. 

→ 첫 번째와 두 번째 [    ]는 주어 he에 이어지는 부분

으로 and로 연결되어 있다. {    }는 of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다. 

〘 어휘 〙
■janitor 청소부, 관리인

■compassionately 동정적으로

■unreasonable 불합리한

■demand 요구  

■put aside 접어 두다, 무시하다

■indignation 분노, 분개

■cope with 대처하다, 극복하다

■frustrated 좌절한

■snap (보통 화난 목소리로) 딱딱거리다[톡 쏘다]

■accuse 비난하다

1.�� 정답 ④

〘 소재 〙�차량�내�귀중품�도난�사고를�예방하는�방법

M: Hello, Carmel Valley Apartment residents. I’m 
Derek Williams, the apartment manager. We 
received a notification of a car break-in on 
Friday evening. The thieves took valuable items 
from the vehicle, and they broke the window in 
doing so. So I’d like to tell you how to make 
your vehicle a much less appealing target for 
thieves. First, never leave valuables such as a 
cell phone, purse, or laptop on your seats or 
dashboard. Second, be sure to lock the doors. 
Always double-check that your windows and 
sunroof are completely closed. Last, activate 
your security system if you have one. I hope 
these tips help secure your vehicle. Thanks for 
listening.

남: 안녕하세요, Carmel Valley 아파트 주민 여러분. 저

는 아파트 관리인 Derek Williams입니다. 금요일 저

녁에 자동차 침입에 대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도둑

들은 차량에서 귀중품을 가져갔고, 그렇게 하면서 

창문을 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의 차량을 

도둑들에게 훨씬 덜 매력적인 대상으로 만들 수 있

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휴대 

전화기, 핸드백, 노트북과 같은 귀중품을 여러분의 

좌석이나 계기판 위에 절대 두지 마십시오. 둘째, 반

드시 문을 잠그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창문과 선루

프가 완전히 닫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보안 장치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작동

시키십시오. 이러한 조언이 여러분의 차량을 안전하

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설 〙
아파트 관리인인 남자가 주민들에게 차량 내 귀중품 도

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그러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 어휘�및�어구 〙�
■notification 신고, 통지 

■break-in (절도를 위한) 침입

■vehicle 차량, 탈것

■appealing 매력적인 

■valuables 귀중품

■sunroof (자동차의) 선루프

1 ④ 2 ⑤ 3 ④ 4 ⑤ 5 ③

6 ③ 7 ① 8 ④ 9 ③ 10 ③

11 ⑤ 12 ② 13 ⑤ 14 ④ 15 ①

16 ② 17 ④ 18 ① 19 ② 20 ②

21 ⑤ 22 ③ 23 ① 24 ① 25 ⑤

26 ④ 27 ③ 28 ⑤ 29 ⑤ 30 ④

31 ② 32 ② 33 ⑤ 34 ② 35 ④

36 ⑤ 37 ② 38 ③ 39 ⑤ 40 ①

41 ① 42 ④ 43 ② 44 ③ 45 ④

제 2 회

해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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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ate 작동시키다 

■security system 보안 장치 

■secure 안전하게 지키다

2.�� 정답 ⑤

〘 소재 〙�중량�운동

W: Nolan, you look really tired today.
M: Good morning, Ms. Green. I got back home late 

from the gym last night.
W: I didn’t know that you worked out at a gym.
M: I just started this week. My muscles are so sore 

because I was lifting heavy weights.
W: So you’re already doing heavy weights?
M: Yeah. I want to build my muscles.
W: I see. Did you warm up?
M: Yes, I did.
W: That’s good. But lifting really heavy weights 

might not be the safest thing to do.
M: But my friend said that’s the quickest way to 

build  muscle.
W: It can lead to injuries, though. You should start 

with light weights and then gradually add 
weight when you get stronger.

M: You have a point. I’ll ask my trainer about it.
W: You should. It’s better to be safe than sorry.

여: Nolan, 오늘 정말 피곤해 보이는구나.

남: 안녕하세요, Green 선생님. 어젯밤에 체육관에서 늦

게 집에 돌아왔어요.

여: 네가 체육관에서 운동하는지 몰랐어.

남: 이번 주에 막 시작했어요. 무거운 중량을 들었더니 

근육이 너무 아파요.

여: 그러면 벌써 중량 운동을 하는 거니?

남: 네. 근육을 키우고 싶어요.

여: 그렇구나. 준비 운동을 했니?

남: 네, 했어요. 

여: 잘했구나. 하지만 정말로 무거운 중량을 드는 것은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닐 수도 있어.

남: 하지만 제 친구가 그것이 제 근육을 키우는 가장 빠

른 방법이라고 했어요.

여: 하지만 그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벼운 중량

으로 시작하고 나서 네가 더 강해지면 점차 중량을 

늘려야 해. 

남: 선생님 말씀에 일리가 있네요. 그것에 대해 제 트레

이너에게 물어볼게요.

여: 그래야 해.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편이 낫지.

〘 해설 〙
체육관에서 무거운 중량을 들어서 근육이 너무 아프다

는 남자에게 여자는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중량을 점

차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 어휘�및�어구 〙
■gym 체육관

■sore (근육을 많이 써서) 아픈

■warm up 준비 운동을 하다

■injury 부상

■have a point 일리가 있다

3.�� 정답 ④

〘 소재 〙�요리사와의�인터뷰

M: Excuse me. You must be Susan Johnson. I’m 
Andrew Miller.

W: Hello, Andrew. It’s nice to meet you. 
M: Nice to meet you too. Thanks for sparing me 

some time. You must be very busy these days.
W: Yes, I’ve been doing a lot of media interviews.
M: I heard that the dish you made on TV last week 

is the signature dish of your restaurant.
W: Yeah, customers really love it.
M: When you showed us how to make it, I was 

impressed by your creativity.
W: Thank you. I created it after a lot of trial and 

error.
M: I see. Ever since the show aired, our newspaper 

readers have been asking us to do an interview 
with you.

W: Oh really? I’m honored because I’m also a 
reader of your newspaper.

M: Glad to hear that. Do you mind if I take some 
pictures of you to go along with the interview?

W: No problem.

남: 실례합니다. Susan Johnson 씨이시죠. 저는 Andrew 

Miller입니다.

여: 안녕하세요, Andrew.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매우 바쁘시지요.

여: 네, 미디어 인터뷰를 많이 해오고 있어요.

남: 지난주에 TV에서 선생님께서 만든 요리가 선생님 

음식점의 대표 요리라고 들었어요.

여: 네, 고객들이 정말로 그걸 좋아해요.

남: 선생님이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저희에게 보여 주

셨을 때, 저는 선생님의 창의력에 감명받았어요.

여: 감사합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것을 만들었어

요.

남: 그렇군요. 쇼가 방영된 이후로 저희 신문 독자들은 

선생님과 인터뷰를 할 것을 저희에게 요청해오고 있

어요.

여: 아 그래요? 저도 당신 신문의 독자이기 때문에 영광

입니다.

남: 그 말씀을 들으니 기쁘네요. 인터뷰에 함께 실을 선

생님 사진을 몇 장 찍어도 괜찮겠습니까?

여: 물론이죠. 

〘 해설 〙
TV쇼에서 요리를 보여 준 후 신문 독자들의 요청으로 

인터뷰에 응하게 된 여자와 독자들의 요청으로 여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신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자

의 대화이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④이다. 

〘 어휘�및�어구 〙�
■spare (시간 등을) 내다, 할애하다

■ signature (사람이나 장소를) 대표하는, 본인 고유의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honored 영광인, 명예로운

4.�� 정답 ⑤

〘 소재 〙�홈�시어터

W: Did you have a nice weekend, David?
M: Yeah, I finished setting up my home theater. 

Here’s a picture of it.
W: Awesome! You have a big projector screen on 

the wall.
M: Yeah. It’s much better than a TV for watching 

movies.
W: I’m sure. The speaker next to the screen in the 

corner of the room looks really cool.

M: I like floor standing speakers because of the 
design.

W: Oh, you hung a movie poster above the sofa. It 
makes the room look like a cinema.

M: Yeah, that’s my favorite movie. Do you like the 
cushions on the sofa?

W: Yeah. Where did you get them?
M: Actually, my wife made them.
W: Cool. The big rectangular table in front of the 

sofa is really nice, too.
M: We got it for a really good price at the mall.
W: Great. I also want to make a home theater. 

여: 주말 잘 보냈어요, David?
남: 네, 저의 홈 시어터 설치를 마쳤어요. 여기 사진이 

있어요.

여: 멋져요! 벽에 큰 프로젝터 스크린이 있네요.

남: 네. 그것은 영화 볼 때 TV보다 훨씬 더 좋아요.

여: 당연하죠. 스크린 옆 방 모퉁이에 있는 스피커가 정

말 멋져 보여요.

남: 저는 디자인 때문에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가 좋아요.

여: 아, 소파 위에 영화 포스터를 걸었군요. 그것이 방을 

영화관처럼 보이게 해요. 

남: 네, 그것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예요. 소파 위 

쿠션이 마음에 드세요?

여: 네. 어디서 샀어요?

남: 사실 제 아내가 만들었어요.

여: 멋지네요. 소파 앞 큰 직사각형 탁자도 정말 좋아요.

남: 쇼핑몰에서 정말 좋은 가격에 그걸 샀어요.

여: 좋네요. 저도 홈 시어터를 만들고 싶어요.

〘 해설 〙
여자가 소파 앞에 큰 직사각형 탁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림에는 소파 앞에 원형 탁자가 있다. 따라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 어휘�및�어구 〙
■awesome 멋있는, 굉장한

■rectangular 직사각형의

5.�� 정답 ③

〘 소재 〙�노래�대회�영상�녹화하기

[Cell phone rings.]
W: Hello, Alex.
M: Hi, Emily. Where are you?
W: I’m on my way to the library to return some 

books.
M: Really? I’m at the library now. How about 

having lunch together after returning your 
books?

W: I’d like to, but I’m supposed to meet Jane and 
Michelle. We’re practicing for the singing 
contest. It’s next Saturday.

M: Oh, are all three of you singing?
W: Jane and I are going to sing, and Michelle is 

going to play the guitar.
M: Cool! Have you chosen the song you’re 

performing?
W: Yeah, we’re performing “My Dream.”
M: That’s my favorite song. I should go to your 

performance! Are your parents going to be 
there?

W: No, they’re not. They have an important business 
meeting on that day.

M: Then I’ll record your performance with my cell 
phone so your parents can watc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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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Oh, really? That’ll be great. Thanks, Alex.
M: No problem. See you later.

[휴대 전화가 울린다.]

여: 안녕, Alex.
남: 안녕, Emily. 어디야?

여: 책 몇 권을 반납하러 도서관에 가는 길이야.

남: 정말? 나는 지금 도서관에 있어. 네 책을 반납한 후

에 같이 점심을 먹는 건 어때?

여: 그러고 싶지만, Jane과 Michelle을 만나기로 했어. 

우리는 노래 대회를 위해 연습하고 있거든. 다음 주 

토요일이야.

남: 아, 너희 셋 다 노래하는 거야?

여: Jane과 나는 노래를 하고, Michelle은 기타를 칠 거야.

남: 멋지다! 공연할 곡을 골랐니?

여: 응, 우리는 ‘My Dream’을 공연할 거야.

남: 그건 내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야. 너희들 공연을 보

러 가야겠다! 너희 부모님이 거기에 오시니?

여: 아니 못 오셔. 부모님은 그날 중요한 업무 회의가 

있어.

남: 그러면 너희 부모님이 보실 수 있도록 내 휴대 전화

로 공연을 녹화해 줄게.

여: 아, 정말? 그거 좋겠다. 고마워, Alex.
남: 고맙기는. 나중에 보자. 

〘 해설 〙
여자가 노래 대회에 자신의 부모님이 못 오신다고 하

자, 남자가 여자에게 공연을 녹화해 주겠다고 하고 있

으므로,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 어휘�및�어구 〙�
■on one’s way to ~로 가는 길[도중]에

■business meeting 업무 회의

6.�� 정답 ③

〘 소재 〙�색연필과�연필깎이�구매

M: Good morning. How can I help you?
W: Hi, I’m looking for a colored pencil set for my 

son.
M: All right. They’re right over here. [Pause] This 

one is our most basic set.
W: It only has 10 colors. I need a set with more 

colors.
M: Maybe you’d like this one. It has 36 colors.
W: It looks good. How much is it?
M: It’s $25. But if you’re looking for one with the 

most colors, this other one has 72 colors, and it 
costs $40.

W: I think 36 colors is enough for my son.
M: Okay. Do you need anything else?
W: Yes. Do you have pencil sharpeners?
M: We have two types. A manual one is $5, and an 

electric one is $14.
W: I’ll take two manual ones.
M: All right. Anything else?
W: No, that’s all. Here’s my credit card.

남: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제 아들을 위한 색연필 세트를 찾고 있

어요.

남: 알겠습니다.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잠시 후] 이것

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세트예요.

여: 10가지 색상만 있네요. 많은 색이 있는 세트가 필요

해요.

남: 아마 이게 마음에 드실 거예요. 36가지 색상입니다.

여: 그게 좋아 보이네요. 얼마예요?

남: 25달러예요. 하지만 가장 많은 색상을 찾으신다면, 

다른 이것은 72가지 색상이고 40달러입니다.

여: 제 아들에게는 36가지 색상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남: 좋아요. 그 밖에 필요한 것이 있으세요?

여: 네. 연필깎이가 있나요?

남: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동식은 5달러이고, 전

동식은 14달러입니다.

여: 수동식으로 두 개 살게요.

남: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요?

여: 아니요, 그게 다예요. 제 신용 카드가 여기 있어요.

〘 해설 〙
여자는 25달러짜리 36가지 색상의 색연필 세트를 사고, 

5달러짜리 수동 연필깎이 두 개를 사기로 하여 총 35달
러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③ 

‘35달러’이다.

〘 어휘�및�어구 〙�
■colored pencil 색연필

■pencil sharpener 연필깎이

■manual 수동의

■electric 전동(식)의

7.�� 정답 ①

〘 소재 〙�야구�경기를�보러�가지�못하는�이유

W: Daniel, when are you supposed to give your 
presentation for history class?

M: It’s next Tuesday, but I’m almost finished with 
it.

W: That’s good. I have two tickets for a baseball 
game this weekend. Do you want to go with 
me?

M: Yeah, I’d love to! When is the game?
W: Sunday afternoon. It starts at 2 p.m.
M: Oh, on Sunday? I’m afraid I can’t go.
W: Why? Do you have to work at the coffee shop?
M: No, I quit working there before midterms. I 

needed more time to study.
W: I didn’t know that. Then, why can’t you go to 

the game?
M: This Sunday my older sister’s going to France 

to study for a semester, so my family is going to 
the airport to see her off.

W: Oh, I see. Then we can see a game together 
another time.

M: For sure. Thanks for the offer.
W: No problem.

여: Daniel, 언제 역사 수업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어?

남: 다음 주 화요일이지만, 나는 그것을 거의 다 끝냈어.

여: 잘됐다. 이번 주말 야구 경기 표가 두 장 있어. 나와 

같이 갈래?

남: 그래, 그러고 싶어! 경기가 언제야?

여: 일요일 오후야. 오후 2시에 시작해.

남: 아, 일요일에? 나는 갈 수 없을 것 같아.

여: 왜? 커피숍에서 일해야 하니?

남: 아니, 중간고사 전에 거기서 일하는 것을 그만뒀어. 

공부할 시간이 더 필요했어.

여: 몰랐어. 그러면 왜 경기에 못 가?

남: 이번 주 일요일에 누나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하러 프

랑스로 갈 거라서, 우리 가족은 누나를 배웅하러 공

항에 갈 거야.

여: 아, 그렇구나. 그러면 경기는 다른 때 같이 볼 수 있

겠다.

남: 물론이지. 제안해 줘서 고마워.

여: 고맙기는.

〘 해설 〙
여자가 야구 경기 표가 있다고 하면서 남자에게 같이 가

고 싶은지를 묻는다. 이에 남자는 가고 싶다고 하지만, 

경기가 일요일이라고 하자 프랑스로 가는 누나를 배웅

하러 공항에 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따라서 남자가 야구 

경기를 보러 가지 못하는 이유는 ①이다.

〘 어휘�및�어구 〙
■semester 학기

■see ~ off ~을 배웅하다

8.�� 정답 ④

〘 소재 〙�수족관�방문

M: Helen, what are you doing this Saturday?
W: Jessica and I are planning to go to Sparks 

Aquarium. Do you want to join us?
M: Sparks Aquarium? Is that new?
W: Yeah, it recently opened up on 10th Avenue. Let 

me show you the website on my cell phone.
M: Okay. [Pause] Wow, it says they have more 

than 3,000 sea creatures!
W: Yeah, I really want to see the dolphins and 

seals. Oh, look at this. They have a special 
jellyfish exhibit.

M: Cool! When are you going? I’m free after 2 
p.m. on Saturday.

W: We haven’t decided yet. It says they’re open from 
9 a.m. to 5 p.m. and ticket sales end at 4 p.m.

M: How about meeting at 3 o’clock in front of the 
main gate?

W: That works.
M: Great. I can’t wait!
W: Me neither!

남: Helen, 이번 토요일에 무엇을 할 거니?

여: Jessica와 나는 Sparks 수족관에 가려고 계획 중이

야. 우리와 함께 갈래?

남: Sparks 수족관? 새로 생긴 거야?

여: 응, 10번가에 최근에 개장했어. 내 휴대 전화로 웹사

이트를 보여줄게.

남: 그래. [잠시 후] 와, 3,000마리가 넘는 해양 생물이 

있다고 되어 있어!

여: 응, 나는 돌고래와 물개를 정말 보고 싶어. 아, 이것 

좀 봐. 해파리 특별 전시가 있어.

남: 멋지다! 너희 언제 갈 거야? 나는 토요일 오후 2시 

이후에는 한가해.

여: 아직 정하지 않았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

고, 표 판매는 오후 4시에 끝난다고 되어 있어.

남: 정문 앞에서 3시에 만나는 건 어때?

여: 그거 괜찮다.

남: 좋아. 어서 빨리 가고 싶어!

여: 나도 그래!

〘 해설 〙�
위치(on 10th Avenue), 보유 해양 생물 수(more than 

3,000 sea creatures), 특별 전시(a special jellyfish 

exhibit), 운영 시간(they’re open from 9 a.m. to 5 p.m.)

은 언급되었지만, ④ ‘입장료’는 언급되지 않았다.

〘 어휘�및�어구 〙�
■aquarium 수족관

■jellyfish 해파리

■exhibit 전시(하다)

9.�� 정답 ③

〘 소재 〙�의자�만들기�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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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Hello, listeners. Have you ever thought about 
learning how to make your own furniture? You 
can get started by taking our chair-making 
workshop with craftsman Tom Pierce! In this 
two-week workshop, you will learn how to 
make your own chair. You can design your own 
or choose from a selection of existing chair 
designs. Woodworking experience is not 
required, so beginners are welcome. There’s a 
maximum of four students per session to ensure 
a lot of one-on-one time with Tom. The 
workshop fee is $700, which includes all 
materials, a reference manual, and the use of 
hand tools. Depending on your chair design, 
additional materials may be needed. Please 
contact us with any questions or visit www.
chairmaking.com for more information.

여: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자신만의 가구

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

습니까? 여러분은 공예가 Tom Pierce와 함께 하는 

의자 만들기 워크숍을 수강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습

니다! 이 2주간의 워크숍에서 여러분만의 의자를 만

드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접 디자인

하거나 기존의 의자 디자인 모음에서 고를 수 있습

니다. 목공 경험을 요구하지 않아서 초보자도 환영

합니다. Tom과 일대일로 많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

해 세션당 최대 학생수는 4명입니다. 워크숍 수강료

는 700달러이며, 여기에는 모든 재료, 참조 설명서, 

수공구 사용이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의자 디자인에 

따라 추가 재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있

으면 저희에게 연락하거나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www.chairmaking.com을 방문하십시오.

〘 해설 〙
목공 경험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

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이다.

〘 어휘�및�어구 〙�
■furniture 가구

■craftsman 공예가, 장인

■existing 기존의

■maximum 최대(치), 최고(치)

■ensure 확보하다 

■one-on-one 일대일의

■reference manual 참조 설명서

■additional 추가의

10.�� 정답 ③

〘 소재 〙�로봇�진공청소기

M: What are you doing on the Internet, Sarah?
W: I’m looking to buy a robot vacuum cleaner for 

my parents.
M: Good idea. I recently got one for my parents 

and they loved it.
W: Oh, really? Then maybe you can help me 

choose one.
M: Sure. [Pause] This white one has a cool design.
W: I know, but my parents don’t l ike white 

appliances.
M: Okay. How much are you planning to spend on 

a vacuum cleaner?
W: Well, my budget is $300.
M: All right. Then this one is out.
W: What about this one?
M: It looks good, but look at the runtime. It’s a lot 

 shorter than these other two.
W: Good point. Then it’s down to these two models. 

Do you think voice control is important?
M: Yeah, i t ’s great . I t a l lows you to c lean 

effortlessly.
W: Wow, then I’ll get this one because my parents 

will like that function.
M: Sounds good.

남: 인터넷에서 뭐 하고 있어요, Sarah?
여: 부모님을 위해 로봇 진공청소기를 사려고 보고 있

어요.

남: 좋은 생각이에요. 최근에 저도 부모님께 하나 사드

렸는데 그것을 좋아하셨어요.

여: 아, 정말요? 그럼 어쩌면 제가 고르는 것을 당신이 

도와주실 수 있겠네요.

남: 물론이죠. [잠시 후] 이 흰색은 디자인이 멋지네요.

여: 알아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흰색 가전제품을 좋

아하지 않으셔요.

남: 좋아요. 진공청소기에 얼마를 쓸 계획이에요?

여: 글쎄요, 제 예산은 300달러예요.

남: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빼야죠.

여: 이건 어때요?

남: 좋아 보이는데, 실행 시간을 보세요. 다른 두 개보다 

훨씬 더 짧아요.

여: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면 이 두 모델로 좁혀져요. 음

성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 네, 좋아요. 그것은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해줘요.

여: 와, 저희 부모님이 그 기능을 좋아하실 테니 그러면 

이것을 살게요.

남: 좋아요.

〘 해설 〙
흰색이 아니면서 300달러를 넘지 않는 것 중, 실행 시간

이 세 모델 중에서 더 짧지 않으면서 음성 컨트롤 기능

이 있는 것을 골랐으므로, 여자가 주문할 로봇 청소기는 

③이다.

〘 어휘�및�어구 〙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

■appliance 가전제품, 전기 제품[기구]

■budget 예산

■runtime 실행 시간 

■function 기능

11.�� 정답 ⑤

〘 소재 〙�할머니�생신�선물

M: Mom, I don’t know what to buy grandmother 
for her birthday.

W: Well, what about making a blueberry pie for 
her? She’d love it.

M: But I don’t know how to bake one.
W: 

남: 엄마, 할머니 생신을 위해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 음, 할머니를 위해 블루베리 파이를 만드는 건 어

때? 아주 좋아하실 거야.

남: 하지만 저는 어떻게 굽는지 몰라요.

여: 걱정하지 마. 네가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조리법이 

나에게 있어.

〘 해설 〙
할머니 생신 선물로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남자에게 여자가 블루베리 파이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

떠냐고 하자, 남자가 어떻게 파이를 굽는지 모른다고 말

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① 좋은 생각이야. 내일 쇼핑몰에 가자.

② 물론이지. 생일 케이크를 사기에 좋은 빵집을 알고 

있어.

③ 문제없어. 할머니가 어떤 종류의 파이를 좋아하시는

지 물어볼게. 

④ 신경 쓰지 마. 할머니를 위해 산 것을 그냥 드려.

〘 어휘�및�어구 〙�
■bake 굽다

12.�� 정답 ②

〘 소재 〙�생물학�보고서

W: Eric, do you have plans this evening? If not, 
how about going to see a movie with me?

M: I’d like to, but I need to start writing my 
biology report.

W: I haven’t started mine, either. I thought I could 
write it all tomorrow.

M: 

여: Eric, 오늘 저녁에 계획 있니? 없으면, 나랑 영화 보

러 가는 거 어때?

남: 그러고 싶지만, 생물학 보고서를 쓰기 시작해야 해.

여: 나도 나의 보고서를 시작하지 않았어. 내일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남: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 너는 오늘 시작하는 게 좋을 

거야.

〘 해설 〙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가자는 여자에게 생물학 보고서를 

써야 한다고 남자가 말하자 내일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여자가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의 응답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① 알겠어. 내 보고서를 거의 다 썼으니 내가 너를 도와

줄 수 있어.

③ 좋아. 너도 이번 학기에 생물학을 듣는 건 어때? 

④ 물론이지. 영화 감상평을 먼저 확인해 보는 건 좋은 

생각이야. 

⑤ 미안해. 난 네가 그 영화를 봤는지 몰랐어.

〘 어휘�및�어구 〙�
■biology 생물학

13.�� 정답 ⑤

〘 소재 〙�독서�클럽�

W: Hi, Nathan. It seems like you’re really into that 
book.

M: Yeah. I have to finish it by this Friday for my 
book club.

W: You’re in a book club?
M: Yeah, I’ve been in it for over a year. I enjoy 

having discussions about books with people 
who have different views.

W: Really? To me that’d be uncomfortable.
M: Not really. It helps to understand books better.
W: Hmm, it makes sense.
M: You know what? Last year we met twice a 

month, so I read 24 books.
W: Wow! One of the new year’s resolutions I 

always make is to read at least 10 books a year, 
but I always fail.

M: Before joining the book club, I was the same 
way. I could never read a lot of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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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Sounds like the book club has really helped you 
out!

M: Yeah. And it’s good because I end up reading 
the types of books I normally wouldn’t.

W: 

여: 안녕, Nathan. 그 책에 정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

는구나.

남: 그래. 독서 클럽을 위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끝내

야 해.

여: 독서 클럽에 들었니?

남: 그래. 1년 넘게 속해 있어. 나는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책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즐겨.

여: 정말? 나한테는 그게 불편할 거야.

남: 그렇지는 않아. 그것은 책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

여: 음, 말이 되네. 

남: 그거 알아? 작년에 우리는 한 달에 두 번 만나서, 나

는 24권의 책을 읽었어.

여: 와! 내가 항상 하는 새해 결심 중 하나는 일 년에 적

어도 10권의 책을 읽는 것인데, 나는 항상 실패해.

남: 독서 클럽에 가입하기 전에는 나도 같았어. 나는 절

대 많은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

여: 독서 클럽이 너를 정말 도와준 것 같구나!

남: 그래. 그리고 내가 보통은 읽지 않을 종류의 책을 결

국에는 읽게 되기 때문에 좋아.

여: 그것은 너의 독서 목록을 다양화하는 기회를 주는구나.

〘 해설 〙�
남자는 독서 클럽을 통해 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

었고,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었다고 여자에게 말하는 상

황이다. 독서 클럽이 남자를 도와준 것 같다고 여자가 

말하자, 남자가 보통은 읽지 않을 종류의 책도 읽게 되

었다고 말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⑤이다.

① 나는 매달 독후감을 쓸 거야.

② 나는 이번 모임은 참석하지 못할 거야.

③ 나도 가입하고 싶은데, 그 주제가 익숙하지 않아. 

④ 나는 네가 너의 결심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 어휘�및�어구 〙�
■be into ~에 빠지다, ~을 좋아하다

■new year’s resolution 새해 결심

■normally 보통(은)

■diversify 다양화하다

14.�� 정답 ④

〘 소재 〙�외국어�학습

M: Serena, what are you doing?
W: Hi, Scott. I’m trying to memorize some Spanish 

words.
M: Wow, you’re still studying Spanish hard.
W: Not really. I took a break for a while, and I 

recently started again.
M: Really? Then you might’ve forgotten some 

words and grammar.
W: Right. I know your French is really good. How 

did you get so good?
M: One thing that really helped me was using songs 

and story books. I almost never used textbooks.
W: I should give it a try. I’m thinking about joining 

an online language exchange program to 
interact with native Spanish speakers.

M: Great idea. That can help motivate you.
W: Do you think so?

M: Sure! And it’d be a fun way to learn.
W: But I’m worried that my language exchange 

partner won’t be able to understand my Spanish.
M: 

남: Serena, 뭐 하고 있어?

여: 안녕, Scott. 스페인어 단어를 암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남: 와, 아직도 스페인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여: 그렇지는 않아. 잠시 쉬었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했어.

남: 정말? 그러면 단어와 문법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여: 맞아. 네가 프랑스어를 잘한다는 걸 알아. 어떻게 그

렇게 잘하게 되었어?

남: 나에게 정말로 도움이 됐던 한 가지는 노래와 이야

기책을 사용하는 것이었어. 나는 교과서를 거의 사

용하지 않았어.

여: 나도 한번 해봐야겠구나. 스페인 원어민들과 소통하

기 위해 온라인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할까 생

각 중이야.

남: 좋은 생각이야. 그것은 너에게 동기 부여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여: 그렇게 생각해?

남: 물론이지! 그리고 그것이 학습하는 재미있는 방법이 

될 거야.

여: 하지만 내 언어 교환 파트너가 내 스페인어를 이해

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돼.

남: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언어 학습 과정의 일부야.

〘 해설 〙
최근에 스페인어를 다시 공부하고 있는 여자가 프랑스

어를 잘하는 남자와 외국어 학습에 대해 대화를 하는 상

황이다. 여자가 원어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온라인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만, 자신의 스페인어를 

언어 교환 파트너가 이해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된다고 

남자에게 말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① 스페인어는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이 많아.

② 두 언어를 동시에 배우는 것은 권장되지 않아.

③ 교과서에 있는 모든 것을 외우고 연습할 필요는 없어.

⑤ 나는 스페인 노래 듣는 것을 매우 좋아해서 몇몇 단

어를 더 잘 기억할 수 있어.

〘 어휘�및�어구 〙�
■memorize 암기하다

■give it a try 한번 해보다, 시도하다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15.�� 정답 ①

〘 소재 〙�기숙사�생활�적응

W: Kevin is a freshman in college now. His college 
is far from his home, so he has to live in a dorm. 
He has one roommate, and this is the first time 
he’s ever shared a room with anyone. Also, he 
has chores to do for the first time. After the first 
week of living in the dorm, Kevin calls his 
mother and tells her that he is dissatisfied with 
living in the dorm. She just thinks Kevin is 
having a hard time because it is his first time 
living away from home. She wants to tell Kevin 
that it’ll take some time for him to get used to 
living in the dorm.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Kevin’s mother most likely say to Kevin?

Kevin’s mother: 

여: Kevin은 지금 대학 신입생입니다. 그의 대학은 집에

서 멀어서 그는 기숙사에서 살아야 합니다. 룸메이

트가 한 명 있고, 그가 누군가와 방을 같이 쓰는 것

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그는 처음으로 해야 할 

허드렛일이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한 지 일주일 

후, Kevin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기숙사

에서 생활하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단지 Kevin이 집을 떠나서 생활하는 것이 처

음이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녀는 Kevin에게 기숙사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

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싶

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evin의 어머니는 Kevin
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Kevin의 어머니: 네가 기숙사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시

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 해설 〙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룸메이트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된 Kevin이 기숙사 생활이 불만스럽다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하자, Kevin의 어머니는 기숙사 생활에 

익숙해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Kevin의 어머니가 Kevin에
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② 다음 달에 기숙사에서 나오는 게 어때?

③ 룸메이트와 기숙사 규칙을 정하는 건 어때?

④ 기숙사에서 공부하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야 해.

⑤ 너의 귀중품을 기숙사 방 안전한 어딘가에 두는 것이 

좋겠어.

〘 어휘�및�어구 〙
■freshman 신입생

■dorm 기숙사

■chore 허드렛일

■get used to doing ~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16~17]  정답  16. ②   17. ④

〘 소재 〙�세계의�유명한�도시�공원

M: Hello, everyone. After spending a long week at 
work, you probably want to get out of the city 
and enjoy some nature. Luckily, there are nice 
green spaces to enjoy even in some of the 
world’s biggest cities. First, Stanley Park, located 
in downtown Vancouver, is a nature lover’s 
paradise. It attracts around 8 million visitors each 
year. If you visit there, don’t miss the park’s 
famous seawall, which offers fantastic views of 
English Bay. Second, Hyde Park, in London, 
holds world-class events and has peaceful places 
to relax. In early summer, they have a gorgeous 
rose garden. Third, Lumphini Park is the first 
public park in Bangkok. It’s a perfect escape 
from all the city’s noise. Paths around the park 
are good for taking a morning and evening walk 
or jog. Last, Central Park, in New York City, is 
the most visited park in the world, with over 25 
million visitors each year. This park is filled with 
fountains, monuments and bridges. You could 
spend a whole day exploring Central Park, while 
enjoying New York’s iconic skyline. Go online to 
find more information about these city parks.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긴 한 주를 보낸 후, 

여러분은 아마도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즐기고 싶으

실 겁니다. 운 좋게도 세계의 가장 큰 도시 중 몇몇 

안에도 즐길 수 있는 멋진 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첫

째, 밴쿠버 시내에 위치한 Stanley Park는 자연을 사

랑하는 사람들의 천국입니다. 매년 약 8백만 명의 방

문객을 끌어 모읍니다. 여러분이 그곳을 방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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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만의 환상적인 전망을 제공하는 공원의 유

명한 방파제를 놓치지 마십시오. 둘째, 런던에 있는 

Hyde Park는 세계적인 행사를 열며, 쉴 수 있는 평

화로운 장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초여름에 그곳에는 

화려한 장미 정원이 생겨납니다. 셋째, Lumphini 
Park는 방콕의 첫 번째 공원입니다. 도시의 모든 소

음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난 곳입니다. 공원 주변의 

길은 아침과 저녁 산책이나 조깅을 하기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의 Central Park는 매년 2천 5백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로,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분수, 기념물과 다

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뉴욕의 아주 유명

한 스카이라인을 즐기면서 Central Park를 탐험하는 

데 종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공원에 대

해 더 많은 정보를 찾으려면 온라인에 접속하십시오. 

〘 해설 〙
16. 세계의 유명한 도시 속 공원을 소개한 내용이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세계의 

유명한 도시 공원’이다. 

① 공원 근처에 사는 것의 이점

③ 도시 공원에서의 특별한 행사

④ 국립공원의 인기 있는 설계

⑤ 공원을 방문할 때 지켜야 할 규칙

17. 밴쿠버, 런던, 방콕, 뉴욕은 언급되었지만, ④ ‘베이

징’은 언급되지 않았다.

〘 어휘�및�어구 〙�
■attract 끌어 모으다, 끌다

■gorgeous 화려한, 훌륭한

■escape 벗어남, 도피

■fountain 분수

■monument 기념물

■iconic 아주 유명한, 아주 인기 있는

18.� 정답 ①

〘 소재 〙�문제�제기�내용에�대한�명료화�요청

〘 해석 〙
Haulman 씨께

저희는 5월 7일 Business After Hours 세미나에서의 

Frank Martin 박사가 한 발언에 관한 귀하의 편지를 받

았습니다. Martin 씨는 Fullerton 직원이 아닌 국가 상공 

회의소 회원으로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Martin 씨가 우리 산업과 우리가 사업을 하는 방식에 대

해 신중하지 못하거나,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면, 저는 반드시 그가 그것들을 주의하도록 

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의 논문의 전체 원고를 읽

었습니다. 제가 즉시 그것들을 그와 상의할 수 있도록 

정확히 어떤 진술이 잘못된 것인지 제게 짚어주실 수 있

을까요?

Sarah Jolly 드림

〘 해설 〙
세미나에서 Frank Martin이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였다

는 편지를 받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게 주의를 환기하겠

다고 약속하며, 발언 내용 중 정확히 어떤 진술이 잘못

된 것인지 묻고 있다. 따라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①이다.

〘 구문 〙
■  Would you please point out to me [exactly which 

statements are in error] [so I may discuss them with 
him immediately]?

→ 첫 번째 [    ]는 명사절로 point out의 목적어이다. 두 

번째 [    ]는 so가 이끄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 어휘 〙
■remark 발언

■employee 직원

■chamber of commerce 상공 회의소

■reckless 신중하지 못한, 무모한

■misleading 오해의 소지가 있는

■statement 진술, 발언

■attention 주의, 주목, 관심

■draft 원고

19.�� 정답 ②

〘 소재 〙�해변을�떠나기�싫은�아이

〘 해석 〙
해변을 떠날 때가 되자 Julius는 ‘수력’을 켜고 울기 시작

했다. 그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면서 

울었다. 그가 떠나야 한다고 흐느껴 울면서 그의 가슴은 

찢어질 것만 같았다. 그를 꼭 껴안아 준 다음, 마침내 그

의 할머니는 그의 주의를 충분히 오래 끌어 “바다와 작

별 인사를 하고 싶니?”라고 물을 수 있었다. 즉시 Julius
는 우는 것에서 주의를 돌렸고, 그래서 그는 바다의 기

분이 좋아지게 돕도록 하는 자신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

었다. “안녕, 바다야, 네가 그리울 거야. 내일 보자.” 눈

물이 그쳤고 Julius는 편안해졌다. 바다도 마찬가지였다.

〘 해설 〙
해변을 떠나기 싫다고 흐느껴 울던 Julius가 할머니의 이

야기를 듣고, 바다의 기분을 달래면서 자신의 기분도 편

안해졌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Julius의 심경 변화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② ‘불행한 → 편안한’이다.

① 차분한 → 겁에 질린

③ 화난 → 부끄러운

④ 공감하는 → 매우 기쁜

⑤ 격려받은 → 낙담한

〘 구문 〙
■  [Hugging him tightly], eventually, his grandmother 

was able to get his attention long enough to ask, 

“Would you like to say good-bye to the ocean?” 
→ [    ]는 주절의 주어인 his grandmother를 의미상의 

주어로 하는 분사구문이다. ‘~할 만큼 충분히 …하게’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 + enough to do」 구문이 사용되

었다. 

〘 어휘 〙
■turn on ~을 켜다

■sob 흐느껴 울다

■hug 껴안다

■eventually 마침내, 결국

■say good-bye 작별 인사를 하다

■distract (주의를) 딴 데로 돌리다

■tear 눈물

■comfort 편하게 하다, 위로하다

20.� 정답 ②

〘 소재 〙�자녀와의�합의

〘 해석 〙
어떤 부모들은 자신의 십 대 (자녀들)에게 위협적인 어

조로 “이게 우리가 하려는 거다. 동의하지?”라고 말한

다. 십 대들은 ‘그만 좀 하세요’라고 생각하면서, 분해하

며 “물론이지요”라고 대답한다. 그들이 심지어 좋은 결

과를 빌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그 합의를 지킬 의향이 

전혀 없다. 그들은 벗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단지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일 분 일 

분을 세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장려하는 합의는 여

러분이 자신의 십 대 자녀에게 “나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 둘에게 모두 존중한다고 느껴지는 

합의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기꺼이 브레인스토밍하

려고 해.”라고 말함으로써 존중하는 관여를 실천하는 합

의이다. 만약 여러분이 합의한다면, 상황이 나아지는지 

보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 시험해 보라. 만약 그렇지(나

아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십 대 (자녀들)와 약속을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조금 더 하라.

〘 해설 〙
부모 위주의 일방적인 합의는 자녀가 그것을 지킬 의향

이 없도록 하므로, 자녀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

하여 서로에게 존중한다고 느껴지는 합의를 하려고 노

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 구문 〙
■  They may simply be counting the days, hours, and 

minutes [until they can {get away} and {do <what 
they want>}].

→ [    ]는 시간의 부사절이다. 그 안의 두 개의 {    }는 

they can에서 이어져, and로 대등하게 연결된 술어이다. 

<    >는 명사절로 do의 목적어이다.

■  [If you make an agreement], try it out for a short 
time [to see {if the situation improves}]. 

→ 첫 번째 [    ]는 조건의 부사절이다. 두 번째 [    ]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다. {    }는 if가 유

도하여 ‘~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절이다.

〘 어휘 〙
■resentfully 분해하며, 분개하여

■respond 대답하다

■ have one’s fingers crossed (중지를 인지에 포개고) 좋

은 결과(행운)를 빌다

■intention 의향

■encourage 장려하다

■respectful 존중하는

■involvement 관여, 참여

■be willing to do 기꺼이 ~하다

21.� 정답 ⑤

〘 소재 〙�자신의�삶을�이해하는�과정으로서의�시야의�융합

〘 해석 〙
Hans-Georg Gadamer는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

는 과정을 ‘역사와의 대화’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본다. 

우리가 수 세기 동안 존재해 온 역사 문헌을 읽을 때, 그

것들의 전통과 전제에서의 차이는 우리 자신의 문화적 

규범과 편견을 드러내며, 현재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우

리의 이해를 확장하고 심화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플라

톤이 쓴 책을 집어 들어 주의 깊게 읽으면 플라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선입

관과 편향이 명확해지며, 어쩌면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도 알게 된다. 내가 플라톤을 읽을 뿐만 아니라 플라톤

도 나를 읽고 있다. 이러한 문답, 즉 Gadamer가 말하는 

‘시야의 융합’을 통해 세상에 대한 나의 이해는 더 깊고 

더 풍요로운 수준에 도달한다.

〘 해설 〙
Gadamer가 말하는 ‘시야의 융합’에 관한 글로 플라톤의 

저서를 읽는 과정에서 플라톤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될 뿐

만 아니라, 그 책을 통해 자신의 선입관과 편향이 명확

해지며 어쩌면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Plato is reading me’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플라톤의 책이 나의 삶을 해

석하는 틀이 되고 있다.’이다.

① 플라톤에 대한 나의 이해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

② 나는 플라톤조차도 자기만의 선입관과 편향을 가지

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③ 플라톤은 현대 세계에서의 나의 삶이 어떨지 예측했다.

④ 마치 플라톤이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나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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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문 〙
■  [As we read historical texts {that have existed for 

centuries}], [the differences {in their traditions and 
assumptions}] reveal our own cultural norms and 

prejudices, [leading us to broaden and deepen {our 
understanding <of our own lives in the present>}].

→ 첫 번째 [    ]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고, 그 안의  

{    }는 historical text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명사구로 주절의 주어이다. 두 번째 [    ] 안의 

{    }는 the differences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이다. 세 번

째 [    ]는 분사구문으로 앞선 절의 결과를 표현한다. 세 

번째 [    ] 안의 {    }는 명사구로 broaden and deepen의 

목적어이고 <    >는 our understanding을 수식하는 전치

사구이다.

〘 어휘 〙
■historical 역사의

■assumption 전제, 가정

■norm 규범

■prejudice 편견, 선입관

■broaden 확장하다

■deepen 심화하다, 깊게 하다

■bias 편향, 편견

■fusion 융합, 결합

■horizon (사고, 지식의) 시야, 지평

22.� 정답 ③

〘 소재 〙�성장�과정에서�놀이의�역할�

〘 해석 〙
Peter Gray는 보스턴 대학의 심리학 연구 교수이다. 그

는 생물학적인 진화적 관점에서 놀이를 연구해왔고, 그

는 어린 인간은 다른 책임에 얽매이지 않을 때, 다른 포

유류보다 훨씬 더 많이 놀며, 그들이 이것에서 엄청나게 

득을 본다는 것을 특별히 언급한다. 몇 년 전, 그는 수렵 

채집인 문화를 연구해 온 인류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

사에 착수했다. 조사에 참여한 모든 인류학자는 이러한 

문화권의 어린이들이 온종일 어른들의 지도 없이 놀도

록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어른들은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도록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데 무감독 놀이가 필수적

이라고 생각했다. “이들 인류학자 중 일부는 이 문화권

에서 관찰한 아이들이 지금까지 어디에서 관찰한 어린

이 중에서도 가장 총명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협조

적이며, 정서적으로 가장 안정되었으며, 회복력이 가장 

뛰어난 어린이 에 속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Gray 박사는 말했다. “따라서 생물학적인 진화적 

관점에서 놀이는 어린 인간을 포함한 어린 포유류들이 

성체로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습득해야 할 기술을 

습득하도록 보장하는 자연의 수단입니다.”

〘 해설 〙
어린이들이 온종일 어른들의 지도 없이 놀도록 허용되

는 문화 연구를 바탕으로 놀이가 어른으로의 성장 과정

에서 습득해야 할 기술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하는 

학습의 수단이 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요지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 구문 〙
■  The adults considered unsupervised play [essential 

to {learning skil ls <that lead to becoming 

responsible grown-ups>}].
→ [    ]는 considered의 목적격보어이다. 그 안의 {    }

는 to의 목적어이다. <    >는 skills를 수식하는 관계절

이다. 

〘 어휘 〙
■psychology 심리학

■biological 생물학적인 

■evolutionary 진화적인, 진화의

■perspective 관점

■responsibility 책임

■mammal 포유류

■benefit from ~에서 득을 보다

■tremendously 엄청나게

■embark on ~에 착수하다

■survey 조사

■anthropologist 인류학자

■hunter-gatherer 수렵 채집인 

■point out  ~을 지적하다

■guidance 지도, 안내

■unsupervised 무감독의

■cooperative 협조적인, 협력하는

■well-adjusted 정서적으로 안정된

■insure 보장하다

■acquire 습득하다

23.� 정답 ①

〘 소재 〙�가뭄과�식물의�질병

〘 해석 〙
다른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들과 마찬가지로 식물 병

원체(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는 감염시키기 위해 취약

한 개체의 공급을 필요로 한다. 가뭄 기간은 식물의 생

식과 성장 속도를 늦춰, 그로 인해 질병의 발병률을 감

소시킨다. 그러나 건조 상태는 또한 식물을 약하게 하여 

그것들을 건조한 환경에서 번성하는 병원체에 취약하게 

만든다. 이것은 곡류 작물, 콩과 식물, 과수의 잎을 공격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곰팡이를 포함한다. 이 곰팡이들은 

토양에서 굳어진 극히 작은 덩어리로서 휴면 상태로 생

존하도록 적응되었다. 그것들은 건조한 토양에서 여러 

해 동안 존재할 수 있지만, 토양이 젖으면, 그 곰팡이들

은 몇 주 안에 반드시 숙주를 찾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

면 죽게 된다. 그것들이 반드시 자신의 숙주를 죽이는 

것은 아니다. 병아리콩에 대한 최근 연구는 이러한 곰팡

이로부터의 감염이 건기 동안에 실제로 증가하지만, 감

염된 식물의 고사율은 가뭄 동안에 감소한다는 것을 보

여준다.

〘 해설 〙
가뭄은 병원체에 감염될 수 있는 식물 개체의 공급을 줄

여 식물 질병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식물을 감

염시키는 병원체를 번성하게도 하지만 실제 식물의 사망

률은 감소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① ‘식물 질병에서의 가뭄의 역할’이다.

② 오염된 물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

③ 물 부족에 대한 식물의 적응

④ 물 부족이 토양 건강에 미치는 영향

⑤ 식물 성장을 위한 물의 중요성

〘 구문 〙
■  Aridity, however, also [weakens plants] and [makes 

them {susceptible to pathogens <that thrive in dry 

conditions>}].
→ 두 개의 [    ]는 술어로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

다. {    }는 makes의 목적격보어이고, <    >는 관계절로 

pathogens를 수식한다.

〘 어휘 〙
■agent 병원체

■pathogen 병원체

■susceptible 취약한, 영향을 받기 쉬운

■individual 개체

■infect 감염시키다

■drought 가뭄

■reproduction 생식, 번식

■thereby 그로 인해, 그 때문에

■prevalence 발병률, 유행, 널리 퍼짐

■thrive 번성하다

■fungus 곰팡이, 균류 (pl. fungi)
■grain crop 곡류 작물, 곡물

■adapt 적응시키다, 적응하다

■dormant 휴면(기)의, 활동을 중단한

■hardened 굳어진, 경화한

■microscopic 극히 작은, 미세한

■host (기생 생물의) 숙주

■spell 기간

■mortality 사망(률)

24.�� 정답 ①

〘 소재 〙�감정을�식별하고�분류하기

〘 해석 〙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한자리에 앉을’ 때, 즉, 우리가 그

것들(우리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때, 첫 번

째 단계 중 하나는 그 감정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명칭을 

붙이는 것이다. ‘우리가 감정을 정확하게 명칭을 붙일 수 

있을 때, 우리는 판단 없이 그것을 관찰하고 있다.’ 판단

없이 감정을 인식할 때, 우리는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가 이 감정을 단지 ‘나쁜 기분이 든다’고 인식

하는 대신 우리가 ‘불안’을 느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어떤 득이 있을까? 우리는 감정에 이름을 붙일 때 감정

과 분리되어서, 우리는 감정을 ‘좋은’ 혹은 ‘나쁜’으로 판

단하지 않아서, 감정은 단지 있는 그대로이고 그것이 우

리를 정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그것에 의해 감정

적으로 납치당하는 것, 즉 그 감정과 함께 자신을 ‘좋은’ 

또는 ‘나쁜’으로 분류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준다. 

감정에 명칭을 붙이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그것에 대처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

의 감정에 명칭을 붙일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식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들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

다. ‘기분이 안 좋다’를 ‘불안하고 수치심을 느낀다’로 대

체할 때, 그 감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더 구

체적인 정보를 얻게 된다.

〘 해설 〙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명칭을 붙이는 것을 

통해, 좋고 나쁜 감정에 따라 자신을 좋고 나쁜 것으로 

정의하지 않게 되고, 구체적인 감정을 유연하게 관리하

고 그 감정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

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감정을 인식하

고 명칭을 붙이는 것의 장점’이다.

② 감정을 공유하기: 감정의 진통제

③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기

④ 꼬리표 달기: 안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장애물

⑤ ‘나쁘다’는 명칭이 붙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 구문 〙
■  What is the benefit in [{noticing that we feel 

“anxious”} rather than {identifying this emotion as 
just “feeling bad”}]? 

→ [    ]는 동명사구로 전치사 in의 목적어이다. 그 안에서 

두 개의 {    }는 ‘~대신에 …’의 의미를 가진 「... rather 
than ~」 구문으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 

〘 어휘 〙
■identify 식별하다

■label ~에 명칭을 붙이다, 분류하다

■anxious 불안한

■separate 분리된

■avoid 피하다

■hijack 납치하다, 강탈하다

■cope with ~에 대처하다

■differentiate 식별하다

■flexibly 유연하게

■replace 대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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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me 수치심

■specific 구체적인

25.�� 정답 ⑤

〘 소재 〙�전자�폐기물량�상위�10개국

〘 해석 〙
위의 도표는 2016년에 발생한 전자 폐기물량 별로 상위 

10개국을 보여 준다. 전자 폐기물의 최대 생산국은 총 

720만 미터톤 규모의 중국이었다. 두 번째 상위 생산국

인 미국은 세 번째 상위 생산국인 일본에 비해 3배 많은 

전자 폐기물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1인당 전자 폐기물 

발생량이라는 면에서는 중국과 미국 모두 가장 높은 순

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1인당 전자 폐기물 발생량에 관

한 한, 독일이 브라질보다 3배가 넘는 전자 폐기물을 생

산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각각 150만 미터톤 미만

을 발생시켰지만, 둘 다 1인당 20kg 넘게 생산했다.

〘 해설 〙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각각 150만 미터톤 미만을 발생시

킨 것은 맞지만, 1인당 폐기물 생산량이라는 면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각각 1인당 21.3kg, 18.9kg을 발

생시켰으므로, 이탈리아에서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은 

20kg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 구문 〙
■  The United States, [the second largest producer], 

generated three times more e-waste than Japan, 

[which was the third largest producer].
→ 첫 번째 [    ]는 명사구로 The United States와 동격 

관계에 있다. 두 번째 [    ]는 Japan을 부연 설명하는 관

계절이다.

〘 어휘 〙
■waste 폐기물

■metric ton 미터톤(= 1,000kg)
■in terms of ~ 면에서는

■per-capita 1인당

■when it comes to ~에 관한 한

26.� 정답 ④

〘 소재 〙�Linus�Carl�Pauling의�생애

〘 해석 〙
Linus Carl Pauling은 미국 Oregon 주 Portland에서 태

어났다. 그는 아직 Oregon 주에 있을 때 양자 역학에 대

해 처음 듣고 1926년 유럽에서 몇몇 세계 전문가들 밑에

서 장학금을 받고 그 주제를 공부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조교수

가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인생의 대부분 시간 동안 머

물렀다. Pauling은 생체 분자에 큰 관심을 가졌고, 겸상 

적혈구 빈혈이 분자병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또한 

평화 운동가였으며, 미국과 베트남의 사이에 중재를 시

도한 공로로 196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만년에 

대체 의학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 그의 평판은 손상되었

다. 그는 감기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고용량 비타민 C를 

사용하는 것을 옹호했는데, 이 치료법은 효과가 없는 것

으로 이후 밝혀졌다.

〘 해설 〙
미국과 베트남 사이에 중재를 시도한 공로로 노벨 평화

상을 수상하였다고 언급되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 구문 〙
■  He returned to the US and became an assistant 

professor at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where he remained for most of his life].

→ [    ]는 관계절로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에 대해 부연 설명한다.

〘 어휘 〙
■mechanics 역학, 기계학

■scholarship 장학금

■expert 전문가

■assistant professor 조교수

■molecule 분자

■molecular 분자의

■campaigner 운동가

■award 수여하다

■mediate 중재하다

■reputation 평판, 명성

■enthusiasm 열정, 열광, 열중

■alternative 대체의

■champion 옹호하다

■high-dose 고용량, 많은 복용량

■defense 방어 수단

■common cold (보통) 감기

■treatment 치료법

■subsequently 이후, 그 후에, 나중에

■ineffective 효과 없는

27.� 정답 ③

〘 소재 〙�디지털�주방�저울

〘 해석 〙
Chef Pal 스마트 디지털 주방 저울

Chef Pal 스마트 디지털 주방 저울은 조리법에 맞는 여

러분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정확한 1회 섭취 분량을 

보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재료의 무게를 정밀하게 측정

하여, 제빵과 요리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합니다.

▪ 제품 정보

 – 정확히 1g까지 정확한 중량 도수를 제공합니다.

 –최소 중량 권장량은 3g(측정 범위: 3g∼10kg)입니다.

 – 용기 중량 버튼을 눌러서 접시나 그릇의 중량을 제할 

수 있습니다.

 – 생활 등급 방수이며 양쪽 면이 모두 세척 가능합니

다. (물에 담그지 말아 주십시오.)

 – 기존 배터리 대신에 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USB 충

전 방식을 사용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3분 미사용 후에 꺼집니다.

〘 해설 〙
생활 등급 방수이며 양쪽 면을 모두 세척할 수 있으나 

(물에) 담그지는 말아 달라는 당부가 함께 제시되어 있

다. 따라서 ③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구문 〙
■  The Chef Pal Smart Digital Kitchen Scale weighs 

your ingredients accurately [to ensure {you have the 
precise portion sizes <you want or need for 
recipes>}], [making baking and cooking much 
easier].

→ 첫 번째 [    ]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to부정사구

이다. 그 안의 {    }는 명사절로 ensure의 목적어이다. 

<    >는 관계절로 the precise portion sizes를 수식한다. 

두 번째 [    ]는 주절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분사구문

이다.

〘 어휘 〙
■scale 저울

■ingredient 재료

■ensure 보증하다, 확실하게 하다

■portion size (음식의) 1회 섭취 분량, 1인분

■recipe 조리[요리]법, 레시피

■baking 제빵

■graduation 도수, 눈금

■recommendation 권장(량), 추천

■range 범위

■subtract 제하다, 빼다

■plate 접시

■container 그릇, 용기

■waterproof 방수의

■soak 물에 담그다

■environmentally friendly 친환경적인

■convenient 편리한

■charging 충전

■turn off 꺼지다

28.� 정답 ⑤

〘 소재 〙�주말�가족�캠프

〘 해석 〙
YMCA 주말 가족 캠프

Camp Classen에서의 YMCA 주말 가족 캠프는 온 가족

이 Oklahoma 주의 Arbuckle Mountains로 슬그머니 떠

나서 휴식을 취하며, 집안일을 잊고, 즐겁게 지낼 기회

입니다.

날짜: 10월 1일 금요일부터 10월 3일 일요일까지

–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체크인합니다.

– 일요일 오후 2시까지 체크아웃합니다.

비용: 1인당 100달러

– 비용은 예정된 활동, 숙박, 그리고 토요일 아침, 점심, 

저녁, 일요일 브런치의 네 끼 식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 금요일 밤 저녁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야외 요리 

파티를 위한 그릴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두막집

에 있는 모든 음식은 벌레나 설치류를 끌어들이지 않

도록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나 등록을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www.

ymcacamp.org을 방문해 주십시오.

〘 해설 〙
야외 요리 파티를 위한 그릴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므

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⑤이다.

〘 구문 〙
■  All food in cabins must be stored in the refrigerator [so 

it doesn’t attract bugs or rodents].
→ [    ]는 so가 이끄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 어휘 〙
■entire 온, 전체의

■sneak away 슬그머니 떠나다

■accommodation 숙박

■brunch 브런치, 아침 겸 점심

■cook out 야외에서 요리(파티)하다

■cabin 오두막집, 객실

■rodent 설치류

■registration 등록

29.� 정답 ⑤

〘 소재 〙�기후�변화에�대한�부정

〘 해석 〙
기후 변화는 인간에 의해 초래된 현상이며 긴급한 개입

을 필요로 한다는 전 세계 대다수 과학자들의 일치된 의

견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 부정은 세계의 여러 최강대

국들에서 없어지지 않고 지속된다. 몇몇 학자들은 기후 

변화 사실에 대한 반대를 ‘부정 기계’라고 불렀는데, 여

기서 느슨한 환경 규제의 혜택을 받는 보수 언론과 산업

이 기후 변화 과학에 대한 불확실성과 회의론의 환경을 

조성한다. 일부 회의론은 과학자들의 추정치가 세상을 

너무 소란케 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가 예상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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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게 일어나고 있다고 넌지시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다른 사람들은 기후 변화를 인간의 현상으로 여

기는 생각을 날조로 보고, 대신에 지구 온난화는 지구의 

자연 주기이지 인간 행동의 산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유가 무엇이든, 일부 정책 입안자들과 재계 지도자들 

사 이 에  존 재 하 는  기 후  변 화 에  대 한  부 정 은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와 과학자

들이 계속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입장이다.

〘 해설 〙
⑤ denial of climate change among some policymakers 
and business leaders가 주어이고, 주어의 핵은 denial이
므로 복수동사 are를 단수동사 is로 바꿔 써야 한다.

① that절의 주어 climate change에서 동사 is와 함께 대

등하게 이어지는 동사가 필요하므로 동사 requires는 어

법상 적절하다. 

② denial machine에 대한 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관계절

을 시작하고, 뒤에 「주어+동사+목적어」의 완전한 형태

의 절이 이어지므로 in which는 어법상 적절하다.

③ than (it was) predicted에서 수동의 의미이므로, 과거

분사 predicted는 어법상 적절하다. 

④ claiming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을 이끌며 뒤에 「주

어+동사+주격보어」의 완전한 형태의 절이 이어지므로 

that은 어법상 적절하다.

〘 구문 〙
■  [Despite the consensus {by the majority of scientists 

around the world} {that climate change is a human-
caused  phenomenon  and  r equ i r e s  urgen t 
intervention}], climate change denial persists [in 

many of the world’s most powerful nations]. 
→ 첫 번째 [    ]는 전치사 Despite가 유도하는 ‘~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의 전치사구이다. 첫 번째 {    }는 전

치사구로 the consensus를 수식하고, 두 번째 {    }는 the 
consensus와 동격 관계이다. 두 번째 [    ]는 장소의 부

사구이다.

〘 어휘 〙
■despite ~에도 불구하고

■consensus 일치된 의견, 합의 

■phenomenon 현상

■urgent 긴급한 

■intervention 개입

■denial 부정, 부인

■persist 없어지지 않고 지속하다

■term 부르다, 이름 짓다

■opposition 반대

■conservative 보수의

■regulation 규제

■scepticism 회의(론)

■estimation 추정치, 추산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

■policymaker 정책 입안자

■position 입장

■disprove ~이 틀렸음을 입증하다, 논박하다

30.� 정답 ④

〘 소재 〙�땅에�묻은�타이어가�표면으로�올라오는�이유

〘 해석 〙
타이어를 묻으려 해 본 적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

이어가 땅 속에 머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사실, 만약 여러분이 표면 5피트 아래에 타이어를 묻는

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약 10년 후에 꼭대기

(표면)로 올라갈 것이다. 이것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고

무 타이어는 탄력이 있어서 자기 주변의 토양을 끊임없

이 밀어내고 있다. 그리고 타이어 위의 압력이 그것(타

이어) 아래의 압력보다 낮아서, 타이어는 밀어 내림보다 

밀어 올림을 하는 데 더 큰 성공을 거둔다. 이러한 밀기가 

진행되면서, 타이어 주변의 작은 흙 입자는 단단해지고

(→ 느슨해지고), 너무 작아서 타이어 자체로는 딱 맞게 

채울 수 없는 갈라진 틈과 균열을 통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데, 이 과정은 타이어가 온도 변화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

할 때 생기는 미세한 타이어의 움직임에 의하여 다소 가속

된다. 따라서 타이어는 위로 밀고 그것 주변의 흙은 천천

히 아래로 이동하면서, 타이어는 표면 쪽으로 이동한다.

〘 해설 〙
땅 속에 묻은 타이어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이유를 설명

한 글이다. 타이어의 탄력이 주변의 흙을 밀어내면서, 

타이어 위의 압력이 아래보다 낮아서 밀쳐진 흙 입자가 

느슨해져 아래의 틈새로 떨어지고 이에 따라 타이어가 

점차 표면 위로 올라온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④의 

tightened(단단해진)를 dislodged(제 자리에서 벗어난)나 

loosened(느슨해진)와 같은 표현으로 고쳐 써야 한다.

〘 구문 〙
■  Most people, [having never tried to bury a tire], are 

not aware [that one will not stay in the ground].
→ 첫 번째 [    ]는 Most people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분사구이다. 두 번째 [    ]는 명사절이다.

〘 어휘 〙
■bury 묻다

■aware ~을 아는, 알고 있는

■surface 표면

■as follows 다음과 같이

■rubber 고무

■soil 토양, 흙

■pressure 압력

■proceed 진행되다

■particle 입자

■tighten 단단하게 하다

■crack 갈라진 틈, 빈틈

■fit (모양이나 크기가) 맞다

■accelerate 가속하다

■expand 팽창하다

■contract 수축하다

■migrate 이동하다

31.�� 정답 ②

〘 소재 〙�먹잇감�동물의�연기

〘 해석 〙
때때로 도주 전략은 실패하고, 포식자는 자기 먹잇감의 

거친 숨결이 들리는 곳 안으로 다가온다. 어떤 동물들은 

하는 수 없이 싸우거나 항복하기 전에 자신들에게 이용 

가능한 요령이 좋은 수단을 아직 한 가지 더 가지고 있

다. 만약 그들이 포식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만 있다

면, 그들은 시간을 좀 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집

고양이의 입에 물려 있는 참새는 갑자기 축 처질 수 있

는데, 이것은 고양이가 그것을 잠깐 내려놓도록 유발하

는데, 이것은 그것(참새)이 파닥여 살아나서 날아가 버

리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다. 다른 먹잇감 종들은, 자신

이 죽은 것처럼 보인다면 포식자가 특히 생고기만을 먹

는 데 적응한 동물이라면 식욕과 죽이려는 욕구를 잃을 

것이라는 사실에 의존하면서 훨씬 더 고차원적인 책략

을 쓴다. 주머니쥐는 몸을 웅크리고 너무 뻣뻣해져 포식

자들이 그들을 물고 거칠게 다루어도 아무런 반응을 내

지 않는다. 하지만 죽은 척하기 부문의 오스카상은 아프

리카 나무 뱀에게 돌아가는데, 이 뱀의 완벽하게 건강한 

눈은 피투성이가 되고 축 늘어진 입에서는 소량의 붉은 

침이 흘러내린다.

〘 해설 〙
포식자에게서 도주하는 것에 실패한 먹잇감 동물이 포

식자와 싸우거나 포식자에게 항복하기 전에 이용하는 

수단에 관한 글로 빈칸 뒤에서는 아프리카 나무 뱀이 죽

은 척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빈칸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죽은 척하기’이다.

① 최고의 전사

③ 사냥감 잡기

④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

⑤ 환경 닮기

〘 구문 〙
■  [A sparrow {in a domestic cat’s jaws}] may suddenly 

go limp, for instance, [prompting the cat {to lay it 
down momentarily}], long enough [for it to flutter 
to life and fly away]. 

→ 첫 번째 [    ]는 명사구로 주어이고, 그 안의 {    }는 

전치사구로 A sparrow를 수식한다. 두 번째 [    ]는 앞

의 절의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고, 그 안의 {    }는 

prompting의 목적격보어이다. 세 번째 [    ]는 「의미상

의 주어(for+대명사)+to부정사구」 형태로 long enough
를 수식한다. 

■  Other prey species take the ruse even further, 
[banking on the fact {that <if they look like they’re 
dead>, the predator will lose its appetite and its 
urge to kill, <especially if it’s an animal adapted to 
eating only fresh meat>}]. 

→ [    ]는 주절의 주어인 Other prey species의 부수적

인 상황을 설명하는 분사구문이다. {    }는 the fact와 동격 

관계이다. 그 안의 두 개의 <    >는 조건의 부사절이다.

〘 어휘 〙
■getaway 도주

■strategy 전략

■predator 포식자

■ragged (호흡이) 거친, 고르지 못한

■breath 숨결, 호흡

■prey 먹잇감

■diplomatic 요량이 좋은, 외교적인

■avenue 수단, 방법

■be forced to do 하는 수 없이 ~하다

■surrender 항복하다

■distract 주의를 분산시키다

■sparrow 참새

■jaw (동물의) 입, 턱

■limp 축 처진, 늘어진

■prompt 유발하다

■momentarily 잠깐

■flutter (날개를) 파닥이다

■bank on ~에 의존하다

■appetite 식욕

■urge 욕구, 충동

■adapt 적응시키다

■opossum 주머니쥐

■curl up 몸을 웅크리다

■rigid 뻣뻣한, 경직된

■bite 물다

■elicit 끌어내다

■trickle 조금씩 흐르는 소량의 액체

32.� 정답 ②

〘 소재 〙�‘정서적�전염’의�콘텐츠

〘 해석 〙
만약 여러분이 널리 퍼진 콘텐츠를 보거나, 공유하거나, 

무심코 만든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밈을 나머지 

모든 것과 구별하는 특별한 무언가가 그 밈에 있다는 것

을 알 것이다. 매우 빨리 퍼지는 콘텐츠는 흔히 그것이 

‘정서적 전염’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이(정서적 전염)



- 21 -정답과 해설 <제 2 회> 영어 영역

는 공유자 (또는 콘텐츠)가 정서적 상태와 태도의 의식

적 또는 잠재의식적 유도를 통해 타인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실제로 사회 심리학자인 Elaine 
Hatfield와 그녀의 동료들은 우리의 표정, 자세, 발성, 

몸짓을 우리가 대상으로 삼은 청중들과 동시에 일어나

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실제로 유도할 수 있

다고 말했다. 이것은 여러분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알고 그에 따라 그들이 선호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바라던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콘텐츠를 만

들어 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 해설 〙
널리 퍼진 콘텐츠의 특성은 ‘정서적 전염’ 과정을 통해 

청중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자신과 자신이 

대상으로 삼은 의도된 청중들의 표정, 자세, 발성, 몸짓

을 동시에 일어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실

제로 유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그에 따라 그들이 선

호하는 것을 보여줄’이다.

① 그들에게 여러분의 의도를 알려 줄

③ 그들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소문을 퍼뜨릴

④ 그들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⑤ 콘텐츠에 대한 그들의 접근을 촉진할

〘 구문 〙
■  [If you’ve ever watched, shared or inadvertently 

created content {that’s gone viral}], you’ll know [that 
there’s something special about such memes {that 
sets them apart from all the rest}]. 

→ 첫 번째 [    ]는 조건의 부사절이고, 그 안의 {    }는 

content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명사절

로 know의 목적어이고, 그 안의 {    }는 something 
special about such mem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Content [that spreads virally] often does so because 
it acts as a carrier for emotional contagion, a 
process [by which the sharer (or content) influences 
the emotions of others, {either through the 
conscious or subconscious induction of emotional 
states and attitudes}].

→ 첫 번째 [    ]는 Content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a proces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그 안의 

{    }에는 ‘~ 또는 …’의 의미를 나타내는 「either ~ or 
...」 구문이 사용되었다.

〘 어휘 〙
■inadvertently 무심코, 우연히

■set ~ apart ~을 구별하다

■carrier 매개체

■contagion 전염

■subconscious 잠재의식의

■induction 유도, 인도

■colleague 동료

■synchronise 동시에 일어나게 하다

■posture 자세

■gesture 몸짓

■intended 대상으로 삼은, 의도된

■induce 유도하다

■desired 바라던, 바라던 대로의

33.� 정답 ⑤

〘 소재 〙�자아의�인식과�절망의�단계

〘 해석 〙
Kierkegaard는 절망을 몇 단계로 묘사했다. 가장 낮고 

가장 흔한 것은 무지에서 비롯되는데, (이 단계에서) 사

람은 ‘자아’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

고, 자신의 잠재적인 자아의 존재나 본질을 알지 못한

다. 그러한 무지는 행복에 가깝고 너무 보잘것없어서, 

Kierkegaard는 그것이 절망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자기 인식이 성장하면서 진정한 

절망이 발생하며, 더 깊은 절망의 수준은 그것(그 자아)

에 대한 깊은 반감과 결부된 그 자아에 대한 예리한 의

식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의사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

에 떨어지는 것과 같이, 어떤 일이 잘못될 때, 사람은 잃

어버린 무언가에 대해 절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Kierkegaard에 따르면, 더 자세히 점검해 

보면, 그 사람은 정말로 그 일(시험에 떨어진 것)에 대해

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있는 것이 분명

해진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아가 견딜 수 없게 된

다. 그 사람은 다른 자아(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지금은 

실패한 자아와 절망에 갇혀 있다.

〘 해설 〙
자아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면서 진정한 절망이 발생하

며, 이러한 수준에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아에 절망하는 것이라

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⑤ ‘그것(그 자아)에 대한 깊은 반감과 결부된 

그 자아에 대한 예리한 의식’이다.

① 사람을 포기하게 만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② 이루어 온 발전을 갑자기 잃을 수 있다는 우려

③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잠재력이 무엇인

지에 대한 완전한 무지

④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경쟁자라고 믿는 끝없는 질투

〘 구문 〙
■  But on closer inspection, according to Kierkegaard, it 

becomes obvious [that the man is not really despairing 
{of the thing (failing an exam)} but {of himself}].

→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는 내용상의 주어이다. 

[    ] 안에는 ‘~가 아니라 …이다’라는 의미의 「not ~ but 
...」 구문이 사용되었고, 두 개의 {    }는 despairing에 이

어지고 있다. 

〘 어휘 〙
■despair 절망; 절망하다

■stem from ~에서 비롯되다

■ignorance 무지

■self 자아

■be unaware of ~을 알지 못하다 

■existence 존재

■potential 잠재적인

■bliss 행복

■inconsequential 보잘것없는, 대수롭지 않은

■count 여기다, 간주하다

■desperation 절망, 자포자기

■self-awareness 자기 인식, 자각

■qualify as ~의 자격을 얻다

■inspection 점검, 검토

■intolerable 견딜 수 없는

■be stuck with ~에 갇히다

34.� 정답 ②

〘 소재 〙�상징적�언어를�사용한�꿀벌의�의사소통

〘 해석 〙
꿀벌은 여왕벌 한 마리, 수벌(수컷 벌), 일벌로 구성된 

큰 군집에서 사는데, 일벌은 여왕벌과 수벌의 새끼이다. 

고전적인 연구에서 오스트리아의 동물 행동학자 Karl 
von Frisch가 최초로 꿀벌의 8자 춤의 의미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자신의 노력에 대해 노벨상을 받았

을 뿐만 아니라, 꽤 주목할 만한 것을 입증했다. 전에는 

언어의 상징적 기능이 인간에게 고유하다고 추정되었었

다. 실제로 von Frisch가 1950년대에 처음으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그의 주장은 회의적으로 다루

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로 6천 건이 넘는 꿀벌 춤 사례

에 관한 그의 연구가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종들뿐만 아니라 꿀벌도 먹이가 있는 곳에 대

한 정보를 실제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 해설 〙
동물 행동학자 Karl von Frisch가 최초로 꿀벌의 8자 춤

의 의미를 이해했고, 꿀벌이 이 춤을 통해 먹이가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

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언어의 상징적 기능이 인간에게 고유하다’이다.

① 동물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와 유사함을 보인다

③ 인간의 언어는 다른 종에 의해 이해될 수 없다

④ 꿀벌의 뚜렷한 신체 무늬가 메시지를 보낸다

⑤ 꿀벌은 날아다니는 다른 곤충들과 다르게 날개를 사

용한다

〘 구문 〙
■  Honeybees live in large colonies [consisting of a 

queen bee, drones (male bees) and worker bees, 
{which are the offspring of the queen and drones}].

→ [    ]는 분사구로 large colonies를 수식한다. {    }는 

worker bees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  And [not only did he later receive the Nobel Prize 
for his efforts], he demonstrated something quite 
remarkable.

→ [    ]는 「부정어(not only)+조동사(did)+주어(he)」의 

구조로 도치된 절이다. 부정어가 문장이나 절의 앞으로 

오면 주어와 조동사가 도치된다.

〘 어휘 〙
■honeybee 꿀벌

■colony (동식물의) 군집

■drone (일을 하지 않는) 수벌

■offspring (동물의) 새끼, 자손

■classic 고전적인, 대표적인

■Austrian 오스트리아의

■figure out ~을 알아내다, ~을 이해하다

■significance 의미, 의의

■demonstrate 입증하다

■previously 전에는, 이전에

■finding 연구 결과

■scepticism 회의적인 태도

■experimentally 실험을 통해

■verify 입증하다

35.� 정답 ④

〘 소재 〙�논증적�진술과�개연적�진술

〘 해석 〙
논증적 진술은 그것의 참 혹은 거짓이 자명한 진술이다. 

2+2=4라는 진술을 예로 들어 보자. 이 진술을 부인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을 수반하는데, 다시 말해서 2+2가 4
와 같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2’ 또는 ‘4’(혹은 ‘+’ 또는 

‘=’)라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논리

학, 수학, 연역적 추론에서의 논증적 진술은 ‘경험보다 

우선하는’의 의미로, ‘선험적으로(a priori)’ 참 또는 거짓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연적 진술의 진실은 자명하

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것은 경험적 사실의 문제와 관련

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Jim은 위층에 있다”와 같

은 세상에 대한 어떤 진술도 그것(그 진술)이 참인지 혹

은 거짓인지 알려지려면 경험적 증거를 필요로 하므로 

개연적 진술이다. (문제는 우리가 매우 자주 자신이 발

견한 것에 의해 뒷받침될 수 없는 생각들을 갖는다는 것

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의 참 또는 거짓은 Jim이 거기

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 봄으로써와 

같은 어떤 종류의 실험을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 해설 〙
경험과 관계없이 참과 거짓이 자명한 논증적 진술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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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통해 참과 거짓을 확인할 수 있는 개연적 진술을 

대조하여 설명하는 글이다. 글의 후반부는 개연적 진술

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알아내는 것에 의해 

뒷받침될 수 없는 생각을 갖는다는 내용의 ④는 글의 흐

름과 무관하다. 따라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④이다.

〘 구문 〙
■  [Denying this statement] involves a logical 

contradiction — in other words, [to claim {that 2+2 
does not equal 4}] is [to fail to grasp the meanings 
of the terms “2” or “4” (or “+” or “=”)].

→ 첫 번째 [    ]는 동명사구로 대시(—) 앞에 있는 절의 

주어이다. 두 번째 [    ]는 to부정사구로 대시(—) 뒤에 

있는 절의 주어이다. 두 번째 [    ] 안의 {    }는 명사절

로 claim의 목적어이다. 세 번째 [    ]는 to부정사구로 

주격보어이다.

〘 어휘 〙
■demonstrative 논증적인, 실증적인

■statement 진술

■falsity 거짓

■self-evident 자명한

■deny 부인하다

■contradiction 모순, 반박

■grasp 이해하다, 파악하다

■deductive reasoning 연역적 추론

■prior to ~보다 우선하여, ~에 앞서

■probable 개연적인, 있음직한

■concerned with ~과 관련이 있는

■empirical 경험적인, 실증적인

36.�� 정답 ⑤

〘 소재 〙�디지털�미디어�매체의�사업�실패

〘 해석 〙
2000년대 초에 디지털 전용 미디어 매체가 붐을 일으켰

는데, 그 때 많은 벤처 자본가들이 인터넷 뉴스 웹사이

트에 거액의 돈을 걸었다. 그러나 이들 웹사이트의 대부

분은 막대한 수의 독자로부터 돈을 벌기 위한 사업 모델

을 찾는 데 실패했다. (C) 독자의 관심과 광고주의 달러

를 갈수록 더 독점하고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 및 기타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와 같은 플랫폼으로부터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신문과 잡지는 상

당히 많은 수의 독자가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 (B) 전통적인 광고주들

은 이 웹사이트의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독자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예를 들어, 소매점, 슈퍼마켓, 그리고 자동

차 대리점들은 지역 시장에 도달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

었다. (A) Brooklyn의 한 식료품점은 뉴스 웹사이트가 

한국에 독자를 두고 있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Brooklyn
의 거주자들에 도달하거나, 훨씬 더 좋게는 그것이 위치

해 있는 곳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에 도

달하기를 원했다. 참신함이 사라진 후, 많은 온라인 전

용 웹사이트들은 파산했다.

〘 해설 〙
2000년대 초에 디지털 전용 미디어 매체가 붐을 일으키

고 거액의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웹사이트의 대

부분은 사업에 실패했다는 주어진 글에 이어, 디지털 미

디어 매체의 독자가 전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다

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는 내용의 (C)가 이어지고, 

그 어려운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통적인 광고주

들은 이 웹사이트의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독자에 관심

이 없었다는 (B)가 이어져야 한다. (B)의 구체적인 예시

로 Brooklyn의 식료품점은 한국에 있는 뉴스 웹사이트의 

독자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식료품점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광고가 도달하기를 원했다는 내용

의 (A)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 구문 〙
■  In addition to [growing competition from platforms 

such as Twitter, Facebook, and other social media 
networks {that were increasingly monopolizing both 
readers’ attention and advertisers’ dollars}], digital 
newspapers and magazines were faced with the 
challenge [that a good number of their readers were 
spread not only across the country but across the 
globe].

→ 첫 번째 [    ]는 명사구로 In addition to의 목적어이

다. 그 안의 {    }는 platforms ~ network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the challenge의 구체적 내

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동격 관계에 있다. 

〘 어휘 〙
■exclusively 전적으로, 독점적으로

■boom 붐, 급속한 발전

■venture 벤처 (사업), 모험

■capitalist 자본가

■grocery store 식료품점

■resident 거주자, 주민

■novelty 참신함, 신기함

■wear off 사라지다, 없어지다

■bankrupt 파산한

■retail store 소매점

■dealership 대리점

■in addition to ~일 뿐 아니라, ~ 외에도

■monopolize 독점하다

37.� 정답 ②

〘 소재 〙�윤리적�리더십과�변혁적�리더십

〘 해석 〙
윤리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사이에 일부 공통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윤리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두 개념은 모두 지도자가 역할 모델로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두 가지 스타일의 정의는 모두 

도덕적 원칙에 부합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윤리적 결과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과 

같은 요소들을 아우른다. (B) 더욱이, 변혁적 리더십도 명

시적인 윤리적 내용으로 구성되는 이상화된 영향력 요소

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윤리적 리더십과 약하게 서로 관

련된 것으로 밝혀져 왔다. (A) 그렇기는 하지만, 이 두 개

념의 뚜렷이 구별되는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윤리적 리더십이라는 개념은 예지력의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데, 이것은 변혁적 리더십에서는 핵심이다. 

(C) 게다가,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에 대한 지지 집단의 의

존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처럼 보이는 데 반하여, 윤리적 

리더십은 결과적으로 일과 더 강한 사명감에 더 의미 있

게 연관되어 왔다.

〘 해설 〙
윤리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두 개념에는 공통부

분이 존재한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 둘의 상관관계에 대

해 부연 설명하는 내용의 (B)가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B)의 내용과 역접 관계를 나타내는 Nevertheless로 시

작하여 두 개념의 차이를 설명하는 (A)가 이어져야 하

며, 마지막으로 (A)에 이어 두 개념의 차이점을 추가하

는 (C)가 이어져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주

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 구문 〙
■  Indeed, [{both constructs — ethical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 argue that leaders act as role models] 
and [{the definitions of both styles} encompass 
dimensions {such as <concern to act consistently 
with moral principles>, <concern for others> and 

<deliberately taking ethical consequences into 
account>}]. 

→ 두 개의 [    ]는 and로 연결되어 전체 문장을 이룬다. 

첫 번째와 두 번째 {    }는 각각의 절에서 주어이다. 세 

번째 {    }는 dimensions를 부연 설명하고 있다. 세 개의 

<    >는 콤마와 and로 연결되어 such as에 이어진다.

〘 어휘 〙
■overlap 공통부분, 겹침

■ethical 윤리적인

■transformational 변혁적인, 변화의

■undeniable 부인할 수 없는

■construct 개념, 구조물

■encompass 아우르다, 포함하다

■dimension 요소, 요인

■concern 마음 (씀), 배려, 관심

■consistently 부합하게, 일관되게

■deliberately 신중히

■take ~ into account ~을 고려하다

■distinctive 뚜렷이 구별되는, 독특한

■validity (존재의) 타당성, 정당성

■visionary 예지력의, (확실한) 비전을 가진

■comprise ~로 구성되다

■explicit 명시적인, 명백한

■correlate 서로 관련시키다

■whilst ~하는 반면

■followership (집합적으로) 지지 집단, 추종자들

■dependence 의존

■in turn 결과적으로, 결국

■be associated with ~과 관련되어 있다

■sense of duty 사명감

38.� 정답 ③

〘 소재 〙�초기�레일�시스템의�변화

〘 해석 〙
믿기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철도는 원래 열차용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가장 초기의 철도는 실제로 16세
기 유럽의 광산에서 사람과 말이 석탄 수레를 더 빨리 

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용되었다. 얼마 안 되어, 독일

인들은 ‘마찻길’, 즉 최초의 목조 레일 시스템을 생각해 

냈다. 1550년대 초, 사람들은 한 무리의 말이 끄는 자신

의 지붕이 있는 마차를 몰기 위해 철도에 올랐다. 마차

와 수레용 목조 레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리석게 들린

다면, 바퀴 자국이 깊이 팰 가능성이 컸고, 그것이 느리

고, 덜컹거리는 탑승을 의미했던 1500년대의 유럽의 길

을 생각해 보라. 승차감을 더 부드럽게 하려고, 목재를 

제 자리로 고정하기 위한 침목과 함께 철 조각을 나무 

선로에 더했다. 그 후, 1767년 영국의 Coalbrookdale 철
공소는 바퀴가 선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

랫부분 쪽으로 폭이 넓어지는 테로 만들어진 최초의 주

철 레일을 벼려서 만들어 내어, 더 무거운 짐이 이동하

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 해설 〙
주어진 문장은 마차를 몰기 위해 철도에 올랐다는 내용

이므로, 최초의 목조 레일 시스템을 생각해 냈다는 내용 

다음인 ③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의 뒤에는 수레용 

목조 레일이 필요했던 이유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주어

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③이다. 

〘 구문 〙
■  [{To keep the tracks from wearing too quick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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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ake the ride smoother}], strips of iron were 
added to the wooden tracks along with crossties to 
hold the timbers in place.

→ [    ]는 목적의 to부정사구이고, 두 개의 {    }는 and
로 대등하게 이어지고 있다.

〘 어휘 〙
■railroad 철도

■originally 원래

■intended 계획된

■mine 광산

■coal 석탄

■cart 수레

■come up with ~을 생각해 내다, ~을 내놓다

■rutted 바퀴 자국이 깊이 팬

■sluggish 느린, 둔한

■bumpy 덜컹거리는, 울퉁불퉁한

■wear 마모되다, 닳다

■strip 가느다란 조각

■timber 목재

■forge (금속을) 벼려서 만들다

■cast-iron 주철로 만든

■rim 테, 가장자리

39.�� 정답 ⑤

〘 소재 〙�흐릿하게�옆으로�보이던�것이�정면으로�보면�

사라져�보이는�이유

〘 해석 〙�
눈에 들어오는 빛의 상은 수정체를 통해 들어와 안구 뒤

쪽에 위치한 망막에 초점이 맺힌다. 망막에는 빛에 민감

한 두 종류의 세포, 즉 색을 감지하는 추상체와 밝기를 

감지하는 간상체가 있다. 수정체 바로 뒤, 시야의 중앙

에는 간상체와 추상체가 둘 다 있다. 그러나 중앙에서 

몇 단계 떨어진 곳에 대부분 간상체가 있는데, 이 간상

체들은 중앙에 있는 간상체들보다 더 많고 더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이는 시야의 중심에서 떨어진 망막의 영역

이 정중앙에 있는 영역보다 희미한 빛의 상을 더 잘 감

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눈 한쪽 구석을 

통해서 아주 흐릿한 빛이 들어올 때, 그것은 이 빽빽하

게 채워진 간상체에 부딪쳐서 보인다. 하지만 눈을 그 

광원 쪽으로 똑바로 향하도록 돌리면, 그 빛은 간상체가 

더 적은 망막의 중앙 부분에 부딪치고, 물체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 해설 〙
주어진 문장은 눈 한쪽 구석으로 흐릿한 빛이 들어오면, 

빛을 감지하는 간상체가 많은 망막의 영역에서 이를 감

지한다는 내용이다. ⑤의 뒤에는 광원쪽으로 눈을 똑바

로 보면, 그 흐릿한 빛의 상이 사라지게 된다는 내용과 

그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

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⑤이다.

〘 구문 〙
■  Thus, [when a very dim light comes in through the 

corner of the eye], it [strikes these densely packed 
rods] and [is seen].

→ 첫 번째 [    ]는 부사절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    ]

는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주어 it에 이어진다. 주어 it
은 a very dim light를 가리킨다.

〘 어휘 〙
■dim 흐릿한, 어둑한

■densely 빽빽하게

■eyeball 안구

■field of vision 시야, 시계

■detect 감지하다

■faint 희미한

■dead center 정중앙, 정확한 중심

■light source 광원(光源)

■vanish 사라지다

40.�� 정답 ①

〘 소재 〙�Karen�Horney의�‘자아�이론’

〘 해석 〙
Karen Horney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신념에서가 아

니라 유해한 환경에서 내면화된 신념에서 활동하는 때

를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것들은 특히 

‘나는 인정받아야 하고 강해야 한다’ 또는 ‘나는 날씬해야 

한다’와 같은 ‘해야 한다’는 형태로 내면화된 메시지로 발

생한다. 그녀는 자신의 환자들에게 정신에서의 두 개의 

영향, 즉 진정한 욕망을 가진 ‘실제 자아’와 모든 ‘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하려 노력하는 ‘이상적 자아’를 인식

하게 되도록 가르쳤다. 이상적 자아는 현실적이지 않고 

실제 자아의 여정에 부적절한 아이디어로 마음을 채우

고, 이상적 자아에 대한 기대를 달성하려는 실제 자아의 

‘실패’에 기반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불행한 세 번째 자아, 즉 ‘경멸스러운 자아’의 발달로 이

어진다. Horney는 ‘해야 한다’가 우리의 ‘운명과의 거래’

의 기반이고, 우리는 그것들(해야 한다)에 복종한다면 

마술처럼 외부의 현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

로는 그것들(해야 한다)은 깊은 불행과 신경증으로 이어

진다고 말한다.

→  Karen Horney에 따르면,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내면

화된 이상적 자아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목표를 세

우고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깨닫는 것을 방해할 수 

도 있다.

〘 해설 〙
유해한 환경에서 ‘해야 한다’는 형태로 내면화된 욕구를 

충족하려 노력하는 ‘이상적 자아’는 현실적이지 않은 목

표를 세우게 되고, ‘실패’를 기반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실제 자아’의 여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Karen Horney의 자아 이론이 이 글의 내용이다. 따라서 

빈칸 (A)에는 ‘이상적(ideal)’이, (B)에는 ‘현실적인

(realistic)’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② 이상적–비현실적인

③ 실제의–합리적인

④ 경멸스러운–이상적인

⑤ 경멸스러운–비합리적인

〘 구문 〙
■  Karen Horney said [that it is essential {to recognize 

<when we are not operating from self-determined 

beliefs, but from those internalized from a toxic 
environment>}].

→ [    ]는 명사절로 said의 목적어이다. [    ]에서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는 내용상의 주어이다. <    >는 

명사절로 recognize의 목적어이다. <    > 안에는 ‘~이 

아니고, …이다’라는 의미의 「not ~ but ...」 구문이 사용

되었다.

〘 어휘 〙
■recognize 인식하다, 인정하다

■self-determined 스스로 결정한

■internalize 내면화하다

■toxic 유해한, 독성의

■play out 발생하다, 생기다

■aware of ~을 인식하는

■psyche 정신

■authentic 진정한, 진짜의

■strive 노력하다

■generate 만들어 내다

■despise 경멸하다

■basis 기반, 근거

■bargain 거래

■fate 운명

■obey 복종하다

■external 외부의, 외면의

[41~42]  정답  41. ①   42. ④

〘 소재 〙�지질학적�변화에�관한�James�Hutton의�동일�

과정설

〘 해석 〙
James Hutton은 지표가 벗겨지고 그 잔해가 바다로 퇴적

되는 과정의 명백한 연속성을 인상 깊게 생각했다. 하

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이 예상되는 것처럼 지표면 상실

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아마도 그의 친구 James Watt가 

만든 유명한 증기 기관을 생각하면서, Hutton은 지구를 

새로운 세상이 옛 (세상의) 폐허에서 끊임없이 재형성

되고 재순환되는 ‘모든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물질 기

계’로 보았다.

Hutton은 자신의 지구 기계 이론을 공식화한 다음에 (이

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았지만, 1787년 그는 자신이 

찾고 있던 ‘부정합’, 즉 퇴적암의 연속성 단절을 발견하

였다. 그는 그 땅의 많은 부분이 한때 해저였었고, 거기

서 퇴적물층들이 겹겹이 쌓이고 압축되었다는 것을 알

았다. 많은 곳에서 이 층들은 밀려 올라가서 해수면 위

로 나왔고, 그래서 자주 비틀려서 수평이 아니었다. 그

는 더 오래 전에 만들어진 지층의 상부 경계에서 나온 

암석 물질이 위에 있는 더 최근에 만들어진 암석들의 맨 

아랫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발견했다. 이

러한 정합(→ 부정합)은 암석 부스러기의 침식, 운반, 퇴

적의 일련의 과정이 되풀이되고, 화산 활동에 의해 암석

층이 이동되는 중요한 사건이 지구 역사상 많았음을 보

여 주었다. 이 증거로부터, Hutton은 모든 대륙은 동일

한 과정에 의해 이전 대륙에서 나온 물질로부터 형성되

며, 이러한 과정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한다고 발

표했다. 그가 ‘따라서 이 현재 조사에 따른 결과는 우리

가 시작의 자취를 못 찾고 끝의 전망도 못 찾는다는 것

이다’라고 쓴 것은 유명하다.

〘 해설 〙
41. James Hutton의 연구 내용을 소개한 글로 암석 부

스러기의 침식, 운반, 퇴적의 일련의 과정이 되풀이되

고, 화산 활동에 의해 암석층이 이동되는 동일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지구의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내용

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끝없는 암석 재활용 순환으로서의 지구’이다.

② 지구 전체 밀도의 비밀

③ 물과 바람에 의해 형성되는 지형

④ 화석이 지구의 과거사를 밝힌다

⑤ 지구가 더 커지고 강해진다

42. Hutton은 자신의 동일 과정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퇴적암의 연속성 단절을 발견하였고, 더 오래전에 만들

어진 지층의 상부 경계에서 나온 암석 물질이 위에 있는 

더 최근에 만들어진 암석들의 맨 아랫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발견했다. 따라서 (d) conformities를 

unconformities와 같은 낱말로 고쳐야 한다.

〘 구문 〙
■  James Hutton was impressed by the apparent 

continuity [of the processes {by which <landscape 
was stripped> and <its debris deposited into the 
sea>}]. 

→ [    ]는 전치사구로 the apparent continuity를 수식한

다. {    }는 관계절로 the processes를 수식한다. 두 개의 

<    >는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두 번째 

<    >는 its debris (was) deposited into the sea에서 was
가 생략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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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many places, these layers had been [pushed 

upward, {so that they were above sea level}], and 
[often distorted, {so that they were not horizontal}]. 

→ 두 개의 [    ]는 these layers had been에서 이어져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 두 개의 {    }는 ‘그래서 

~이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so that ~」 구문이다. 

〘 어휘 〙
■apparent 명백한

■continuity 연속성

■landscape 지표, 지형

■strip 벗기다

■debris 잔해, 부스러기

■deposit 퇴적시키다, 침전시키다

■ruins 폐허, 잔해

■formulate 공식화하다, 고안하다

■unconformity (지층의) 부정합(不整合)

■break 단절, 끊임

■sedimentary 퇴적물의, 퇴적 작용으로 생긴

■layer 층
■sediment 퇴적물, 침전물

■distorted 비틀린

■horizontal 수평(면)의

■repeatedly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incorporate 포함하다, 통합하다, 섞다

■base 맨 아래 부분, 밑바닥 

■episode (중요한) 사건, 에피소드

■sequence 일련의 과정, 순서

■erosion 침식 

■transportation 운반 

■deposition 퇴적

■volcanic 화산의

■declare 발표하다, 선언하다

■continent 대륙

■derived from ~에서 나온, ~에서 비롯된

■prospect 전망

[43~45]  정답  43. ②   44. ③   45. ④

〘 소재 〙�근면한�말�Sandy�Mac의�휴가

〘 해석 〙
(A ) Sandy  Mac은 근면한 말이었다. 매일 그는 

Copenhagen의 거리에서 짐수레를 끌었다. 포장도로 위

에서 그의 발굽의 또각또각 소리는 자동차가 아직은 희

귀한 것이었던 시대에 마을 사람들에게 친숙한 소리였

다. Sandy Mac은 자기 일에 행복해 보였으며, 그는 다

른 삶을 결코 알지 못했다. 어느 날, 그 말의 마부는 자

신의 연례 2주 휴가를 떠나려고 하면서, 그 남자는 다소 

특이한 일을 했다.

(C) 그는 자기와 휴가를 함께 갈 수 있도록 Sandy Mac
이 회사를 잠시 쉬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 처음에는 감

독관들이 그 생각에 반대했지만, 그가 그들을 위해 1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그들에게 지적했을 때, 

그들은 동의했다. 그래서 Sandy Mac은 평생 처음으로 

시골길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여기서 그는 뛰

어다닐 수 있는 풀밭과 그를 쫓아와서 깜짝 놀라게 한 

재미있는 닭들과 거위들을 마주쳤다.

(B) 마침내 그와 그의 친구인 마부는 바닷가에 도착했

다. Sandy Mac은 그것을 싫어했다. 그러나 자신의 친구

가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 그에게서 멀어졌을 때, 그 말

의 착한 심성이 그 말로 하여금 자신의 두려움을 제쳐두

고 그 말이 확실한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그 

남자를 구하기 위해 달려 들어가게 했다.

(D) 그 남자가 물속에서 일어섰을 때, Sandy Mac은 그 

남자가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때쯤 그는 

물속에 있었고 자기가 파도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그는 바닷가를 이리저리 뛰어오르고, 빨리 

걷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갈 시간이 되었을 때, Sandy 
Mac은 떠나고 싶지 않았다! 2주 동안 그는 놀며 파도를 

쫓았다. Sandy Mac의 휴가 소식은 Copenhagen 전역에 

퍼졌다. 지역 동물 복지 협회는 다른 일하는 말들이 휴

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시 외곽에 약간의 목초지를 매입

했다. 그 후 Sandy Mac은 매년 휴가를 떠났다.

〘 해설 〙
43. Sandy Mac의 마부가 휴가를 가면서 다소 특이한 일

을 했다는 내용의 (A) 다음에, 감독관을 설득하여 Sandy 
Mac을 휴가에 데려가게 되었다는 내용의 (C)가 와야 한

다. 물가에 도착하여 Sandy Mac이 처음에는 물을 싫어

했지만, 마부가 물에 빠진 줄 알고 구하려고 물에 들어

가게 되었다는 내용의 (B) 다음에, 마부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물에서 함께 즐기는 내용의 (D)가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글 (A)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44. (a), (b), (d), (e)는 모두 Sandy Mac을 가리키고, (c)
는 Sandy Mac의 마부를 가리키므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③이다.

45. Sandy Mac은 뛰어다닐 수 있는 풀밭과 마주쳤고 그

를 쫓아와서 깜짝 놀라게 한 재미있는 닭과 거위들을 마

주쳤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으므로, 글의 내용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 구문 〙
■  [The clip-clopping {of his hooves on the pavement}] 

was a familiar sound to the townsfolk in an age 
[when automobiles were still a rarity]. 

→ 첫 번째 [    ]는 명사구로 주어이고, 그 안에서 {    }

는 형용사구로 The clip-clopping을 수식한다. 두 번째 

[    ]는 관계절로 an age를 수식한다.

■  Here he encountered [grass {to run on}] and [amusing 
chickens and geese {who chased and startled him}].

→ 두 개의 [    ]는 encountered의 목적어로 and로 대등

하게 이어져 있다. 첫 번째 [    ] 안의 {    }는 to부정사구

로 grass를 수식하고, 두 번째 [    ] 안의 {    }는 관계절

로 amusing chickens and geese를 수식한다.

〘 어휘 〙
■clip-clop 또각또각 소리 내다 

■hoof (pl. hooves) 발굽

■pavement 포장도로

■townsfolk 마을 사람들, 주민

■rarity 희귀한 것

■supervisor 감독관

■trot 빨리 걷다, (말이) 속보로 가다

■encounter 마주치다

■amusing 재미있는

■goose (pl. geese) 거위

■chase 뒤쫓다, 쫓다

■startle 깜짝 놀라게 하다

■leap(-leapt-leapt) 뛰어오르다, 뛰다

■gallop 전속력으로 달리다, 질주하다

■pasture 목초지

■thereafter 그 후

제 3 회

해설

정답

1 ② 2 ③ 3 ⑤ 4 ④ 5 ①

6 ① 7 ④ 8 ④ 9 ④ 10 ②

11 ② 12 ② 13 ⑤ 14 ③ 15 ②

16 ① 17 ③ 18 ③ 19 ② 20 ④

21 ④ 22 ① 23 ① 24 ① 25 ④

26 ③ 27 ② 28 ② 29 ⑤ 30 ⑤

31 ③ 32 ① 33 ④ 34 ① 35 ②

36 ③ 37 ⑤ 38 ⑤ 39 ④ 40 ③

41 ② 42 ④ 43 ⑤ 44 ③ 45 ⑤

1.�� 정답 ②

〘 소재 〙 건물의�창문�청소�연기

M: Hello, residents. I’m Mike Johnson, the building 
manager. As previously announced, the exterior 
windows of our building were scheduled to be 
cleaned today, so you were asked to refrain from 
using your balcony and close your curtains for 
privacy. However, due to unexpected bad 
weather and strong winds, the window cleaning 
has been delayed until Monday next week. 
Strong winds put the cleaners at great risk since 
they hang from ropes.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the delay may cause.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남: 입주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물 관리자 

Mike Johnson입니다. 앞서 공지된 바와 같이, 우리 

건물의 외부 창문이 오늘 청소될 예정이어서, 여러분

은 발코니 사용을 자제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커튼

을 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악천후와 강풍으로 인해, 다음 주 월요일로 창문 청

소가 연기되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밧줄에 매

달리기 때문에 강풍은 그들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합니

다. 연기로 인해 야기될 수도 있는 모든 불편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설 〙
남자는 악천후와 강풍으로 인해 건물의 외부 창문 청소

가 연기되었음을 알리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

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 어휘�및�어구 〙
■previously 앞서, 사전에 

■exterior 외부의 

■refrain from ~을 자제하다, ~을 삼가다 

■inconvenience 불편 

2.� 정답 ③

〘 소재 〙 일찍�일어나기�

W: Good morning, Liam.
M: Good morning, Christine. You’re in earlier than 

usual.
W: Yeah. I’m trying to get up early these days.
M: Oh, yeah? Why’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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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Well, I used to get up with just enough time to 
quickly wash up and rush out the door. I had no 
time to eat, so I skipped breakfast or grabbed a 
doughnut from the snack bar downstairs.

M: That’s a lot of sugar for breakfast.
W: Right. And I ended up gaining a lot of weight. So 

I made it a goal to get up early for a balanced diet.
M: Does it help avoid unhealthy food?
W: Yeah. And I even have time to make food that is 

healthy.
M: Sounds like getting up early has made a big 

difference to your life.
W: Absolutely. It can really help form good eating 

habits.
M: I see. Maybe I should make it a habit to get up 

early, too.

여: 안녕하세요, Liam.

남: 안녕하세요, Christine. 평소보다 일찍 오셨네요.

여: 네. 저는 요즘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남: 오, 그러세요? 왜죠?

여: 음, 저는 빨리 씻고 서둘러 문을 나서기만 겨우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일어나곤 했어요. 식사할 시

간이 없어서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아래층 스낵바에

서 도넛을 먹었지요.

남: 아침 식사로는 당분이 많군요.

여: 맞아요. 그리고 저는 결국 체중이 많이 늘었어요. 그

래서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일찍 일어나겠다는 목표

를 세웠어요.

남: 그것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여: 네. 그리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 시간까지 있답니다. 

남: 일찍 일어나는 게 당신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킨 것 

같군요.

여: 그럼요. 그것은 좋은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정말 도

움이 될 수 있어요.

남: 그렇군요. 저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아요.

〘 해설 〙
여자는 일찍 일어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 시간까지 있어

서 좋은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으므

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 어휘�및�어구 〙�
■rush out 서둘러 나서다 

■skip 거르다, 건너뛰다 

■make it a habit to do ~하는 습관을 들이다   

3.��� 정답 ⑤ �

〘 소재 〙 동물�보호소�자원봉사

M: Excuse me. Are you Ms. White?
W: Yes.
M: I’m Ben Davis from Darren High School. I’m in 

Mr. Hill’s class. He recommended that I 
volunteer at this shelter.

W: Yeah, I remember him telling me about you. 
Nice to meet you, Ben. Please have a seat.

M: Thank you. Mr. Hill told me you’ve been 
working here for ten years, taking care of stray 
animals.

W: Yes. And nowadays, there are more and more 
animals that need homes. There are also sick 
animals. A vet pays a visit once a week, but 
that’s not enough. We need volunteers like you.

M: I’m excited to help any way I can. What will I 
be doing?

W: First, you’ll clean cages. Let me show you 
where the cleaning supplies are.

M: Okay. Can I leave my bag here?
W: Oh, there are lockers in the next room. Let me 

take you there.
M: Thanks.

남: 실례합니다. White 씨인가요?

여: 네.

남: 저는 Darren 고등학교에서 온 Ben Davis입니다. 저

는 Hill 선생님 반이에요. 선생님께서 제게 이 보호

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라고 권하셨어요.

여: 네, 그분이 학생에 대해 말했던 게 기억나네요. 만나

서 반가워요, Ben. 앉으세요.

남: 감사합니다. Hill 선생님 말씀으로는 떠돌이 동물들

을 돌보면서 10년 동안 여기서 일하셨다고 하던데요.

여: 네. 그리고 요즘 집을 필요로 하는 동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아픈 동물들도 있고요. 수의사 한 

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오시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

치 않아요. 우린 당신 같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해요.

남: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도울 수 있어서  

신이 나요. 제가 무얼 할까요?

여: 우선, 우리를 청소하세요. 청소용품이 어디에 있는

지 알려 드릴게요.

남: 알겠습니다. 제 가방을 여기에 두어도 될까요?

여: 아, 옆방에 사물함이 있어요. 내가 거기로 데려다 줄

게요.

남: 감사합니다.

〘 해설 〙
남자는 선생님의 권유로 동물 보호소에 자원봉사를 하

러 왔고, 여자는 동물 보호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남자

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⑤이다.

〘 어휘�및�어구 〙�
■shelter 보호소 

■stray animal 떠돌이 동물 

■vet 수의사(= veterinarian)

4.� 정답 ④

〘 소재 〙 동화책�그림�

W: What are you reading, Sam?
M: It’s the book Aunt Mary gave me, Mom. The 

drawings in it are really cool. I especially like 
this one.

W: Wow, it’s really nice. I love the rainbow at the 
top.

M: Me, too.
W: Why do you think the big bunny is holding a 

heart-shaped balloon?
M: Well, the big bunny is the mom and the other 

bunny is the baby. I think the balloon represents 
the mom’s love for her baby.

W: That makes sense. And I think you’re right that 
the balloon represents love since they’re 
holding hands.

M: Yeah. And look at the striped scarf the baby 
bunny is wearing. Isn’t that cool?

W: Yeah. But it doesn’t look that cold.
M: You’re right. The story is about waiting for 

spring. The baby takes off the scarf on the next 
page.

W: I see. And there are two birds on the log. They 
must be singing because spring is coming.

M: Yeah. I love this book.

여: 뭘 읽고 있니, Sam?

남: Mary 이모께서 제게 주신 책이에요, 엄마. 그 속의 그

림들이 정말 멋져요. 저는 특히 이게 마음에 들어요.

여: 와, 정말 멋지구나. 맨 위의 무지개가 정말 마음에 

들어.

남: 저도요.

여: 큰 토끼가 왜 하트 모양의 풍선을 들고 있다고 생각

하니?

남: 음, 큰 토끼가 엄마이고 다른 토끼는 아기거든요. 제 

생각에 풍선은 아기에 대한 엄마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여: 그거 일리가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손을 잡고 있으

니까 그 풍선이 사랑을 나타낸다는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남: 네. 그리고 새끼 토끼가 한 줄무늬 스카프를 보세요. 

멋지지 않나요?

여: 그래. 하지만 그렇게 추워 보이지는 않아.

남: 엄마 말이 맞아요. 그 이야기는 봄을 기다리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아기는 다음 페이지에서 스카프를 

벗어요.

여: 그렇구나. 그리고 통나무 위에 새 두 마리가 있구나. 

봄이 오고 있어서 지저귀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남: 네. 저는 이 책이 정말 좋아요.

〘 해설 〙
대화에서는 새끼 토끼의 스카프가 줄무늬인데, 그림에

서는 물방울 무늬이므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 어휘�및�어구 〙�
■represent 나타내다 

5.� 정답 ① �

〘 소재 〙 동영상�제작�

M: What are you doing, Ms. Anderson?
W: I’m making a video for my students on how to 

submit their homework. I asked them to hand in 
their homework on an online platform, but a lot 
of them aren’t familiar with the platform.

M: It sounds like they don’t really know what to 
do.

W: Right.
M: Have you started recording the video?
W: I finished recording. Now I want to insert 

captions, but I don’t know how.
M: I know a program you can use to insert captions 

into your video. It’s really easy to use.
W: Really? Is it free?
M: Yeah. They offer a 30-day free trial on their 

website. I have the link saved in my smartphone.
W: Oh, can you send it to me?
M: Sure. I hope it helps.
W: Thank you so much.

남: Anderson 선생님, 뭐 하세요?

여: 학생들을 위해 숙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

을 만들고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숙제를 제출

하라고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 플랫폼에 익숙하

지 않아요.

남: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군요.

여: 맞아요.

남: 동영상 녹화를 시작하셨어요?

여: 녹화는 마쳤어요. 이제 자막을 삽입하고 싶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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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 동영상에 자막을 삽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하나 알고 있어요. 정말 사용하기 쉬워요.

여: 정말요? 무료인가요?

남: 네. 프로그램 웹사이트에서 30일 무료 체험을 제공

해요. 제가 스마트폰에 링크를 저장해 두었어요.

여: 오, 제게 그걸 보내 주실 수 있나요?

남: 물론이죠.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여: 정말 고마워요.

〘 해설 〙�
여자가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자막을 삽입하는 방법을 모

른다고 하자, 남자가 사용하기 쉬운 동영상 자막 삽입 프

로그램의 무료 체험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링크를 저장

해 두었다고 말한다. 이에 여자가 그 링크를 보내 줄 수 

있는지 묻고, 남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으므로,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 어휘�및�어구 〙�
■submit 제출하다

■insert 삽입하다

■caption 자막, 설명 

6.� 정답 ①

〘 소재 〙 문구류�구매�

M: Welcome to Johnson’s School Supplies.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today?

W: Hi. Yes. I’m a high school teacher, and I’m 
looking for some school supplies for my 
school’s English camp. How much are these 
pencils?

M: They’re $2 each, but if you buy 100 or more, 
they’re just a dollar each.

W: I’ll buy 120 pencils. And can you engrave the 
school’s name on them?

M: Sure. We can do that for an extra $10.
W: Great. I also would like 120 notebooks.
M: Okay. They’re a dollar each. Do you want your 

school’s name printed on them, too?
W: Yes. How much is that?
M: Normally it’s an additional $5, but since you’re 

buying a lot, I can do it for free.
W: Thank you so much!
M: No problem. Is that all you need? These 

erasable pens are really popular, and they’re on 
sale for only a dollar each.

W: No thanks. And I’ll pay by credit card.

남: Johnson’s 학용품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무

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고등학교 교사인데, 우리 학교 

영어 캠프를 위한 학용품을 찾고 있어요. 이 연필들

은 얼마인가요?

남: 한 자루에 2달러인데, 100자루 이상 사시면 한 자루

에 단 1달러입니다.

여: 연필 120자루를 살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에 학교 

이름을 새겨 주실 수 있나요?

남: 물론이죠. 10달러를 추가로 내시면 해드릴 수 있어

요.

여: 좋습니다. 공책도 120권 주세요.

남: 알겠습니다. 공책은 권당 1달러입니다. 그것들에도 

학교 이름을 인쇄해 드릴까요?

여: 네, 얼마죠?

남: 보통 5달러 추가되지만, 많이 사시니까, 무료로 해

드릴 수 있어요.

여: 정말 고마워요!

남: 별 말씀을요. 필요하신 것은 그게 전부인가요? 이 

지울 수 있는 펜은 정말 인기 있고, 한 자루에 단돈 1
달러로 할인 중이에요.

여: 괜찮아요. 그리고 신용 카드로 결제할게요.

〘 해설 〙
여자는 할인해서 한 자루에 1달러인 연필을 120자루 샀

고, 학교 이름을 새기기 위해 10달러를 추가했다. 또한 

권당 1달러인 공책을 120권 사고, 학교 이름 인쇄는 무

료로 받게 되었으며, 지워지는 펜은 사지 않았으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250달러’

이다.

〘 어휘�및�어구 〙�
■school supplies 학용품 

■engrave 새기다 

■erasable 지울 수 있는

7.� 정답 ④ �

〘 소재 〙 도서�배송�지연�

W: Scott, have you finished reading the book for 
the next book club meeting?

M: No, I haven’t. I don’t have the book yet.
W: Really? Have you ordered it? I know some 

bookstores don’t have it in stock.
M: Yeah. I was able to order it online last week.
W: You haven’t received it yet? Maybe it’s because 

of the recent big snowstorm. It could’ve delayed 
the delivery.

M: No, that’s not it.
W: Then are you sure you typed in your address 

correctly? Maybe it was sent to the wrong 
address.

M: I don’t think so. I called the bookstore, and they 
said they had sent the book to my address.

W: Then what happened?
M: They said the book was damaged in the delivery 

process so the book was returned to the warehouse 
and they sent me another copy.

W: Oh, no. Well, I have a copy of the old edition 
you can borrow. I guess it’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new edition.

M: Really? Thanks. That’ll really help.

여: Scott, 다음 북클럽 모임을 위해 읽어야 할 책은 다 

읽었어요?

남: 아니요, 아직 못 읽었어요. 저는 아직 그 책이 없어요.

여: 정말요? 주문은 했어요? 몇몇 서점에는 재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 네.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었어요.

여: 아직 못 받았어요? 최근의 큰 눈보라 때문인지도 몰

라요. 그것 때문에 배송이 늦어졌을 수도 있어요.

남: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 그럼 주소를 제대로 입력한 거 맞아요? 아마도 그게 

잘못된 주소로 보내졌나 봐요.

남: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서점에 전화했더니, 그 

책을 제 주소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여: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남: 그 사람들 말로는 배송 과정에서 책이 파손되어서 

책은 창고로 다시 반송되었고 제게 다른 한 부를 보

냈대요.

여: 오, 이런. 음, 저에게 당신이 빌릴 수 있는 구판이 한 

부 있어요. 그것은 새 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남: 정말요? 고마워요.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 해설 〙
배송 과정에서 책이 파손되어 서점에서 책을 수거하고 남

자에게 다른 한 부를 보내야 했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아

직 책을 배송받지 못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 어휘�및�어구 〙�
■recent 최근의 

■edition (간행물의) 판(版) 

8.�� 정답 ④

〘 소재 〙 항공�우주�공학�캠프

M: Mom, I found a cool summer camp I really 
want to join. Here’s the flyer.

W: Let me see. Gardner Aerospace Engineering 
Camp?

M: Yeah. It’s a three-week camp for high school 
students.

W: Sounds good. Where does it take place?
M: On the campus of Gardner University.
W: Oh, good. That’s right downtown, not too far.
M: And the flyer says there’ll be a lot of interesting 

projects on various topics.
W: Great! Like what?
M: Well, the one that sounds most interesting to me 

is about learning how satellites stay in orbit.
W: That does sound interesting. Are Gardner 

University professors camp instructors?
M: Yes. Dr. Brian Woodland is one of them. He’s 

one of the most famous researchers in aerospace 
engineering.

W: What an amazing opportunity!
M: Isn’t it? I think I can learn so much at this camp.
W: I agree. Let’s discuss it with your dad when he 

gets home.

남: 엄마, 정말 가고 싶은 멋진 여름 캠프를 찾았어요. 

여기 전단지가 있어요.

여: 어디 보자. Gardner 항공 우주 공학 캠프?

남: 네. 고등학생을 위한 3주간의 캠프예요.

여: 좋은 것 같구나. 어디서 열리니?

남: Gardner 대학 캠퍼스에서요.

여: 오, 좋아. 그리 멀지 않은, 바로 시내구나.

남: 그리고 전단지에 따르면, 다양한 주제에 관한 흥미

로운 프로젝트가 많이 있을 거라고 해요.

여: 멋지구나! 예를 들면 어떠한 것들이니?

남: 음, 제게 가장 흥미롭게 들리는 것은 인공위성이 어

떻게 궤도에 머무르는지 배우기에 관한 거예요.

여: 정말 흥미롭게 들리는구나. Gardner 대학 교수님들

이 캠프 강사니?

남: 네. Brian Woodland 박사님이 그들 중 한 명이에요. 

그분은 항공 우주 공학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

자 중 한 명이세요.

여: 정말 멋진 기회구나!

남: 그렇죠? 저는 이 캠프에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 나도 동의해. 아빠가 집에 돌아오시면 그것에 대해 

상의해 보자.

〘 해설 〙�
기간(a three-week camp), 장소(On the campus of 
Gardner University), 프로젝트 주제(projects on various 
topics, learning how satellites stay in orbit), 강사

(Gardner University professors, Dr. Brian Woodland)
는 언급되었지만, 참가비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정답

은 ④이다.

〘 어휘�및�어구 〙�
■flyer 전단지

■aerospace engineering 항공 우주 공학 

■satellite 인공위성

■orbit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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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답 ④

〘 소재 〙 음악�축제�

W: Hello, music fans around the world. 2021 
Warrenville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is here! 
This festival covers various genres of music but 
mainly showcases jazz and blues music. It will 
take place from June 26th to July 3rd. There will 
be more than 100 concerts at various locations 
throughout the city. This year, the world-famous 
jazz musician Simon Armstrong will perform! 
Most performances take place indoors, but there 
are also outdoor concerts where children and 
dogs are welcome! Tickets are available to 
purchase online or by phone. Tickets sell out 
quickly, so don’t wait too long! Please visit 
www.warrenvillemusicfestival.org for more 
information. 

여: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음악 팬 여러분. 2021 
Warrenville 국제 음악 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다루지만 주로 재즈와 블루

스 음악을 선보입니다. 그것은 6월 26일부터 7월 3
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도시 전역의 다양한 장소

에서 100개가 넘는 콘서트가 열릴 것입니다. 올해

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즈 음악가 Simon 
Armstrong이 공연을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연은 

실내에서 열리지만, 아이들과 개가 환영 받는 야외 

콘서트도 있습니다! 표는 온라인이나 전화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표는 빨리 매진되므로,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www.

warrenvillemusicfestival.org을 방문하세요. 

〘 해설 〙
대부분의 공연은 실내에서 열린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 어휘�및�어구 〙�
■showcase 선보이다, 전시하다 

■performance 공연 

■available 구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sell out 매진되다

10.� 정답 ② �

〘 소재 〙 조리�기구�세트�구입�

M: Welcome to Bobby’s Cookware. May I help you 
with anything?

W: Yes, please. I’m looking for a cookware set as a 
wedding gift for my friend.

M: Okay. These are our best-selling ones. [Pause] 
This cast iron set is very popular. It’s really 
durable.

W: Hmm.... I think it’s too heavy for my friend. I 
need one of the other sets, made of a lighter 
material.

M: Okay. What size set are you looking for?
W: Her kitchen is a bit small, so one of these sets 

with less than 20 pieces would be good.
M: All right. Then I’d recommend this one. It’s a 

great bargain.
W: That one seems good, but my spending limit is 

$150.
M: Well, the remaining two are still really good 

sets. Personally, I recommend this one because 
the non-stick surface is much easier to clean.

W: Good point. I’ll follow your recommendation 
and buy this set.

남: Bobby’s Cookware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도와 드

릴까요?

여: 네, 그래 주세요. 친구 결혼 선물로 조리 기구 세트

를 찾고 있어요.

남: 알겠습니다. 이것들이 가장 잘 팔리는 것들입니다. 

[잠시 후] 이 무쇠 세트는 매우 인기가 있어요. 정말 

내구성이 좋아요.

여: 흠…. 제 친구에게는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저는 

더 가벼운 재질로 만들어진, 다른 세트들 중 하나가 

필요해요.

남: 알겠습니다. 어떤 사이즈의 세트를 원하시나요?

여: 그녀의 부엌이 좀 작아서, 구성품이 20개 미만인 이 

세트 중 하나가 좋을 거예요.

남: 알았어요. 그럼 이걸 추천할게요. 아주 싸게 사시는 

거예요.

여: 괜찮은 것 같지만, 제 지출 한도는 150달러예요.

남: 음, 나머지 두 개도 여전히 정말 좋은 세트예요. 개

인적으로는 붙지 않는 표면이 세척이 훨씬 쉽기 때

문에 이것을 추천해요.

여: 좋은 지적이네요. 당신의 추천에 따라 이 세트를 구

입할게요.

〘 해설 〙
무쇠가 아니면서 20개 미만인 세트이고, 가격이 150달
러 이하이면서 표면에 붙지 않는 모델을 골랐으므로, 여

자가 구입할 조리 기구 세트는 ②이다. 

〘 어휘�및�어구 〙�
■cookware 조리 기구, 취사도구 

■cast iron 무쇠

■surface 표면 

■recommendation 추천 

11.� 정답 ②

〘 소재 〙 프랑스어�공부�

M: Chloe, do you know anyone fluent in French? I 
have a question about a French word.

W: Lisa might be able to help you. I’ve seen her 
reading French books.

M: Really? I didn’t know that. Where did she learn 
French?

W: 

남: Chloe, 프랑스어에 능통한 사람을 알고 있니? 프랑

스어 단어에 대해 질문이 있어.

여: Lisa가 널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걔가 프랑스어 

책을 읽는 것을 봤어.

남: 그래? 그건 몰랐네. 걔는 프랑스어를 어디서 배웠

지?

여: 걔가 한동안 파리에 살았다고 들었어.

〘 해설 〙�
프랑스어 단어에 대해 질문이 있다는 남자에게 여자는 

Lisa가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답하고, 이에 남자가 Lisa
는 어디에서 프랑스어를 배웠는지 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① 내 생각에는 걔가 작년에 그걸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 

③ 그녀는 보통 어학실에서 가르쳐.

④ 그녀는 여전히 학교에서 기본적인 단어들을 배우고 

있어.

⑤ 프랑스어 TV 시청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됐어.

〘 어휘�및�어구 〙
■fluent 능통한, 유창한

12.� 정답 ② �

〘 소재 〙 교통�체증�

W: Oh, no. It seems like we’re going to be late for 
the show.

M: I know. The traffic is so bad. I wonder if there’s 
an accident. What should we do?

W: We shouldn’t stay in this cab. We’d better 
switch to a different type of transportation.

M: 

여: 오, 이런. 우리가 공연에 늦을 것 같아요.

남: 나도 알아요. 차가 너무 막혀요. 사고라도 났는지 궁

금하네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여: 이 택시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종류의 교통수단

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남: 나도 동의해요. 내려서 지하철을 탑시다.

〘 해설 〙
공연에 가는 길에 차가 막히는 상황에서 남자가 어떻게 

할지 묻자, 여자는 이 택시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며 

다른 종류의 교통수단으로 바꾸자고 제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 공연이 오늘이

에요.

③ 좋아요. 저기 있는 택시를 타는 게 어때요?

④ 괜찮아요. 오늘은 차가 별로 없네요.

⑤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버스에 탔어요.

〘 어휘�및�어구 〙�
■accident 사고 

■transportation 교통수단 

13.� 정답 ⑤

〘 소재 〙 냉장고�수리

[Telephone rings.]
W: West Refrigerator Customer Service. How may 

I help you?
M: Hi, I’m calling because my refrigerator is 

having some cooling problems.
W: I see. Can you please tell me the product 

registration number? It’s on the top left side of 
the refrigerator.

M: Let me see.... It’s BC9240.
W: Okay. I just brought up your record. You 

purchased the refrigerator in January 2020.
M: That’s correct.
W: Have you tried resetting the compressor by 

disconnecting the power cord or turning the 
fridge control to “off”?

M: I have, but it didn’t work.
W: Okay. It sounds like you need to have a 

technician visit your house. Can I have your 
address?

M: It’s 205 Baker Street, Eversonville.
W: All right. A technician will call you in the next 

hour to set up a visit.
M: Thank you. How long is the usual wait for a 

technician visit?
W: Usually a couple of days. We’ll get your refrigerator 

repaired this week.
M: Oh, that’s sooner than I expected. I won’t be 

home from Wednesday till the end of this week.
W: 

[전화벨이 울린다.]

여: West 냉장고 고객 서비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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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안녕하세요, 냉장고에 냉각 문제가 있어서 전화드렸

습니다.

여: 그렇군요. 제품 등록 번호를 알려주시겠어요? 냉장

고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남: 어디 보자…. BC9240입니다.

여: 네. 방금 고객님 기록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2020년 

1월에 그 냉장고를 구입하셨군요.

남: 맞아요.

여: 전원 코드를 분리하거나 냉장고 컨트롤을 ‘꺼짐’으로 

돌려서 컴프레서 재설정을 시도해 보셨나요?

남: 그래 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여: 알겠습니다. 기술자가 댁에 방문하도록 해야 할 것 

같군요.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남: Eversonville, Baker 가 205번지입니다.

여: 네. 기술자가 방문 일정을 잡기 위해 한 시간 내에 

전화할 겁니다.

남: 감사합니다. 기술자 방문까지 보통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여: 보통 이틀 정도요. 이번 주에 냉장고 수리를 받게 해 

드릴 거예요.

남: 오, 생각보다 빠르네요. 저는 수요일부터 이번 주 말

까지 집에 없을 텐데요.

여: 기술자가 전화하면 다음 주에 방문해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 해설 〙
냉장고가 고장나서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건 남자에

게 여자는 기술자가 방문하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술

자가 방문 일정을 잡기 위해 남자에게 전화를 할 거라고 

말한다. 기술자 방문은 보통 이틀 정도 기다리면 이루어

진다고 하자 남자는 생각보다 빠르다고 말하며 수요일부

터 이번 주 말까지 자신이 집에 없을 거라고 했으므로, 이

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① 기술자가 목요일에 댁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냉장고는 틀림없이 수요일까지 배달될 거예요.

③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말 전 언젠가 만나는 게 좋겠

어요.

④ 아마도 전원 코드를 다시 분리해 보는 게 좋겠어요.

〘 어휘�및�어구 〙�
■cooling 냉각 

■registration 등록 

■compressor 컴프레서, 압축기 

■technician 기술자 

14.�� 정답 ③

〘 소재 〙 온라인�신원�도용을�피하는�방법

W: Did you watch the Steven Harley show 
yesterday?

M: No. What was it about?
W: They invited a cybersecurity specialist to talk 

about how to avoid online identity theft.
M: Sounds interesting. What did the specialist say?
W: She said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not 

to use weak passwords.
M: You mean you should use long passwords with 

a combination of letters and numbers, right?
W: Right.
M: Yeah, that’s what I do.
W: That’s good. The specialist also said to avoid 

using the same password for different accounts.
M: I didn’t think about that. It’s more convenient to 

use the same password.
W: That’s true, but that can leave you more 

vulnerable.
M: That makes sense. If hackers can access one 

 account, they can get into other accounts too.
W: Exactly. You need to be sure to avoid that.
M: 

여: 어제 Steven Harley 쇼 보셨어요?

남: 아뇨, 무슨 내용이었어요?

여: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초대해서 온라인 신원 도용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남: 흥미롭게 들리네요. 그 전문가가 뭐라고 했어요?

여: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보안성이) 낮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 말했어요.

남: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된 긴 비밀번호를 사용하라

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 맞아요.

남: 네, 저는 그렇게 해요.

여: 잘됐네요. 그 전문가는 또한 서로 다른 계정에 동일

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

어요.

남: 그건 생각하지 못했네요.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

는 것이 더 편리해요.

여: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더 공격 받기 쉬운 상태

에 처할 수 있어요.

남: 말이 되네요. 만약 해커들이 한 계정에 접근할 수 있

다면, 다른 계정에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여: 맞아요. 그것을 확실히 피할 필요가 있어요.

남: 옳으신 말씀이에요. 계정마다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만들게요.

〘 해설 〙
온라인 신원 도용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사이버 보안 전

문가의 조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자는 서로 다른 계

정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남자는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더 편리하다고 말

한다. 그러나 곧 남자는 해커들이 한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면 다른 계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여자

의 말에 수긍하며, 이에 여자가 그런 일을 확실히 피해

야 한다고 말했으므로, 이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① 알아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②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계정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

이 없어요.

④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비밀번호를 기억하

기가 더 쉬울 거예요.

⑤ 맞아요. 내 비밀번호에 글자와 숫자를 섞어서 사용했

어야 했어요.

〘 어휘�및�어구 〙�
■cybersecurity 사이버 보안

■identity theft 신원 도용 

■combination 조합

■account 계정

■vulnerable 공격 받기 쉬운, 취약한 

■access ~에 접근하다 

15.� 정답 ② �

〘 소재 〙 재킷�구매�

W: Eric has a daughter named Katie. One day, they 
go shopping together at the mall and see a store 
having a huge sale on clothes. Katie says she 
wants to take a look, so they go into the store 
together. Katie sees a leather jacket that’s 
marked down 90 percent from its original price. 
She tells Eric that the jacket isn’t really her 
style, but she can’t pass it up because it’s such a 
great deal. Eric asks her if she’d wear it a lot, 

 and she tells him probably not. Eric thinks it’ll 
be a waste of money if she doesn’t wear it that 
much. So, Eric wants to tell Katie that she 
shouldn’t get the jacket simply because of the 
big discount.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Eric 
most likely say to Katie?

Eric: 

여: Eric에게는 Katie라는 딸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들

은 함께 쇼핑몰에 쇼핑을 하러 가서 한 상점이 의류 

세일을 크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Katie가 보고 싶

다고 해서, 그들은 같이 상점으로 들어갑니다. Katie
는 원래 가격에서 90퍼센트 할인된 가죽 재킷을 봅니

다. 그녀는 Eric에게 그 재킷이 사실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지만, 너무 가격이 좋아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

다고 말합니다. Eric은 그녀에게 그것을 많이 입을 것

인지 묻고, 그녀는 그에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

라고 말합니다. Eric은 그녀가 그것을 그다지 많이 입

지 않으면 돈 낭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 Eric은 Katie에게 단순히 큰 할인 때문에 그 재킷을 

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Eric은 Katie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Eric: 단지 싸다고 해서 그것을 사지는 마라.

〘 해설 〙
많이 입지 않을 것인데도 가격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재

킷을 사려고 하는 딸에게 Eric은 단순히 큰 할인 때문에 

그 재킷을 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 하므로, Eric이 

Katie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① 나는 그 재킷 가격이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③ 너는 입을 옷을 직접 골라야 해.  

④ 나는 더 큰 할인을 요구하고 싶구나. 

⑤ 그렇게 큰 할인을 놓치지 마라. 

〘 어휘�및�어구 〙�
■mark down ~을 할인하다 

■pass up (기회를) 놓치다

[16~17] 정답  16. ①   17. ③

〘 소재 〙 서양�미술사에서의�동물���

M: Hello, students. Last week, we learned about 
what animals symbolize in various cultures. 
Today, we’ll look closely at what they represent 
in the history of Western art. This can be seen in 
how Western artists have assigned meanings to 
animals. The first example is dogs. Since the 
Renaissance, dogs have been a symbol of 
loyalty. This is portrayed in a picture of a 
married couple by Jan van Eyck. The second 
a n i m a l  i s  m o n k e y s .  I n  m e d i e v a l  a n d 
Renaissance art, monkeys were sometimes seen 
as representations of humans. Next, parrots 
were often associated with language use 
because of their ability to imitate human speech. 
We can see this in a 17th-century portrait of a 
man, in which a parrot is drawn next to a 
preacher. Finally, peacocks are found in 
Christian art. They were sometimes portrayed as 
a symbol of immortality, probably due to the 
belief that their flesh never decayed. Now let’s 
watch a video about some other animals. 

남: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우리는 다양한 문

화에서 동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 미술사에서 그것들이 무엇을 나타내는

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서양 미술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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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 어떻게 의미를 부여했는지에서 볼 수 있습

니다. 첫 번째 예시는 개입니다. 르네상스 이래로 개

는 충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은 Jan van Eyck가 

그린, 결혼한 부부의 그림에서 표현됩니다. 두 번째 

동물은 원숭이입니다. 중세 및 르네상스 미술에서 원

숭이는 때때로 인간의 표상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음

으로, 앵무새는 인간의 말을 흉내 내는 그것의 능력 

때문에 흔히 언어 사용과 연관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것을 17세기 한 남자의 초상화에서 볼 수 있는데, 설

교자 옆에 앵무새가 그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작새는 기독교 미술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은 때때

로 불멸의 상징으로 묘사되었는데, 아마도 그것의 살

이 절대로 부패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

다. 이제 몇몇 다른 동물에 대한 영상을 봅시다.

〘 해설 〙
16. 동물이 서양 미술사에서 나타내는 바에 관한 내용이

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서

양 미술사에서 동물이 상징하는 것’이다.

② 동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

③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동물 윤리의 차이

④ 종교가 중세의 서양 미술에 미친 영향

⑤ 고대 동굴 미술의 동물 그림

17. 개, 원숭이, 앵무새, 공작새는 언급되었지만, 토끼

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 어휘�및�어구 〙�
■symbolize 상징하다 

■assign 부여하다 

■loyalty 충성

■medieval 중세의 

■representation 표상, 대표

■be associated with ~과 연관되다 

■imitate 흉내 내다 

■preacher 설교자 

■immortality 불멸 

■flesh 살, 육체

■decay 부패하다

18.� 정답 ③

〘 소재 〙 출산�예정�축하�파티�

〘 해석 〙
10월 6일에 Julie Vigneau를 위한 출산 예정 축하 파티

에 나를 초대하는 너의 이메일을 방금 받았어. 나는 분

명 Julie가 건강하길 바라고, 그녀가 곧 엄마가 되는 것

을 함께 축하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네가 그 파티의 일

정을 재고해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해. 그 파티는 근무

일 오후 3시로 정해져 있는데, 사적인 행사에 관한 회사 

방침과는 분명히 맞지 않는 거야. 1년 전쯤 비슷한 파티

로 문제가 있었다고 나는 알고 있고, 우리는 모두 인사

과로부터 근무 시간이 아닌 때 이런 종류의 행사를 계획

할 필요성과 또한 부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

기시키는 통지서를 받았잖아. Julie를 위한 이런 아주 특

별한 시간으로 인해 누군가 곤경에 처하는 게 싫어.

〘 해설 〙
Julie를 위한 출산 예정 축하 파티가 근무 시간 중에 열

리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는데 회사 방침과 어긋나니 재

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는 내용이므로, 글의 목적으

로 ③이 가장 적절하다.

〘 구문 〙
■  I know [that there was a problem about a year ago 

with a similar party]; we all received a memorandum 

from human resources [reminding us of {the need to 
schedule this sort of event outside of working 
hours} and also {the requirement <that a department 
head give approval>}].

→ 첫 번째 [    ]는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두 번째 

[    ]는 a memorandum을 수식하는 분사구이고, and로 

연결된 두 개의 {    }는 of에 이어지며, <    >는 the 
requirement와 동격 관계이다.

〘 어휘 〙
■baby shower 출산 예정 축하 파티

■upcoming 곧 다가오는

■motherhood 어머니가 됨, 모성(애)

■rethink 재고하다

■workday 근무일 

■in keeping with ∼과 맞는[일치하는]

■policy 방침, 정책

■memorandum (회사나 조직 내의) 통지서, 공식 문서

■human resources 인사과

■department head 부서장

■approval 허가, 인정

19.�� 정답 ②

〘 소재 〙 장학생�발표�

〘 해석 〙
대학 장학금은 지난 4월에 발표되었다. 교수들은 

Lathrop Hall 계단에 서서 장학생들의 명단을 발표했다. 

그날 하늘은 매우 푸르렀다. Paul은 재킷을 입고 있었고 

Daisy는 그의 팔에 팔짱을 끼고 있었다. 영문학과에 이

르렀을 때 그들은 알파벳순으로 네 명의 이름을 발표했

고 마지막 이름이 Paul Willis였다. Daisy는 그를 포옹

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이 역사정치학과를 발표할 때

까지 기다렸고, Daisy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는 둥글게 

모여 있던 그들의 친구들이 환호하는 소리와 약간의 박

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Daisy의 이름을 듣고 그는 

정말로 자기가 장학금을 탔고, 그들 둘 다 장학금을 탔

다는 게 진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매우 큰 

흥분이 어떤 외적인 표현을 필요로 해서 Paul은 울고 싶

은 기분이었다.

〘 해설 〙
자신과 Daisy 둘 다 장학생으로 발표되었고 친구들의 환

호와 박수 소리를 들으며 너무 흥분해서 울고 싶은 기분

이었다고 했으므로, Paul의 심경으로 ② ‘즐겁고 아주 기

쁜’이 가장 적절하다.

① 무관심하고 지루한 

③ 걱정스럽고 혼란스러운 

④ 호기심이 생기고 매혹된

⑤ 실망하고 질투심을 느끼는 

〘 구문 〙
■  So much excitement demanded some kind of 

outward expression that Paul felt like crying.
→ 「so ∼ that ...」은 ‘매우 ∼해서 …하게 되다’라는 의미

이다. 

〘 어휘 〙
■scholarship 장학금

■scholar 장학생

■circle 둥글게[원을 그리며] 모여 있는 사람들[것들]

■applause 박수 (갈채)

20.�� 정답 ④

〘 소재 〙 여가�생활에�대한�전략적�접근�

〘 해석 〙
직업 세계에서, 크게 성공한 많은 사람은 주의 깊은 전

략가들이다. 그들은 높은 수준의 야망을 일상적 행동에 

관한 결정에 연결하면서, 여러 다른 시간 척도로 자신

이 성취하고자 애쓰고 있는 것을 위한 비전을 설계한

다. 여기서 나는 이와 똑같은 접근법을 여러분의 여가 

생활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다시 말해서, 나는 

여러분이 자유 시간을 주의 깊게 계획하기를 원한다. 

만약 여러분의 여가가 수준 낮은 활동에 의해 좌우된다

면,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말로 들릴 

수도 있는데, 웹 서핑이나 영화 감상을 지원하기 위해

서 얼마나 많은 사전의 고려가 필요하겠는가? 그러나 

높은 수준의 여가를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전략적인 접

근의 이점은 더 분명한데, 이런 종류의 활동은 흔히 더 

복잡한 일정 짜기와 조직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높은 수준의 여가에 대한 충분히 고려된 접근법이 없다

면, 이런 활동에 대한 여러분의 전념은 일상생활의 마

찰로 인해 저하되기 쉽다.

〘 해설 〙
일의 세계에서 높은 성취를 이루는 사람이 자신의 야망

과 일상적 활동을 연결하여 주의 깊게 계획을 세우듯이, 

수준 높은 여가 활동을 추구하려는 사람은 이런 활동을 

위한 일정 짜기와 조직화를 포함한 주의 깊은 계획을 세

울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므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④

가 가장 적절하다.

〘 구문 〙
■  If your leisure is dominated by low-quality 

activities, then the idea [that you need a strategy] 
might sound absurd — how much forethought is 
needed [to support web surfing or watching movies]?

→ 첫 번째 [    ]는 the idea와 동격 관계이다. 두 번째 

[    ]는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다.

〘 어휘 〙
■achiever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

■strategist 전략가 

■lay out ∼을 설계[계획]하다

■time scale 시간의 척도

■ambition 야망

■strategize 주의 깊게 계획하다, 전략을 짜다

■dominate 좌우하다, 지배하다

■absurd 터무니없는

■forethought 사전의 고려

■embrace 수용하다, 포용하다

■commitment 전념, 헌신

■pursuit 활동, 추구

■degrade 저하되다

■friction 마찰

21.� 정답 ④

〘 소재 〙 서유럽의�지리적�의미의�변화

〘 해석 〙
오천 년 전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그리고 영국

이 유럽에서 대서양 쪽으로 돌출했다는 사실이 커다란 

지리적 단점이었는데, 이는 이들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와 이집트에서의 실제 활동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는 것

을 의미했다. 그러나 오백 년 전쯤에 사회 발전의 수준

이 너무 많이 올라 지리는 그것의 의미를 바꾸었다. 항

상 통행할 수 없었던 바다였던 것을 건널 수 있는 새로

운 종류의 배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갑자기 대서양 쪽으

로 돌출한 것을 큰 이점으로 만들었다. 아메리카 대륙, 

중국, 그리고 일본으로 항해를 시작한 것은 이집트나 이

라크 선박이 아니라 다름 아닌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

스, 그리고 영국의 선박이었다. 해양 무역으로 세계를 

묶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서유럽인들이었고, 서유럽

의 사회 발전은 지중해 동부의 더 오래 전 핵심 지역을 

추월하면서 위로 치솟았다. 나는 이 패턴을 ‘후진성의 이

점’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사회 발전 자체만큼이나 오

래된 것이다.

〘 해설 〙
문명의 중심이었던 지중해 동부 지역의 메소포타미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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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에서 멀리 떨어져 대서양으로 돌출해 있던 서유

럽 나라들이 사회 발달로 대서양을 건너갈 수 있는 배들

이 만들어짐에 따라 후진적이었던 상태에서 벗어나 해

양 무역으로 세계를 새로이 묶고 이전의 핵심 지역을 추

월했다는 내용이므로, 밑줄 친 부분이 이 글에서 의미하

는 바로 ④ ‘사회 발전에 의해 초래된 지리적 중요성의 

증가’가 가장 적절하다.

① 장기간에 걸쳐 경쟁 우위 유지하기 

②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차이 줄이기 

③ 기술이 국제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⑤ 지리적 단점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역에 바탕을 둔 

정책 

〘 구문 〙
■  It was western Europeans who began tying the 

world together with maritime trade, and western 
European social development soared upward, 

[over taking  the  older  core  in  the  eas tern 
Mediterranean]. 

→ 「It was ∼ who」는 western Europeans를 강조하는 구

문이다. [    ]는 앞 절의 내용을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분

사구문이다.

〘 어휘 〙
■stick out to ~ 쪽(방향)으로 돌출하다

■region 지역 

■impassable 통행할 수 없는

■abruptly 갑자기

■plus 이점

■maritime trade 해양 무역 

■soar 치솟다, 높이 날다

■overtake 추월하다

■core 핵심 (지역)

■backwardness 후진성, 낙후

22.��� 정답 ①

〘 소재 〙 종교와�과학의�역사

〘 해석 〙
고고학적 증거와 인류학적 증거 둘 다 종교가 기록이나 

고정된 정착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둘 다 이후에 많은 종교가 발달하는 것에 크게 기

여했지만). 종교는 이러한 문명의 이정표 둘 다보다 앞

선다. 선사시대 집단들 사이에서 종교 의식 유적지의 증

거는 많이 있다. 거대한 돌 비단뱀 하나가 Botswana의 

Kalahari 사막에 있는 Tsodilo Hills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종교 의식 유적지라고 여겨지는 

곳을 표시하는데, 그것은 현재로부터 약 7만 년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Walter Burkert는 초기 종교에서 

자신이 생물학적 ‘흔적’이라고 부르는 것을 살펴보는 The 
Creation of the Sacred에서 종교 의식 활동의 기원이 훨

씬 더 오래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운다. Burkert
는 종교 의식은 읽고 쓰는 능력보다 앞선다고 생각할 뿐

만 아니라 그것이 언어보다도 앞설지도 모른다는 가능

성도 고려한다. 종교는 오래되었다. 그것은 선사 시대의 

것이다. 대조적으로, 과학은 새로운 것이다. 가장 후한 

기준에서 그것은 겨우 몇 천 년 된 것이고, 현대 과학은 

겨우 사백 년 된 것이다.

〘 해설 〙
종교 의식 유적지를 보면 종교 활동은 선사 시대부터 있

었고 언어나 읽고 쓰는 능력이 생기기 전부터 그런 활동

이 있었던 반면 과학은 새로운 것이라는 내용이므로, 글

의 요지로 ①이 가장 적절하다. 

〘 구문 〙
■  Burkert thinks that ritual not only predates literacy, 

but he also considers the possibility [that it may 
even predate language].

→ 「not only ∼ but also ...」은 ‘∼뿐만 아니라 …도’라는 

뜻이다. [    ]는 the possibility와 동격 관계이다.

〘 어휘 〙
■archaeological 고고학의

■anthropological 인류학의

■indicate 보여주다, 가리키다

■settlement 정착(지) 

■contribute 기여하다

■subsequent 이후의

■predate ∼보다 앞서다

■milestone 이정표

■ritual 종교 의식

■prehistoric 선사 시대의

■abound 많이 있다

■massive 거대한

■repute 여기다

■hypothesize 가설을 세우다

■literacy 읽고 쓰는 능력 

■liberal 후한

23.���� 정답 ①

〘 소재 〙 감정적�반응�및�조절의�발달

〘 해석 〙
한 개인의 강도가 높거나 낮은 감정적 반응의 특징적 양

상은 기질적인 요인과 경험적인 요인 둘 다의 산물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감정과 감정 조절이 아마도 대뇌 

피질 하부 부위와 관련이 있을 선천적 특징과, 특히 가

족, 친구, 그리고 더 큰 문화와의 관계에 의한 경험에서 

만들어지는, 피질의 영향을 더 받을 수도 있는, 학습되

는 특징 둘 다에 의해 형성된다고 폭넓게 말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신경 영역만 분리하는 것은 우리의 풍부한 감

정의 세계가 두뇌의 더 낮은 부위로 흘러들어간 다음 경

험에 의존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우리의 더 높은 두

뇌의 과정에 의해 형성되면서 우리의 몸 전체에서 나오

고 있다는 핵심을 놓치는 것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수

줍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상황에 격렬하

게 반응하고 새로움에 직면했을 때 물러나는 선천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Jerome Kagan이 보여주었

듯이, 부모가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그들의 성격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의 감정은 분명히 선천적

이기도 하면서 경험에 의해 형성되기도 한다. 둘 중 어

느 하나가 아니라 ‘둘 다’이다.

〘 해설 〙
강도가 높거나 낮은 감정적 반응 및 감정 조절이 선천적

인 기질과 후천적인 경험 둘 다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

성된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주제로는 ① ‘(선천적인) 본

성과 (후천적인) 양육 둘 다의 영향을 받는 감정 발달’이 

가장 적절하다.

② 경험과 사려 깊은 성찰 둘 다에 의한 감정의 생성

③ 감정과 인지 간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의사 결정 

④ 뇌의 간섭에 따른 감정 표현의 차이

⑤ 지나친 감정 표현이 합리적 판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구문 〙
■  For example, people with shy temperaments may 

have an inborn tendency [to respond intensely to 

new situations] and [to withdraw when confronted 

with novelty].
→ and로 연결된 두 개의 [    ]는 an inborn tendency에 

이어지는 to부정사구이다. when confronted는 when 
(they are) confronted에서 ‘주어와 be동사’가 생략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 어휘 〙
■intensity 강도, 강렬함

■product 산물

■constitutional 기질적인

■state 말하다

■regulation 조절

■innate 선천적인

■region 영역, 부위

■relational 관계적인

■mediate 영향을 주다, 가능하게 하다

■separate out ∼을 분리하다

■neural 신경(계)의

■emerge from ∼에서 나오다

■mold 형성하다

■construct 구성하다

■inborn 선천적인

■tendency 경향

■intensely 격렬하게

■withdraw 물러나다

■novelty 새로움

24.����� 정답 ①

〘 소재 〙 항해를�위해�이용된�천문학

〘 해석 〙
만약 여러분이 장거리 여행자이고 정확하게 어디에 있

는지 알고 싶다면, 육지에서보다 바다에서 그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기 쉽다. 육지에서는 산과 강, 

건물, 도로와 마을 등의 지표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항해 표지는 거의 없고, 대개 이전에 그곳에 가 

본 숙련된 관찰자만이 알아볼 수 있다. 바다의 텅 비어 

있음과 동질성, 외견상 대양의 광대한 동일성으로 인해 

선원들은 자연히 하늘에서, 해와 달, 별과 별자리에서 

방향을 찾게 되었다. 그들은 항해 표지 역할을 할 천상

의 표지를 찾으려 했다. 천문학이 뱃사람의 시녀가 된 

것, 즉 콜럼버스의 시대가 코페르니쿠스의 시대가 시작

되게 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하늘을 향해 고정된 새

롭게 발명된 망원경의 도움으로, 달, 목성, 그리고 금성

에 대한 갈릴레오의 새로운 관찰로, 사람들은 바다를 

발견했고, 대양의 해도를 만들었으며, 새로운 대륙의 

경계를 정했다.

〘 해설 〙
바다에서는 방향을 잡는 데 이용될 수 있는 표지를 찾기 

어려워 해와 달, 별자리와 같은 하늘의 표지를 이용해 

방향을 찾고자 하는 천문학적 관찰이 시작되었다는 내

용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① ‘천문학적 관찰: 해양 항해

의 열쇠’가 가장 적절하다.

② 해양 탐험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 

③ 탐험의 시대 동안 신세계의 지도 만들기 

④ 대양의 항해자들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는가? 

⑤ 천문학 대 점성술: 그것들은 어떻게 다른가? 

〘 구문 〙
■  With the aid of the newly invented telescope [fixed 

on the heavens], with Galileo’s new vision of the 
moon, Jupiter, and Venus, men [discovered the 
seas], [charted the oceans], and [defined new 

continents].
→ 첫 번째 [    ]는 the newly invented telescope을 수식

하는 분사구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    ]는 and
로 연결되어 주어인 men에 이어지는 술어로 병렬 관계

를 이루고 있다.

〘 어휘 〙
■precisely 정확히

■be apt to ∼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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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ings 방향, 방위

■landmark 지표

■seamark 항해 표지

■discernible 보고 알 수 있는, 인식[식별]할 수 있는

■observer 관찰자

■emptiness 텅 비어 있음

■on the surface 외견상

■seek 찾다, 추구하다

■astronomy 천문학

■handmaiden 시녀

■usher in ∼이 시작되게 하다

■fix on ∼에 고정하다

■chart 해도를 만들다

■define 경계를 정하다[나타내다]

25.�� 정답 ④

〘 소재 〙 인터넷�접속을�위해�사용하는�기기�

〘 해석 〙
위의 도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인터넷 접속을 위

해 캐나다 성인들이 사용한 기기의 비율을 보여준다. 인

터넷 접속을 위해 어떤 기기를 사용하는지 질문을 받았

을 때 주어진 기간 동안 85퍼센트 이상이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다음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기기는 2018년과 2020년에 72퍼센트, 

2019년에 75퍼센트로 스마트폰이나 휴대 전화였다. 

2020년에 인터넷 접속을 위해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컴

퓨터를 사용한 캐나다인의 비율은 태블릿을 사용한 캐

나다인의 비율의 두 배에 조금 미치지 못했다. TV를 사

용한 캐나다인과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

한 캐나다인의 비율 간의 퍼센트 포인트 차이는 2018년
에 가장 작았다. 주어진 기간 동안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한 캐나다인의 비율이 증가했는데, 

2020년에는 캐나다인의 12%가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

는 장치를 사용했다.

〘 해설 〙
TV를 사용한 캐나다인의 비율과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

는 기기를 사용한 캐나다인의 비율 사이의 퍼센트 포인

트 차이는 2020년에 가장 작았으므로, ④는 도표의 내

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구문 〙
■  The above graph shows the percentages of devices 
[used by Canadian adults {to access the Internet 
from 2018 to 2020}].

→ [    ]는 devices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    }는 목적

을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다.

〘 어휘 〙
■device 기기, 장치

■access 접속하다; 접속

■gap 차이

■voice-controlled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26.� 정답 ③

〘 소재 〙 Robert�E.�Barton�Allen의�생애

〘 해석 〙
Robert E. Barton Allen은 1904년에 Indiana 주 

Rochester에서 태어났다. 그는 DePauw 대학교와 

Illinois 대학교의 졸업생이었다. 그의 학위 논문은 동화

의 성격과 보급을 조사했다. 1937년부터 1941년까지 

Allen은 영어를 가르쳤고 Indiana 대학교 라디오 프로그

램의 책임자로 일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Paul G. 

Brewster와 함께 Hoosier Folklore Society를 공동 창립

했고 초대 회장으로 일했다. Indiana를 떠난 후, Allen은 

연설법을 가르쳤고 Carleton 대학의 학장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그는 후에 Albuquerque에 있는 New Mexico 
대학교에서 연설법과 영어를 가르치는 직책을 맡았다. 

1950년대 초, Allen은 신문 기자와 라디오 아나운서들

이 지명을 정확하게 발음하도록 돕기 위해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를 위한 A New Mexico 

Place Names Dictionary를 편찬했다. 그의 경력 동안 

내내, 그는 라디오 방송 제작에 관한 수많은 강의를 했

고 기사를 썼다. Allen은 1982년 12월에 Arizona 주 

Phoenix에서 사망했다.

〘 해설 〙
Carleton 대학의 학장의 보좌관으로 일했다고 했으므로, 

③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구문 〙
■  In the early 1950s, Allen compiled A New Mexico 

Place Names Dict ionary for the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to help newspapermen 
and radio announcers pronounce place names 
correctly].

→ [    ]는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고, ‘~이 …하

도록 도와주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help + 목적어 + 

(to) 동사원형」의 구조가 사용되었다.

〘 어휘 〙
■graduate 졸업생

■examine 조사[검토]하다

■director 책임자, 감독

■co-found 공동 창립하다

■assistant 보좌관

■compile 편찬[편집]하다 

■newspaperman 신문 기자

■pronounce 발음하다

■article 기사 

■concerning ∼에 관한

27.� 정답 ②

〘 소재 〙 무선�충전기

〘 해석 〙
무선 충전기 Pro-X

무선 충전기 Pro-X로 내장 무선 충전 코일이 있는 모든 

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기 Pro-X 앱을 이

용해서 남은 충전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포함된 것

 •무선 충전기

 •마이크로 USB 충전 케이블

표시등 

 •고른 빨간색–충전 준비됨

 •고른 흰색–장치 충전 중임

충전하기

 •충전기를 견고하고 평평한 표면에 두세요.

 • 정렬이 중요합니다–기기를 충전 표면 가운데 오도

록 배치하면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인 충전을 보장

합니다.

 • 카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하기 전에 여러분의 

기기 케이스에서 자기 띠가 있는 신용 카드나 모든 

카드를 치우세요.

 •충전 시간은 기기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

 • 877-698-4883으로 전화하시거나 TargetTechSupport.
com으로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 해설 〙
표시등이 빨간색이면 충전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이므

로, ②는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구문 〙
■  Alignment matters―[centering the device on the 

charging surface] ensures the fastest and most 
efficient charge.

→ 동명사인 centering이 이끄는 [    ]가 ― (대시) 이하의 

주어이고 ensures가 술어동사이다.

〘 어휘 〙
■wireless charger 무선 충전기

■built-in 내장된

■solid (색깔·색조가) 고른, 변화가 없는

■sturdy 견고한

■flat 평평한

■alignment 정렬, 가지런함

■ensure 보장하다 

■magnetic strip 자기 띠

28.� 정답 ②

〘 소재 〙 패션�경연�대회

〘 해석 〙
2021 Fashion4Future 경연 대회

Instituto Europeo di Design(IED)은 Fashion4Future 연
례 경연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경연 대회 우승자들은 

올해 말 이탈리아에서 패션 분야 겨울 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특별 장학금을 받습니다. 

경연 대회에 참가하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해서 

내용을 다 기입한 등록 양식을 fashionforfuture@kazutb.
org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1. 이름, 성, 연령

2. 교육–전공 및 과정

3. 연락처 세부 정보–전화번호 및 주소

– 참가자는 교육과 경험 정도에 따라 주니어 부문과 전

문가 부문, 두 개의 부문으로 나뉩니다.

경연 대회 단계:

• 준결승–10월 24일까지 4장의 독창적인 ‘즉시 입을 수 

있는 의상’의 스케치를 이메일로 제출하세요.

• 결승–11월 2일에 A4 형식으로 인쇄된 스케치를 직

접 제출하세요.

〘 해설 〙
등록 양식에 성명, 연령, 전공 및 과정, 연락처를 명시해

서 이메일로 보내라고 했으므로, ②는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 구문 〙
■  Present sketches [printed in A4 format] in person 

on November 2nd.
→ 동사인 Present로 시작하는 명령문이고, [    ]는 

sketches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 어휘 〙
■scholarship 장학금

■attend 참가하다

■registration form 등록 양식

■specify 명시하다

■contact 연락(처)

■category 부문

■in person 직접, 몸소

29.� 정답 ⑤ �

〘 소재 〙 목차�작성�방식과�의미

〘 해석 〙
(책의) 장(章)과 부(部)를, 다루고 있는 주제를 나타내는 

많은 부제(副題)로 나누면서 아주 자세한 목차를 쓰는 

것이, 특히 설명적인 저술에서, 하지만 때로는 소설이나 

시에서조차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예를 들어, Edward 

Gibbon은 각 장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적인 목차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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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를 출간했다. 이

따금 여전히 분석적인 목차를 정말 우연히 발견하지만, 

그런 요약은 더 이상 일반적이지 않다. 그 관행이 쇠퇴

한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예전에 그랬던 것만큼 목차

를 읽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출판사들은 

완전히 솔직하고 드러내 보이는 목차보다 덜 드러내는 

목차가 더 매혹적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그들이 느끼기

에, 독자들은 거의 비밀스러운 장의 제목을 가진 책에 

끌릴 것이어서, 그들은 그 장들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그 책을 읽고 싶어 할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목차는 가치 있을 수 있어서, 책의 나머지 부분

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것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 해설 〙
⑤ to find 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면서 

about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표현이 필요하므로 

that을 what으로 바꿔야 한다.

①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to부정사구가 내용상의 주어

이므로 to write은 어법상 적절하다.

② 동사구인 come across를 강조하는 조동사이므로 do
는 어법상 적절하다.

③ 「not so ∼ as ...(…만큼 ∼하지 않다)」 원급 비교 표

현이므로 as는 어법상 적절하다.

④ a table of contents를 대신하는 부정대명사로 쓰였으

므로 one은 어법상 적절하다.

〘 구문 〙
■  It used to be a common practice, especially in 

expository works, but sometimes even in novels and 
poems, [to write very full tables of contents, {with the 
chapters or parts broken down into many subtitles 
<indicative of the topics covered>}].

→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    }에는 앞 내용의 부수적 상황을 나타내는 「with+명

사구+분사구」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    >는 many 
subtitles를 수식하는 형용사구이다.

〘 어휘 〙
■practice 관행

■expository 설명적인 

■table of contents 목차 

■chapter (책의) 장 

■subtitle 부제 

■indicative of ∼을 나타내는

■extensive 광범위한

■analytical 분석적인

■summary 요약 

■occasionally 이따금 

■come across ∼을 우연히 발견하다

■decline 쇠퇴

■publisher 출판사 

■seductive 매혹적인

■frank 솔직한

■mysterious 비밀스러운, 신비한

30.� 정답 ⑤ �

〘 소재 〙 개혁적인�사상의�부상과�그에�대한�저항

〘 해석 〙
가동 활자의 혁신은 종교적 반대에서 정치적, 사회적 개

혁에 이르기까지 불안정하게 하는 효과와 더불어 필연

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상을 불러 일으켰다. 보통 사

람들이 인권을 갖고 있다는 새로운 사상을 제안한 

Thomas Paine의 Rights of Man은 곧 예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결혼과 같은 제도들에 과감히 문제를 

제기한 Mary Wollstonecraft의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으로 이어졌다. 어디에서나 강렬한 감

정과 예리한 정의감이 대중 강연장을 가득 메웠다. 노동

자와 지식인 모두가 공유하는 가정이 이 모든 항의의 기

저를 이루었는데, 예를 들어 합리적인 가격의 빵에 대한 

권리와 같은 것은 방어할 가치가 있는 도덕적 문제라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 상황을 전혀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았던 엄청나게 비축된 (보수) 토리 당원의 정서가 있

었다. 이런 새로운 사고방식은 그들에게 충분히 잘 작동

했던 질서에 대한 동반자(→ 위협)이었고, 새로운 공장 

체계에 의해 예언된 진행 중인 경제 구조 개편은 훨씬 

더 좋은 시절을 약속했다. 그 대립은 부지불식간에 직공

들, 사상가들, 그리고 작가들을 더욱 더 결속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 해설 〙
⑤ 보편적인 인권과 여성의 권리에 대해 주장하는 새로

운 사고방식은 보수적인 토리 당원에게는 잘 작동하던 

기존의 질서에 대한 위협이었다는 맥락이 되어야 하므

로, companion을 threat과 같은 낱말로 바꾸어야 한다.

〘 구문 〙
■  Thomas Paine’s Rights of Man, [which proposed the 

novel idea {that ordinary people possessed them}], 

had been followed shortly by Mary Wollstonecraft’s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 [which dared 
to question institutions, such as marriage, {that had 
previously been taken for granted}]. 

→ 첫 번째 [    ]는 Thomas Paine’s Rights of Man을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고, 그 안에 있는 {    }는 the novel idea
와 동격 관계이다. 두 번째 [    ]는 Mary Wollstonecraft’s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을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고, 그 안에 있는 {    }는 institutions, such as 
marriag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어휘 〙
■movable type 가동 활자

■inevitably 필연적으로

■movable 움직일 수 있는

■unsettling 불안정하게 하는

■dissent 반대

■reform 개혁

■propose 제안하다

■novel 새로운

■possess 갖다, 소유하다

■question 문제를 제기하다

■institution 제도, 기관

■previously 예전에

■take ∼ for granted ∼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keen 예리한

■assumption 가정

■intellectual 지식인 

■underlie ∼의 기저를 이루다

■protest 항의

■defend 방어하다

■reservoir 비축, 저장, 저수지

■sentiment 정서

■order 질서

■ongoing 진행 중인

■restructuring 구조 개편

■opposition 대립, 반대

■unwittingly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중에

■weaver 직공, 베 짜는 사람

31.� 정답 ③

〘 소재 〙 수정론이�계속�제기되는�전기

〘 해석 〙
전기는 역사만큼이나 수정론을 피할 수 없다. Walter 
Isaacson의 Steve Jobs 전기를 읽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

다. 그것은 즐거움을 주고, 재미있으며 심지어 영감을 주

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 책이 출간된 지 몇 주안에 Jobs에 

대한 Isaacson의 이해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책들이 등

장했다. 그런 논쟁은 대중이 더 이상 그들의 주제에 매료

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관심이 끝나지 

않는 많은 인물이 있다. 실제로, Lincoln은 약 4만 권의 

책의 주제가 되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 관한 사실을 그 

사람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시키는 그런 사실들에 

관한 정확한 설명조차 그 사람을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

게 한 동기에 관한 그 어느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것 같지 

않다. 편지, 일기, 목격자 증언과 같은 새로운 기록 자료

는 사건에 관한 기록을 더할 수 있고 다른 자료들의 신빙

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물론, 그것이 George 
Washington이나 Winston Churchill이 매 세대마다 (혹은 더 

빨리) 새로운 전기를 얻는 이유는 아니다.

〘 해설 〙
Steve Jobs와 같은 한 인물에 관한 전기가 출간되면 그것

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책이 연이어 등장하고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반영하는 새로운 전기가 나오는 

등 인물에 관한 전기가 계속 수정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③ ‘수정론’이 가장 적절하다.

① 편견

② 저작권

④ 조작

⑤ 차별

〘 구문 〙
■  But even a correct recitation of the facts about 

someone [that links those facts into a narrative of 
the person’s life] doesn’t seem to settle any matter 
about [what made that someone tick]. 

→ 첫 번째 [    ]는 a correct recitation of the facts 
about someone을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두 번째 [    ]는 

ab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 어휘 〙
■biography 전기

■subject to ∼을 피할 수 없는

■entertaining 즐거움을 주는

■amusing 재미있는

■inspiring 영감을 주는

■publication 출간 

■dispute 이의를 제기하다; 논쟁

■subject 주제 

■figure 인물

■recitation (일련의 사건에 대한) 설명

■narrative 이야기, 서사

■settle 해결하다

■material 자료

■eyewitness 목격자

■testimony 증언

■discredit 신빙성을 떨어뜨리다, 의심하게 하다

■generation 세대

32.� 정답 ①

〘 소재 〙 의식이�가능한�신경계를�지닌�동물들

〘 해석 〙
인간만이 의식을 경험한다는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은 

후진적이다. 인간의 감각은 문명화하는 동안 분명히 둔

해졌다. 많은 동물은 인간의 능력 이상으로 기민한데,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단지 코끼리를, 즉 (짧고 날카로운) 

탁탁하는 소리에 불과한 위험이나 기회의 기미도 감지

하도록 예민하게 조정되어 있는 그들의 감지 능력을 관

찰해 보라. 2012년에 ‘의식에 관한 Cambridge 선언’ 초

안을 작성한 과학자들은 ‘모든 포유류와 조류, 그리고 문

어를 포함한 많은 다른 생물들은’ 의식이 가능한 신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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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문어는 대부분의 유인원

이 하는 만큼 능숙하게 도구를 사용하고 문제를 해결하

는데 그것은 연체동물이다.) 과학은 분명한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데, 즉 다른 동물들은 자신들의 귀, 눈, 코로 

듣고, 보고, 냄새 맡고 그것이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 때 

두려워하고 행복해 보일 때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다. 

Christof Koch가 쓰듯이, “의식이 무엇이든 개, 새, 그리

고 수많은 다른 종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 역시 

삶을 경험한다.”

〘 해설 〙
동물은 인간 이상으로 기민한 감각을 갖고 있고 의식이 

가능한 신경계를 갖고 있으며 두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는 ① ‘인간만이 의식을 경

험한다’가 가장 적절하다.

② 일부 동물은 자신의 환경을 파괴한다

③ 야생 동물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옮길 수 있다

④ 문명은 동물을 소유물로 바꾸었다

⑤ 식물은 동물과 똑같은 의식적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

〘 구문 〙
■  Science is confirming the obvious: other animals 
[hear, see, and smell with their ears, eyes, and 
noses]; [are frightened when they have reason for 
fright] and [feel happy when they appear happy]. 

→ 세 개의 [    ]는 모두 other animals에 이어지고 병렬 

관계를 이룬다.

〘 어휘 〙
■notion 생각, 개념

■backward 후진적인

■dull 둔해지다

■superhumanly 인간의 능력 이상으로

■alert 기민한

■detection 감지

■equipment 능력

■exquisitely 예민하게, 정교하게

■tune 조정하다

■draft 초안을 작성하다

■nervous system 신경계

■confirm 확인하다

■numerous 수많은

33.� 정답 ④

〘 소재 〙 이해관계의�영향을�받는�인간관계

〘 해석 〙
진정성에 대한 현재의 갈망과 그것에 대한 믿음의 부족

은 경제적, 사회적 향상에 대한 개인의 욕망에 의해 잠

재적으로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개인적 관계가 형성되

는 경우는 비교적 거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의식하게 

된 것의 결과이다. 서비스 부문 일자리가 급증했기 때문

에 개인적인 것(이해관계가 아닌 신호 하에 작동됨)과 

직업적인 것(이해관계의 신호 하에 작동됨) 간의 구분이 

점차 약화되었다. 자기 형성의 기회와 ‘좋아요’와 ‘싫어

요’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할 기회가 있는 소셜 미디

어는, 인간 첩자, 즉 보통 시민인 양 가장하면서 특정 행

사와 상품을 홍보하는 개인을 이용하는 것이 똑같이 그

런 것처럼, 개인적인 동기와 직업적인 동기의 이와 같은 

결합에 대한 일종의 기술적인 전형을 구성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지만, 이것

은 동시에 이익의 관계망을 창출하는 관계의 잠재성에 

의해 위태롭게 된다.

〘 해설 〙
경제적, 사회적 향상을 위한 이해관계가 동기가 되어 형

성되는 인간관계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구체화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몹시 필요로 하면서도 이렇

게 이익을 염두에 둔 관계 형성으로 인해 그것이 위태로

워진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④ ‘이익의 관계망을 창

출하는 관계의 잠재성에 의해 위태롭게 된다’가 가장 적

절하다.

① 그들의 관계의 파탄을 겪은 사람들에 의해 부정된다

② 남들의 고통과 거리를 두려는 유혹에 의해 유발된다

③ 소셜 미디어의 단점을 감추는 수단으로 인식된다

⑤ 소셜 미디어 사용이 대인 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다 

〘 구문 〙
■  [The current longing for and lack of belief in the 

authentic] is the result of growing awareness [that 
relatively few personal relationships are formed {that 
are not potentially motivated by an individual’s 
desires for economic and social betterment}].

→ 첫 번째 [    ]가 주어이고, 술어동사는 is이다. 두 번

째 [    ]는 growing awareness와 동격 관계이고, 그 안

에 있는 {    }는 personal relationships를 수식하는 관계

절이다.

〘 어휘 〙
■current 현재의

■longing 갈망

■authentic 진정한

■awareness 의식

■betterment 향상

■upsurge 급증

■sector 부문

■erosion 점진적 약화[감소]

■distinction 구분, 구별

■self-fashioning 자기 형성

■construct 구성하다

■embodiment 전형, 구체화

■promote 홍보하다

■commodity 상품 

■urgent 긴급한

■simultaneously 동시에

■compromise 위태롭게 하다

■generate 창출하다, 생성하다

34.� 정답 ①

〘 소재 〙 문화적�차이를�유발하는�유전자�차이

〘 해석 〙
환경 결정론은 사실상 문화의 전파에서 유전적 변이는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문화의 능력은 단 하나

의 인간 유전자형에 의해 전파된다. Dobzhansky는 다

음과 같이 이 가설을 말했는데, “문화는 유전자를 통해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으로부터 배움으로써 

획득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유전자는 인간 

진화에서 그것의 최고의 지위를 완전히 새로운, 비생물

적인, 즉 초유기체적인 주체인 문화에게 넘겨주었다. 하

지만, 이 주체가 인간 유전자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

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비록 유전자가 그것의 주

권의 대부분을 내주었지만, 그것은 적어도 문화 간의 차

이의 기저를 이루는 행동적 특징에서 일정 정도의 영향

력을 유지한다. 적당히 높은 유전 가능성은 내향성-외향

성 척도, 개인적인 속도, 정신 운동과 스포츠 활동, 신경

증적 경향, 우성,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특정 형태의 정

신 질환 경향에서 증명되었다. 인구 집단 차이에 부여된 

이러한 변이의 작은 부분조차도 사회가 문화적 차이를 

갖게 할 수도 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양을 측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해설 〙
인간의 진화에서 유전자보다 문화가 더 높은 지위를 인

정받았다고 하지만, 유전자는 문화 간 차이의 기저를 이

루는 행동적 특징에서 일정 정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

으며, 적당히 높은 유전 가능성이 있는 특성들이 입증되

어 왔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① ‘사회가 문화적 차이

를 갖게 할’이 가장 적절하다.

② 인구 집단이 적응할 새로운 환경을 만들

③ 이전 세대에게 생소한 질병을 만들 

④ 비슷한 특성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크게 증가시킬

⑤ 곧 유전자 풀로부터 사라질

〘 구문 〙
■  Although the genes have given away most of their 

sovereignty, they maintain a certain amount of 
influence in at least the behavioral qualities [that 
underlie variations between cultures]. 

→ Although는 양보의 부사절을 이끈다. [    ]는 the 
behavioral qualiti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어휘 〙
■ environmentalism 환경 결정론(인간 형성에 있어서 

유전보다 환경을 중하게 봄)

■hold 주장하다 

■in effect 사실상 

■variance 변이, 차이

■transmission 전파

■state 말하다

■hypothesis 가설

■inherit 물려받다, 유전하다

■acquire 획득하다

■surrender 넘겨주다, 포기하다

■primacy 최고의 지위, 으뜸

■nonbiological 비생물적인

■superorganic 초유기체적인 

■agent 주체

■sovereignty 주권

■maintain 유지하다

■underlie ∼의 기저를 이루다

■variation 차이

■moderately 적당히

■heritability 유전 가능성

■document 증명하다

■introversion 내향성

■extroversion 외향성

■measure 척도; 측정하다 

■tempo 속도

■dominance 우성

■tendency 경향

■mental illness 정신병

■depression 우울증

■portion 부분

■invest (어떤 성질을) 부여하다[지니게 하다]

■predispose (성향 등을) 갖게 하다

35.� 정답 ②

〘 소재 〙 인터넷�사용이�가져오는�분열

〘 해석 〙
대중 매체와 인터넷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의 과정에 관

한 우려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일반적인 위험은 

분열의 위험인데, 특정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기존에 

전념하고 있던 것들을 더 많이 그리고 더 큰 목소리의 

변형된 형태로 듣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경쟁적 견해와 

간과되는 문제들을 접하는 데서 오는 이득을 줄이게 된

다. 전문화가 더 커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일반 관심

사를 다룬 신문과 잡지를 피하고 자기 자신의 성향을 반

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일간 신문과 저녁 뉴

스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흔히 많은 예상치 못한 소문과 

추문을 접하게 되는 상황에 처한다.) 인터넷은 사람들이 

골치 아픈 주제와 탐탁지 않은 목소리를 걸러내, 자신만

의 매우 개별화된 통신 패키지를 만들 수 있게 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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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인터넷이 생기기 오래 전에, 백인 신문과 흑인 신

문 간의 분리를 언급함으로써 ‘공공 영역의 인종적 계층

화’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가능했다. 새로운 통신 기술은 

이 현상을 증가시킬지도 모른다.

〘 해설 〙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기존에 전념하고 있던 것, 

전문 분야, 개인적 성향과 인종 간의 분리를 반영하는 

내용만 더 많이 접하게 됨으로써 분열과 개별화되는 현

상이 증가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일간 신문과 저녁 뉴

스를 통해 예상치 않았던 소문과 추문을 많이 접하게 된

다는 내용인 ②는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다.

〘 구문 〙
■  The Internet is making it possible [for people to 

design their own highly individuated communications 
packages, {filtering out troublesome issues and 
disfavored voices}].

→ it은 형식상의 목적어이고, [    ]가 내용상의 목적어

이다. for people은 to design ∼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

낸다. {    }는 부수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 어휘 〙
■concern 우려, 걱정

■fragmentation 분열, 파편화 

■version 형태, 판(版) 

■preexisting 기존의

■commitment 전념, 헌신 

■exposure 접함, 경험, 노출

■specialization 전문화

■reflect 반영하다

■predisposition 성향

■encounter 접함 

■individuate 개별화하다

■filter out ∼을 걸러내다

■troublesome 골치 아픈

■disfavored 탐탁지 않은

■reference 언급

■divergence 분리, 분기, 차이 

■phenomenon 현상

36.� 정답 ③

〘 소재 〙 구매하지�않고�매장을�떠나는�고객의�이유�설명

〘 해석 〙
소비자 사후 합리화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은 대단히 현명한 일이다. (B) 최근에 내 의뢰인 중 한 

사람이 물건을 사지 않고 자기 회사 매장을 떠나는 사람

들은 그 매장에 그들이 원하는 특정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기가 수행한 연

구를 설명했다. (C) 고객이 매장을 떠날 때 한 그들과의 

인터뷰에서 포착한 이런 단순하고 대단히 합리적인 설

명은 액면 그대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의뢰인은 소비자 조사와 관련하여 건전한 회의론을 

가지고 있어서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사

러 왔는지 물어보는 추가 연구를 의뢰했다. (A) 대부분

의 고객이 특정 제품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 연구는 보여 주었다. 그 매장의 환경이 더 오래 시간

을 보내고 싶게 만들지 않았다거나, 판매원이 적절한 방

식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거나, 제품 진열이 너무 많이 

혼란스럽게 해서 선택을 할 수 없게 했다거나, 물건을 

잘못 살까 봐 겁이 났다고(이 모두가 돈을 쓰지 않은 것

에 대한 훨씬 더 그럴듯한 이유들) 인정하는 것보다 그 

가게에 원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사지 않았

다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 해설 〙
고객의 사후 합리화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 그 사례로 구매하

지 않고 매장을 떠나는 고객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원하는 

특정 제품이 없어서 그랬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내용인 

(B)가 이어지고, 그 결과에 대해 의심하면서 추가 연구를 

의뢰하여 매장에 들어오는 고객들에게 무엇을 사러 왔는

지 물어봤다는 내용인 (C)가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그 연

구는 고객들이 특정 제품을 염두에 두고 온 것은 아니라

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하면서, 고객들이 구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처음처럼 대답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

인 (A)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한 글의 순서이다.

〘 구문 〙
■  It’s much easier [to tell yourself that you haven’t 

bought something because the shop didn’t have 
what you wanted] than it is [to appreciate that {the 
store environment didn’t make you want to spend 
longer}, {the salesperson failed to influence you in 
the right way}, {the product display confused you 
too much to be able to make a choice}, or {you 
were scared you’d buy the wrong thing} (all much 
more likely reasons for not parting with your 
money)].

→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첫 번째 [    ]가 내용상의 주

어이다. than이하에서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두 번째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or로 연결된 네 개의 {    }는 

접속사 that이 이끄는 절 안에서 병렬 관계를 이룬다.

〘 어휘 〙
■skeptical 회의적인

■post-rationalization 사후 합리화 

■eminently 대단히

■sensible 현명한

■appreciate 인정하다, 올바르게 판단하다

■display 진열

■part with (돈 등을) 쓰다

■conduct 수행하다

■specific 특정한

■capture 포착하다

■at face value 액면 그대로

■skepticism 회의론

■commission 의뢰하다

37.� 정답 ⑤

〘 소재 〙 실험�조건�통제의�중요성

〘 해석 〙
일반적으로 실험은, 기본적으로 독립 변수에 의해 유발

되는 통제 조건과 실험 조건 간의 차이를 찾으면서 가설

을 검증하는 것이다. (C) 가설을 확인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 반드시 그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그렇다, 여러분은 그것을 정확하게 읽었다. 여러

분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찾지 못한다고 해서 그

것이 그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B) 그 대신 실험 중에 그 가설이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

이게 만드는 다른 문제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단세포의 신경 기록 실험에서 자료를 기록하는 전

극에 연결 결함이 있었다면 그것이 오작동해 신경 활동

이 일부만 기록되었을 수도 있다. (A) 그럴 경우 그 가설

에 관해 도출된 결론은 그 전극만큼 잘못된 것일 거고, 

우리는 실험 결과에 대해 아주 큰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독립 변수가 차이를 유발했다는 확신을 가지려

면 독립 변수만 바뀌고 실험의 다른 모든 것은 통제되는 

것이 중요하다.

〘 해설 〙
실험은 일반적으로 독립 변수에 의해 유발되는 통제 조

건과 실험 조건 간의 차이를 찾으면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 실험을 통해 가설을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그 가설이 틀린 것이 아닐 수 있다

는 내용인 (C)가 이어지고, 그 이유로 실험 중에 다른 문

제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사례로 전극이 잘못 

연결되어 있었을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한 (B)가 

그다음에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

었을 경우에 애초의 가설에 대해 도출된 결론은 잘못된 

것일 테니 실험에서 조건에 대해 확실하게 통제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내용인 (A)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한 

글의 순서이다. 

〘 구문 〙
■  To have confidence [that the independent variable 

caused the difference], it is essential [that only the 
independent variable changes] and [that everything 
else in the experiment is controlled].

→ 첫 번째 [    ]는 confidence와 동격 관계이다. it은 형

식상의 주어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 어휘 〙
■hypothesis 가설 

■independent variable 독립 변수

■conclusion 결론 

■faulty 잘못된, 결함이 있는

■essential 중요한

■deficient 결함이 있는 

■single-cell 단세포의

■neural 신경의

■malfunction 오작동하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portion 일부

■confirm 확인하다

■incorrect 틀린

38.� 정답 ⑤

〘 소재 〙 반박의�비유

〘 해석 〙
대중 연설자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는 한 가지 언어 형태

는 ‘반박의 비유’라는 것이다. 이것은 화자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공격의 일부로 비유를 사용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야당 정치인은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정부

의 보건 정책을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너무 늦게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위

암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아스피린을 주는 것과 매

한가지다.’ 이탤릭체로 된 부분은 반박의 비유의 한 예이

다. 그것의 목적은 상대방의 주장이 어리석거나 터무니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반박하는 것이다. 그

러나 연구에 따르면 이런 형태의 메시지 전달은 흔히 부

메랑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 무례하고 덜 호감이 

가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게다가 전혀 유사하지 않은 등

가물과 비교할 때, 그것은 표적이 된 사람이 그 메시지

에 대한 더 많은 반론을 명확히 말하게 자극하고, 반박

한 사람에 의해 제안된 주장을 더 적게 기억하도록 자극

한다.

〘 해설 〙
비유적인 표현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을 반

박의 비유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메랑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다음

에, 그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들은 더 무례하고 덜 호감이 가는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이 제시되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비

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의 역효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므로, 주어진 문장은 ⑤에 들어가

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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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문 〙
■  Furthermore, when compared to non-analogy 

equivalents, it prompts the target person [to 
formulate more counter-arguments to the message], 
and [to remember fewer of the arguments put 
forward by the speaker].

→ when compared는 when (it is) compared에서 ‘주어

와 be동사’가 생략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and로 연결된 

두 개의 [    ]는 「prompt + 목적어 + 목적격보어」 표현

에서 목적격보어에 해당하는 to부정사구이다.

〘 어휘 〙
■rate 평가하다, 여기다

■impolite 무례한 

■likeable 호감이 가는

■linguistic 언어적인

■employ 사용하다

■analogy 비유, 유사점

■attack 공격

■position 입장

■opponent 상대방

■policy 정책

■equivalent 매한가지인 것, 등가물

■rebut 반박하다

■ridiculous 어리석은

■absurd 터무니없는

■prompt 자극하다

■formulate 명확히 말하다

■counter-argument 반론 

■put forward ∼을 제안하다

39.� 정답 ④

〘 소재 〙 메타�인식

〘 해석 〙
전문가들이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일하는 한 가지 방법

은 메타 인식, 즉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이다. 비록 연구원들이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과제를 하

는 동안 그들에게 자신의 생각에 대해 큰 소리로 이야기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아내긴 했지

만, 이 일의 많은 부분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져, 다른 사

람들이 당연히 접근할 수 없다. 메타 인식은 전문 지식

처럼 한 영역에만 영향을 미친다. 즉, 특정 활동(예를 들

어, 결과 예측하기, 기록하기)에서 효과적인 특정 메타 

인지 전략은 다른 활동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메타 인식은 전문가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

니며, 그것은 지원되고 가르쳐질 수 있다. 따라서 새로

운 영역이나 관심 주제에 참여하는 어린 아이들과 더 나

이든 초보자에게도 메타 인식은 자신의 학습을 제어하

는 중요한 수단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을 제어하는 수

단으로서 메타 인식은 학습이 자기 진도에 맞춰 진행되

고 흔히 전문적인 교사나 조력자의 도움을 받지 않는 비

공식적 환경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질 수도 있다.

〘 해설 〙
자신의 사고 과정을 주시하면서 작업하는 메타 인식은 

주로 전문 지식을 갖고 일하는 전문가들에게 발견되는 

작업 방식으로 영역에 따라 메타 인식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과, 새로운 영역에 참여하는 어린이나 나이

든 초보자 역시 메타 인식을 자기 학습을 제어하는 수단

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 사이에, 메타 인식은 전문

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되고 가르쳐질 수 

있다는 내용인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하므로, ④가 주

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다. 

〘 구문 〙
■  Accordingly, as a means of controlling learning, 

metacognition may have special salience in informal 

settings, [in which learning is {self-paced} and 

{frequently not facilitated by an expert teacher or 
facilitator}].

→ [    ]는 informal settings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

고 그 안에 and로 연결된 두 개의 {    }는 is에 이어진다.

〘 어휘 〙
■ metacognition 메타 인식(사고 과정 자체에 대해 고찰

하는 능력)

■exclusive 국한된, 독점적인

■monitor 관찰하다, 주시하다

■accessible 접근할 수 있는

■knowledgeable 식견이 있는

■engage in ∼을 하다, ∼에 종사하다

■expertise 전문 지식

■domain-specific 한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strategy 전략

■predict 예측하다

■outcome 결과

■novice 초보자 

■means 수단

■self-paced 자기 진도에 맞춰 진행되는

■facilitate 돕다, 용이하게 하다

■facilitator 조력자, 촉진제

40.� 정답 ③

〘 소재 〙 과학�연구의�제도화가�가져온�효과

〘 해석 〙
19세기 중반 이래로 특히 과학은 설명하고 예측하는 통

찰력과 기술적 혁신의 원천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특

별한 사회적 장치와 제도적 토대로 인해 과학적 생산성

이 향상되었다. 과학적 원리, 실천, 그리고 프로젝트들

은 대형 기관들과 연관되었고, 이로 인해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과학을 배우고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

한 제도에는 전문 협회, 대학 학과, 학술지, 실험실, 연

구 기관, 재단, 정부 기금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

으로 이러한 지원 형태(제도)들은 과학자들 사이의 의사

소통을 촉진하고 과학적 작업을 보급하는 데 도움을 주

었다. (국가 안보에 관한 인식과 같은 것에 관련된) 몇몇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런 장치는 대부분 개별 과학자들

의 실수 가능성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보상 전략을 제

도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 생겨난 관료 체제조차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조치들이 과학에서 장기간의 집

단적 결과가 단기간의 개인적 노력보다 우월하다는 것

을 입증하도록 보장했다는 사실을 무효화할 수 없었다.

→  과학 활동은 사회적 제도의 한 부분으로 확립되었고, 

그것이 개별 과학자들의 잠재적 실수 가능성을 처리

하는 데 기여했다.

〘 해설 〙
과학 연구에 사회적 장치와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고 큰 

기관들과 연관되어 과학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촉진되고 

과학적 작업이 보급됨에 따라, 그것이 개별 연구자의 실

수 가능성을 처리하는 데 기여했다는 내용이므로, 요약

문의 (A)에는 ‘사회적 제도’, (B)에는 ‘처리하는’이 가장 

적절하다.

① 미래 전략–홍보하는

② 장기적인 계획–무시하는 

④ 국가적 프로젝트–과대평가하는 

⑤ 전문 집단–숨기는 

〘 구문 〙
■  Not even the resulting bureaucracies have been able 

to undo the fact [that most of the time these 
measures have ensured {that in science the 
collective outcome in the long run has proven 
superior to individuals’ efforts in the short run}].

→ [    ]는 the fact와 동격 관계이고, {    }는 have 
ensured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 어휘 〙
■explanatory 설명하기 위한

■predictive 예측을 하는

■insight 통찰

■arrangement 장치, 방식

■institutional 제도적인

■infrastructure 토대, 사회 기반 시설

■enhanced 향상된, 고양된

■productivity 생산성 

■principle 원리 

■institution 기관, 제도

■society 협회

■department (대학의) 학과

■journal 학술지 

■research institute 연구 기관

■foundation 재단

■facilitate 촉진하다

■exception 예외

■perception 인식

■institutionalize 제도화하다

■compensatory 보상의

■handle 다루다

■bureaucracy 관료 체제 

■undo 무효화하다, 원상태로 돌리다

■measure 조치 

■ensure 보장하다

■collective 집단적인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superior 우월한

■in the short run 단기적으로

[41~42] 정답  41. ②   42. ④

〘 소재 〙 새로운�미디어가�만들어낸�지구촌

〘 해석 〙
현대의 미디어가 지구촌을 만들었다는 Marsha l 
McLuhan의 주장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 생각은 바

로 현재까지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다. 그것은 매우 적절

해 보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봐왔듯이 새로운 미디어

는 사람들을 즉시 연결시키고 모든 사람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그것을 알게 함으로써 거리가 영향을 미

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참 

좁다.’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이야기, 그리고 소문은 

모든 곳으로 빠르게 퍼지고, 모든 사람이 이미지, 동영

상, 오디오 파일의 지원을 받아 그것들에 대해 확신하든 

안 하든 자신의 의견과 판단을 발표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생활의 가장 사적인 세부 사항까지 노출시켜서 마

치 한 마을에서처럼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안

다. 새로운 미디어는 인터넷, 공개 토론장, 페이스북, 트

위터 등을 통해 먼 거리에 의해 떨어져 있는 이들이 정

말 마을이나 소도시에서처럼 생각이 비슷한 사람의 집

단들을 ‘만나’고 형성하여 마치 그들이 함께 있는 것처럼 

문제를 토론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이런 만남과 토론은 현실의 실체를 받아들이고

(→ 실체가 결여되어) 있다. 새로운 미디어는 부분적으

로는 현실적이고 부분적으로는 가상인 평행 사회를 만

들었는데, 거기서는 그들이 전달했을지도 모르는 풍부

하고 미묘한 모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얼

굴과 몸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연락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 각각은 스크린에 집중하고 있

고 심지어 가까이 있을 때조차도 실제 사람들과는 단절

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

고 있을 때에도, 고독이나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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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들은 미친 듯이 자신의 메시지를 보고, 간절하게 

응답을 기다리며, 신속하게 자신의 응답을 작성함으로

써 그것(고독이나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애쓴다. 그래서 

지구촌은 진짜 마을이 아닌데, 이웃들이 진짜 이웃이 아

니거나, 친척들이 진짜 친척들이 아니거나, 친구들이 진

짜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 해설 〙
41. 현대의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소식과 이야기 등을 

즉각적으로 알리고 발표할 수 있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

들을 만나고 집단을 구성할 수 있어 이른바 ‘지구촌’이

라는 말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은 스크린에 집중하고 실제 사람들

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더욱 고독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관계 역시 실체가 없어 지구촌이란 

것이 실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므

로, 글의 제목으로는 ② ‘상상의 마을으로서의 지구촌’

이 가장 적절하다.

① 사이버 공간: 현실의 진정한 거울 

③ 강력한 가상의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 

④ 소셜 미디어 중독: 심각한 현대의 문제

⑤ 새로운 미디어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

42.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만남과 논의가 스크린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효

과로 인해 현실의 실체가 부족하다는 맥락이므로, (d)의 

embrace를 lack과 같은 낱말로 바꾸어야 한다.

〘 구문 〙
■  The new media have created a parallel society, 

partly real and partly virtual, [where faces and 
bodies, with all the rich and subtle messages {they 
might have conveyed}, are generally absent]. 

→ [    ]는 a parallel society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

다. {    }는 all the rich and subtle messag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어휘 〙
■assertion 주장

■persist 지속되다

■relevant 적절한 

■set aside ∼이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다

■instantly 즉시

■incident 사건

■take place 발생하다

■circulate (소문 등이) 퍼지다

■expose 노출시키다

■intimate 사적인

■discussion forum 공개 토론 

■likeminded 생각이 비슷한

■encounter 만남 

■substance 실체

■parallel society 평행 사회

■subtle 미묘한

■convey 전달하다

■in contact 연락하는

■bound to ∼할 수밖에 없는

■remedy 해결하다, 고치다, 치료하다

■frantically 미친 듯이

■consult 보다, 조사하다, 참조하다

■compose 작성하다 

■kinsman 친척

[43~45] 정답  43. ⑤   44. ③   45. ⑤

〘 소재 〙 Philoctetes를�돌본�젊은이

〘 해석 〙
(A) 그리스 신화에 Philoctetes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Heracles의 마법의 활과 화살을 물려받았다고 한다. 

Philoctetes는 전투 중에 발에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상처는 도무지 낫지 않았고, 그 대신 악취가 너무 심해

져, 그의 고통의 비명이 너무 끔찍해서 그의 동료들은 

그를 Lemnos 섬에 버리고 그가 거기서 죽게 내버려두었

다. Philoctetes는 Heracles의 활로 작은 사냥감을 쏘아 

간신히 굶주림을 면했다.

(D) 하지만 그의 상처는 곪았고 냄새는 점점 더 심해져

서, 멀찍이서 섬 근처를 지나가던 뱃사람들조차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Philoctetes의 

상처에서 나는 강하고 매우 불쾌한 냄새를 무릅쓰고 그

에게서 마법의 활과 화살을 훔치려고 공모했다. 그 사람

들은 제비뽑기를 했고 그 일은 막내에게 돌아갔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야음을 틈타 민첩하게 움직

이라고 권했다. 그렇게 그 젊은이는 출항했다.

(C) 그러나 바람에 실려, 그리고 바다 냄새를 압도하면

서, 또 다른 너무 끔찍한 냄새가 풍겨와서, 그 남자는 자

유롭게 숨을 쉬기 위해 젖은 천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야

만 했다. 그러나 그 무엇도 Philoctetes의 끔찍한 비명으로

부터 그의 귀를 막을 수 없었다. 달은 구름에 가려 있었

다. 그는 자기 배를 정박시키고 괴로워하는 Philoctetes의 

옆으로 살금살금 기어가면서 ‘잘됐군’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그 귀중한 활과 화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달이 갑자기 그 죽어가는 노인의 초췌한 얼굴을 비추었

다.

(B) 그리고 그 젊은이 내면의 뭔가가–그것이 무엇인지 

그도 몰랐지만–갑자기 그를 눈물짓게 만들었다. 그 젊

은이는 오래 지속된 연민과 자비의 감정에 휩싸였다. 노

인의 활과 화살을 훔치는 대신 그 젊은이는 Philoctetes
의 상처를 깨끗이 하고 붕대로 감싸고 그의 곁에 머물

며,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씻겨주며, 불을 지피

고, 노인을 보살펴, 마침내 그를 트로이로 데려갈 수 있

었고, 그곳에서 그는 반신인 의사 Aesculapius에 의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 해설 〙
4 3 . H e r a c l e s의 마법의 활과 화살을 물려받은 

Philoctetes가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상처로 인해 

Lemnos 섬에 버림받았다는 내용인 (A) 다음에, 마법의 

활과 화살을 훔치려고 한 젊은이가 섬으로 갔다는 내용

인 (D)가 이어지고, 그 젊은이가 섬에 도착해 마법의 활

과 화살을 훔치려다가 달빛에 드러난 Philoctetes의 초췌

한 얼굴을 봤다는 내용인 (C)가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그 젊은이가 Philoctetes를 극진히 돌보며 결국 치료를 

받게 했다는 내용인 (B)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한 

글의 순서이다.

44. (c)는 젊은이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Philoctetes
를 가리킨다.

45. Philoctetes의 상처에서 나는 냄새로 인해 멀찍이서 

섬 근처를 지나가던 뱃사람들조차 섬에 가까이 가지 않

았다고 했으므로, ⑤는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

다.

〘 구문 〙
■  Instead of stealing the old man’s bow and arrows, 

the young man [purified Philoctetes’ wound], [bound  
it], and [stayed with him], [{feeding him}, {cleaning 
him}, {building fires}, and {caring for the old man}] 
till he could carry him to Troy, [where he could be 
healed by the semi-divine physician Aesculapius]. 

→ and로 연결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    ]는 주어

인 the young man에 이어지는 술어이다. 네 번째 [    ]

는 부수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고, and로 연

결된 네 개의 {    }는 병렬 관계이다. 다섯 번째 [    ]는 

Troy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이다.

〘 어휘 〙
■abandon 버리다

■starvation 굶주림

■overwhelmed 압도된

■compassion 연민

■mercy 자비

■endure 오래 지속되다

■purify 깨끗이 하다, 정화하다

■bind (붕대로) 감싸다

■semi-divine 반신(半神)의

■physician 의사

■odor (나쁜) 냄새

■agonize 괴로워하다

■steer clear 가까이 가지 않다, 피하다

■conspire 공모하다

■brave 무릅쓰다

■draw lots 제비뽑기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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