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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Two years ago, Green County Library decided to 

stay  open until 8 p.m. every Thursday. This was to 

make library services available to people for whom 

evening was the only convenient time to visit. 

However, visitor numbers have not shown a strong 

demand for the later hours, and library officials 

determined that staff time would be more effectively 

utilized by adjusting operating hours. 

So I have to inform you that hours of operation at 

Green County Library will change starting October 

8, 2015. 

Operating hours on Thursdays will return to normal, 

from 9 a.m. to 6 p.m.. All normal library services will 

still be available during those hours. 

Additionally, the shift will allow Green County 
변 경

Library to improve and increase services to the 

community.

 

도서관 연장 운영의 중단을 공지하려고 

2년 전, Green County Library는 매주 목요일에

는 저녁 8시까지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을 방문하기에 저녁시간이 유일하게 편리한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

습니다. 

그러나 그 늦은 시간에 방문객 숫자가 높은 수요를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도서관 직원들은 운영 시간

을 조정하여 근무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Green County Library

의 운영 시간이 2015년 10월 8일부터 변경될 것

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운영시간은 정상적인 운영시간인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정

상적인 도서관 서비스는 이 운영시간 동안 계속 가

능합니다. 

또한, 이 변경은 Green County Library가 지역사

회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가

능하게 할 것입니다. 

 ③ 도서관 연장 운영의 중단을 공지하려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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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1

You’ve probably looked around you and noticed 

that all people are unique and different. Even people 

who might seem really similar in certain ways can 

also be very different. 

From different appearances, to different 

personalities, to different beliefs―it’s a big world full 

of interesting and diverse people! 

It is tolerance that protects the diversity which 
강 조

makes the world so exciting. 
e x c i t e d ( X )

Tolerance is the idea that all people should be 

equally accepted and equally treated, regardless of 

their differences from others. It’s a lot like fairness. 

Having tolerance means giving every person the 

same consideration, despite a person’s opinions, 
배 려

background, appearance, or other qualities, and 

whether or not those things are the same as your 

own. 

• mean + ing(의미하다) / mean to do(의도하다) / mean(형:
비열한) /means(수단) 

Tolerance allows the world to flourish. That is why 
관 용 번 창 하 도 록

treating other people with tolerance is very 

important.

• that's why  = that's reason (why) 그래서(원인과 결과)

다양성을 수용하는 관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당신은 아마도 당신의 주위를 둘러보고 모든 사람

들이 독특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심지어 어떤 방식에서 매우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

도 또한 매우 다를 수 있다. 

각양각색의 외모에서부터 다른 성격, 다른 신념에 

이르기까지 이 큰 세상은 흥미롭고 다양한 사람들

로 가득 차 있다! 

이 세상을 매우 흥미롭게 만드는 이런 다양성을 보

장하는 것은 관용이다. 

관용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인정받고 동등하게 대우받

는다는 개념이다. 

그것은 공정함과 많이 비슷하다. 관용을 갖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의견, 배경, 외모, 또는 기타 특성들

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당신의 것과 

동일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배려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관용은 이 세상이 번창하도록 한다. 그래서 관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② 다양성을 수용하는 관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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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1

Have you ever heard / anyone say, “I had to carry 

the ball”? The expression “to carry the ball” means to 

take responsibility for getting something done. 

We use clichés like this every day in our speech. 
상투적인 문구

These expressions are colorful and often appealing 
a p p e a l e d ( X )

in their economy and ability to convey an image or 
경 제 성

description of an emotion or situation. 

Someone may be “cold as ice” or “busy as a bee.” A 

story may be “too funny for words.” These 

expressions in speech do little harm. 

In writing, however, clichés suffer the fate of the 

familiar  becoming boring. 
의미상 주어로 쓰임

Your reader has heard and read these expressions 

so often that they  tend to “bounce off” the reader 
expressions

so swiftly that they lose their appeal. 
빠 르 게

• bounce off: ~을 맞고 튕겨나가다

Therefore, if you want your writing to be stronger 

and more effective, try not to use clichés. Clichés 

in writing ultimately diminish the strength and 

effectiveness of your message.

글을 쓸 때 상투적 문구 사용을 자제하라.

당신은 누군가가 “나는 공을 옮겨야 해(나는 책임을 

져야 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공을 옮기는(책임을 지는)’이라는 표현은 어떤 것

이 완료되는 데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발화에서 이것과 같은 상투적 

문구를 사용한다. 이 표현들은 다채롭고 흔히 경제

성과 감정과 상황의 이미지와 묘사를 전달하는 능

력에 있어 매력적이다.

누군가는  ‘얼음처럼 차가운(몹시 찬)’ 또는 ‘벌처럼 

바쁜(매우 바쁜)’지도 모른다. 어떤 이야기는 ‘말도 

못하게 재미있을’지도 모른다. 발화에서 이 표현들

은 거의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글쓰기에서 상투적 문구는 그 익숙한 것들

이 지루해져버리는 운명을 겪는다. 

당신의 독자는 이런 표현들을 지나치게 자주 듣고 

읽어서 그 표현들이 너무나 빠르게 독자에게서 ‘맞

고 튕겨나가’ 매력을 잃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글이 더 강력하고 더 효과적이 되

기를 원한다면 상투적 문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

력하라. 글쓰기에서 상투적 문구는 궁극적으로 당

신의 메시지의 장점과 효과성을 감소시킨다. 

 ② 글을 쓸 때 상투적 문구 사용을 자제하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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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1

Science fiction involves much more than shiny 

robots and fantastical spaceships. In fact, many of 

the most outlandish pieces of science fiction have 
기 이 한

their basis in scientific facts.

Because a great deal of science fiction is rooted in 

science, it can be used to bring literature out of the 

English classroom and into the science classroom. 

• used to: 과거에 ~였다(과거시제;지금은 아니다: 동작, 상태 = 
would: 동작) / be used to do (목적:~하기위해 사용되다; 
사물주어)/ be(get) used(accustomed) to N(~에 익숙하다;
사람주어)

Not only does science fiction help students see 

scientific principles in action, but it also builds their 

critical thinking and creative skills. 

As students read a science fiction text, they must 

connect the text with the scientific principles they 

have learned. Students can read a science fiction 

text and a nonfiction text covering similar ideas and 

compare and contrast the two. 

• deal with = address = cope with = handle = take care 
of = tackle = cover

Students can also build their creative skills by 

seeing scientific principles used in a different way, 

possibly creating science fiction stories of their own 

or imagining new ways to apply the knowledge and 

skills / they have learned. 

benefits of using science fiction in the 

science classroom

공상 과학 소설은 반짝이는 로봇과 환상적인 우주

선 그 이상의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 실제로, 대부

분의 많은 기이한 공상 과학 소설 작품들은 과학적 

사실에 기초를 둔다. 

많은 공상 과학 소설이 과학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

문에 그것은 문학을 영어 교실에서 끌어내어 과학 

교실로 가져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공상 과학 소설은 학생들이 과학적 원리들이 실제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또

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기술을 길러준다. 

학생들은 공상 과학 소설의 글을 읽으면서 그들이 

배운 과학적 원리와 그 글을 연결시켜야만 한다. 학

생들은 비슷한 개념을 다루는 공상 과학 소설의 글

과 논픽션의 글을 읽고, 그 둘을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아마도 자기가 직접 과학 소설 이야

기를 창조하거나 그들이 배운 지식과 기술을 적용

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상상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된 과학적 원리를 봄으로써 창의적 기술을 기

를 수 있다. 

   ⑤ benefits of using science fiction in the science classroo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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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Consider an innocent question asked years ago by a 

son to his father: “Who invented the automobile?” 

Trying to be instructive, the father told his son that 
교 육 적 인

in about 1886 Karl Benz invented the automobile. 

“Wow, he must have been a real genius to figure 
판단 이 해 하 다

out the engine, the brakes, the spark plugs, the 

wheels, and how everything worked together!” 

“Well, someone else invented the tires; I think it was 

Firestone. And then there was even the person who 

invented the wheel....” 

But then he experienced a moment of realization. “I 

think I may have misled you. 

No one person invented all of the components of the 

automobile. 

Many people made significant discoveries that led to 

the invention of the automobile.”

  

   

    

One Great Invention, Many Inventors

몇 년 전 한 소년이 아버지에게 했던 순진무구한 질

문을 고려해보자. 

“누가 자동차를 발명했나요?” 교육적이기 위해, 아버

지는 아들에게 1886년경에 Karl Benz가 자동차를 

발명했다고 말했다. 

“와, 엔진, 브레이크, 점화플러그, 바퀴,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다니 그는 

진정한 천재였음에 틀림없어요!” 

“음, 다른 누군가가 타이어를 발명했단다. 내 생각에 

그는 Firestone이야. 그리고 바퀴를 발명한 사람도 

있어....” 

그러나 그 때 아버지는 깨닫게 되었다. “내가 너를 오

해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 누구도 혼자서 자동차의 그 부품들을 모두 발명하

지는 않았단다.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발견을 이루어 그것이 자동차

의 발명에 이르렀단다.”

 ⑤ One Great Invention, Many Inventor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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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다음 글에 드러난 ‘I’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1

Having watched the older children opening their 

gifts, I already knew that the big gifts were not 

necessarily the nicest ones. 

• 부분부정 : not + 전체( all,both, every, always, completely, 

absolutely, necessarily): 주제문

One girl my age got a large coloring book of historic 
그 림 책 역 사 적

characters, while a less greedy girl who selected a 
인 물 들 탐 욕 스 런

smaller box received a beautiful hairpin. 

As my turn came closer, my heart beat faster with 

anticipation. 

As I looked into the sack, I quickly fingered the 
자 루 만 지 작 거 렸 다

remaining presents, testing their weight, imagining 

what they contained. 

I chose a small but heavy one that was wrapped in 

shiny silver foil and a red ribbon. 

It was a pack of batteries, which was not a gift I 
꾸 러 미

wished for. I had nothing to use them with! 
바 라 던

So I spent the rest of the party watching the other 

kids enjoying their gifts. 

• spend[waste] N -ing / on + N 

번역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선물을 여는 것을 지켜

보며 나는 이미 그 큰 선물들이 반드시 가장 좋은 것

들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내 나이의 한 소녀는 역사적 인물들이 있는 커다란 

색칠 그림책을 받았고, 반면 작은 상자를 고른 욕심

이 덜한 소녀는 예쁜 머리핀을 받았다. 

내 차례가 가까워질수록 내 심장은 기대감으로 빠르

게 뛰었다. 

나는 자루 속을 들여다보며 남아있는 선물들의 무게

를 재어보고 내용물을 상상하며 빠르게 만지작거렸

다. 

나는 반짝이는 은색 포장지와 빨간 리본으로 포장된 

작지만 무거운 것을 골랐다. 

그것은 건전지 꾸러미로 내가 바라던 선물이 아니었

다. 나는 그것을 사용할 일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파티의 남은 시간을 다른 아이들이 자신

의 선물을 즐기는 것을 보면서 보냈다. 

   ① excited → disappoint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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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lara Barton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Clara Barton was born on Christmas Day in 1821 in 

Massachusetts. At the age of seventeen, Barton 

began to work as a schoolteacher in a summer 

school and later decided to get a degree in 
학 위

education.

She went to college in New York and graduated in 

1851. She worked at a private school and eventually 
사 립 학 교

opened her own school in New Jersey in 1853. 

After that, she worked for a government office in 
근 무 했 다 관 공 서

Washington D.C., where she was fired just because 
해고당했다

she was a woman. It  made her fight for the rights of 
해고

women to be treated equally in the work place. 

Throughout the Civil War, Barton nursed wounded 
내 내 남북전쟁 간 호 했 다 부 상 당 한

soldiers back to health and became known as the 
건강한 상태로

“Angel of the Battlefield.” 

While traveling overseas Barton learned of an 

organization called the International Red Cross. She 

wanted to bring the organization to America. It took 

a lot of effort, but Barton finally founded the 
창 설 했 다

American Red Cross in 1881. 

Clara Barton

Clara Barton은 1821년 크리스마스 날 

Massachusetts 주에서 태어났다. 17살 때, Barton

은 여름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교

육 분야에서 학위를 받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New York에서 대학을 다녔고 1851년에 졸

업했다. 그녀는 사립학교에서 근무했고 마침내 1853

년 New Jersey에서 자신의 학교를 세웠다. 

그 후, 그녀는 Washington D.C.에 있는 관공서에

서 근무했고, 단지 여자이기 때문에 해고당했다. 그

것은 직장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여성의 권리를 위

해 그녀가 싸우도록 만들었다. 

남북전쟁 기간 내내, Barton은 부상당한 군인들을 

건강한 상태가 되도록 간호하였고 ‘전장의 천사’로 

알려졌다. 

해외를 여행하는 동안 Barton은 국제 적십자사라고 

불리는 기관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녀는 미국에 그 

기관을 도입하고 싶어 했다. 많은 노력이 들었지만, 

Barton은 마침내 1881년 미국 적십자사를 창설했

다.  

   ⑤ 국제 적십자사를 창설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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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

 

The Percentage of Male and Female Teachers in 

the UK, 2010  

�

The above graph shows the percentage of male and 

female teachers in five educational settings in the 

UK in 2010. 

위 도표는 2010년 영국의 5개 교육 기관에서 남교사와 여교사의 비

율을 보여준다.

Overall, the percentage of females was larger than 

that  of males in three out of five educational 
percentage

settings.

전반적으로 다섯 개 중 세 개의 교육기관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 

①Females took the highest percentage in nursery 

schools, and the lowest in universities. 

①여성은 유치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대학(University)에

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②The situation in nursery and primary 

schools was very onesided, where 

over ninety percent of teachers were 

female. 

②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의 상황은 매우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는데 교사의 90%이상이 여성이었다.

③ In secondary schools, the percentage 

gap between male and female teachers 
차 이

was larger than that in primary schools. 

③ 중등학교에서 남교사와 여교사 간 비율의 차이는 

초등학교에서의 차이보다 컸다.

④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ercentage of male and female 

teachers in colleges.

④하지만, 대학(College)에서는 남교사와 여교사의 

비율에 있어 차이가 없었다.

⑤Males showed their highest 

percentage in universities, where the 

percentage of males was seventy 

percent. 

⑤남성은 대학(University)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였는데 남교사의 비율은 70%였다.

 ③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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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

은? 1

Henry Kissinger was a master at getting people’s 
대 가

best work. His chief of staff once handed in a report 
최 선 의 성 과 를 Henry 비서실장 제 출 했 다

① he had written on foreign policy. 
chief

When Kissinger received the report, he asked 

simply, “Is this ② your best work?” 
c h i e f

The chief thought for a moment and, worried that 

his boss would think the report was not good enough, 

responded, “Mr. Kissinger, ③ I  can do better.” So 
대 답 했 다 chief

Kissinger gave the report back. 

Two weeks later the chief turned in the revised 
제 출 했 다 . 개 정 된

report. Kissinger kept it for a week and then sent it 

back with a note that said, “Are you sure this is your 
쪽 지 와

best work?” 

Realizing that something must have been missing, 
빠 져 있 음 이

the chief once again rewrote the report. This time 

when ④he handed the report to his boss he said, 
chief 건 네 었 다

“Mr. Kissinger, this is my best work.” 

Upon hearing this, Kissinger replied, “Then this time 
듣 자 마 자

⑤ I  will read your report.”
Kissinger

번역

Henry Kissinger는 사람들의 최선의 성과를 얻어내

는 것에 대한 대가였다. 한번은 그의 비서실장이 그

가 외교 정책에 대해 썼던 보고서를 제출했다. 

Kissinger가 그 보고서를 받았을 때, 그는 “이것이 

당신의 최선입니까?”라고 단순하게 물었다. 

비서실장은 잠시 동안 생각해 보고 그의 상사가 보고

서를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되어 

“Mr. Kissinger, 제가 더 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

했다. 그래서 Kissinger는 보고서를 되돌려 주었다. 

2주 후에 비서실장은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Kissinger는 일주일 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당

신은 이것이 최선이라고 확신합니까?”라고 쓰인 쪽

지와 함께 돌려주었다. 

무언가가 빠져 있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깨닫고 비서

실장은 다시 한 번 보고서를 재작성했다. 이번에 그

가 상사에게 보고서를 건네었을 때 그는 “Mr. 

Kissinger, 이것이 저의 최선입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을 듣자마자, Kissinger가 “그러면 이번에는 내

가(Kissinger) 당신의 보고서를 읽겠네.”라고 대답

했다. 

 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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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Night at the Museum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   하는 것은? 1

 

Night at the Museum

Have you ever imagined sleeping with Egyptian 

sculptures or waking up beside mummies? Come to 

“Night at the Museum”! You can spend a night 

exploring the museum after dark!

• spend[waste] N -ing / on + N 

Date & Time

Every third weekend of the month

(Saturday 6:30 p.m. to Sunday 7:30 a.m.)

Admission (Price)

8 to 13 yearolds only ($40 per child)

Including

Materials for activities, overnight accommodations, 

breakfast

(Note: Food will not be provided until breakfast, so 

you should bring snacks.)

Booking Information

Book tickets online through the “Night at the 
예약하세요

Museum” page on the museum website. You must 

sign up as a member on the museum website to 

book tickets. Refunds can only be given up to two 

weeks before the event. 

• up to + 숫자: 최대~까지 

Night at the Museum

박물관에서의 밤

여러분은 이집트 조각상과 함께 잠들거나 미라 옆에

서 깨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박물관

에서의 밤’에 오세요! 여러분은 해가 저문 후 박물관

을 탐험하면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매월 세 번째 주말(토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일요

일 오전 7시 30분까지)

입장(가격)

8세부터 13세까지만(1인당 40달러)

포함사항

활동을 위한 자료, 야간 숙박, 아침 식사

(주의: 아침 식사 때까지 음식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간식을 가져오세요.)

예약정보

박물관 웹사이트의 ‘박물관에서의 밤’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표를 예약하세요. 표를 예약하기 위해서

는 박물관 웹사이트에서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환불은 행사 2주전 까지만 가능합니다.

 ⑤ 행사 2주전까지만 환불이 가능하다.1

�10



리카수니 영어 블로그
모의고사 분석자료

Update 2017. 12. 7.

고1_1509 모의고사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8. Handmade Toys Contest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

과 일치 하지 않는 것은? 1

HANDMADE TOYS CONTEST

 Share your Toy-Making Ideas

  Ecotoy is hosting its first toymaking competition. 

The contest aims  to bring back the joy of 
대 회 목적으로 합니다 불러일으키고

toymaking, encourage imaginative and creative play, 
제 작 창의적인 c r e a t i v e

and promote recycling and reusing.
장 려 하 며 재 활 용 과 재 사 용 을

Who: Open to all ages, individuals or groups

What to submit: Your own handmade toy & an 

instruction manual on how to make it

Where to send: Ecotoy Head Office,  

                110 Ricardo St., San Jose, CA

Due date: Friday, October 16  

 

Winners will be announced on November 9th. 

We will send all winners a $50 coupon that you can 

use at www.stationery.com.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email us at 

master@ecotoy.net. 

번역

수제 장난감 대회

당신의 장난감 제작 아이디어를 공유하세요.

Ecotoy가 제1회 장난감 제작 대회를 주최합니다. 

이 대회는 장난감 제작의 즐거움을 불러일으키고, 상

상력이 넘치고 창의적인 놀이를 장려하며, 재활용과 

재사용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누가: 모든 연령 가능, 개인 또는 그룹

제출해야 할 것: 자신의 수제 장난감과 제작 방법에 

대한 설명서

보내야 할 곳: Ecotoy 본사 110 Ricardo St.                  

San Jose, CA

제출기한: 10월 16일 금요일 

수상자는 11월 9일에 발표됩니다. 

우리는 모든 수상자들에게 www.stationery.com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달러 상당의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master@ecotoy.net의 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세요.  

 ⑤ 수상자는 현금으로 50달러를 받을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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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1

Though he probably was not the first to do it, Dutch 
아 닐 지 라 도 네덜란드의

eyeglass maker Hans Lippershey gets credit for 
제 작 자 인정을 받다

putting two lenses on either end of a tube in 1608 
관

and ①creating a “spyglass.” 
소 형 망 원 경

Even then, it was not Lippershey but his children 

who discovered ② that the double lenses made a 
강 조 명 사 절

nearby weathervane look bigger. 
풍 향 계 . . .

• not A but B = B, not A: A가 아니라 B다(B강조) 

These early instruments were not ③much more 

than toys because their lenses were not very strong. 

The first person to turn a spyglass toward the sky 
소 형 망 원 경 을 향 하 게 한

was an Italian mathematician and professor named 

Galileo Galilei. 

Galileo, who heard about the Dutch spyglass and 
소 형 망 원 경 에

began making his own, ④ realizing right away how 

useful the device could be to armies and sailors. 
usefully (X) 군 대 선 원 들

As he made better and better spyglasses, which 

were later named telescopes, Galileo decided ⑤to 

point one at the Moon.
향하게 하다

*weathervane: 풍향계

번역

그가 그것을 해낸 첫 번째 사람은 아닐지라도 네덜란

드의 안경알 제작자 Hans Lippershey는 1608년

에 한 개의 관 양쪽 끝에 두 개의 렌즈를 붙여 ‘소형 

망원경’을 만든 것에 대해 인정을 받고 있다. 

심지어 그 때도, 두 개의 렌즈가 가까운 풍향계를 더 

크게 보이도록 한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Lippershey가 아니라 그의 아이들이었다. 

그 렌즈들은 매우 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초기 도구들은 장난감에 지나지 않았다. 

소형 망원경을 하늘로 향하게 한 첫 번째 사람은 

Galileo Galilei라는 이름을 가진 이탈리아 수학자이

자 교수였다. 

네덜란드의 소형 망원경에 대해 듣고 자기만의 소형 

망원경을 만들기 시작했던 Galileo는 그 장치가 군

대와 선원들에게 얼마나 유용할 지를 즉시 깨달았다. 

나중에 망원경이라 불리게 된, 더욱 개선된 소형 망

원경들을 만들면서 Galileo는 망원경을 달로 향하게 

했다. 

 ④ realiz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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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1

Some species use alarm calls to share information 
종 들 은 경 계 신 호 를

about potential predators. Their alarm calls seem to 
잠 재 적 인

convey very (A) [specific /confusing] information 
communicate 선 행 사

about the nature of the predator that has been 
특 성

detected / as they become more mature. 
성숙해짐에 따라 

When a young vervet monkey spots a bird in the sky 
버빗 원숭이가 보 다

above it, it will give an alarm call. In this case a sort 

of “coughcough” noise. 
콜 록 콜 록 소 리

At this stage, the call appears to be an innate 
타 고 난

possibledanger above signal because it is given as a 

response to any large flying object, dangerous or 
반 응 으 로

otherwise. 
다 른 방 법 으 로

• innate = inborn = natural =inherent = intrinsic 

But as the monkey matures, the range of stimuli 
성 숙 해 가 면 서 범 위 가 자 극

that will trigger the call (B)[broadens / narrows]. 
유 발 하 다

Eventually the use of this alarm call will be 

restricted to those situations when an eagle is 

spotted in the skies above. 

Upon hearing the call the members of the group will 
듣 자 마 자 신호를

scan the sky to locate  the (C)[prey / threat] and 
위치를 찾기 위해

then make a dash for the cover provided by dense 
돌 진 하 다 은 신 처 제 공 되 는 빽 빽 한

vegetation. 
초 목

*innate: 타고난, 선천적인 **vegetation: 초목, 식물 

 번역

어떤 종들은 잠재적 포식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경계 신호를 사용한다. 그들이 더욱 성숙해짐에 따라 

그들의 경계 신호는 탐지되어온 포식자의 특성에 대

해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 같다. 

어린 버빗 원숭이가 자신의 위쪽 하늘에 있는 새 한 

마리를 보면 경계 신호를 보낼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일종의 ‘콜록 콜록’ 소리이다. 

이 단계에서 위험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어떤 커

다란 비행 물체에 대한 반응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위쪽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타고난 신호로 보인다. 

그러나 원숭이가 성숙해가면서 신호를 유발하는 자

극의 범위가 좁아진다. 결국 이 경계 신호의 사용은 

위쪽 하늘에 독수리가 보이는 그런 상황에 제한될 것

이다. 

그 신호를 듣자마자 집단의 구성원들은 위협적인 존

재의 위치를 찾기 위해 하늘을 훑어보고 나서 빽빽한 

초목에 의해 제공되는 은신처를 향해 돌진해 갈 것이

다.

 ② specific - narrows -threa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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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vision works, 
보 는 것

because from the first time you start looking at a 

situation, you are also making use of                . 

If you are at a baseball game, how do you know 
경 기 장

where to look? If you have never been to a game 
gone (X)

before, then the whole thing is probably a complex 
복 잡 한

mess . 
혼란스런 상황

You may miss a lot of the action, because you can’t 

predict what is going to happen next. 
예 측 하 다

As you learn more about baseball and develop 

some understanding of the game, you learn where to 

look and what objects are important to find. 
어 떤

At first you might focus on the pitcher and hitter. 
투 수

Later still, you might notice whether the infielder is 
나 중 에 하 지 만 내 야 수

playing in or back, or you might check out where the 
확 인 하 다

outfielders have chosen to stand for a particular 
외 야 수 결 정 하 다 서 있 다 특 정

hitter. 
타 자

The more you know about baseball, the more that 

knowledge informs how you see a game. [3점]

*infielder: (야구의)내야수

번역

보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
한데, 그것은 당신이 어떤 상황을 처음 바라보기 시
작하는 시점부터 당신의 현재 지식을 또한 활용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야구 경기장에 있다면, 어디를 봐야 할

지를 어떻게 아는 것일까? 만약 당신이 전에 경기장

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아마

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보일 것이다. 

당신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

에 아마도 경기의 많은 부분을 놓칠지도 모른다. 

당신이 야구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야구 경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어디를 봐야 할지와 어떤 

대상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 

처음에 당신은 투수와 타자에 주목할 수도 있다. 하

지만 나중에는 내야수가 안쪽 혹은 뒤쪽에서 경기를 

하는지를 알아차리거나 혹은 외야수가 특정한 타자

에 대해 어디에 서있기로 결정하는지를 확인할 지도 

모른다. 

당신이 야구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그 지식은 당

신이 경기를 보는 방식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준다. 

 ② your existing knowled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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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To fight productivityslowing energy burnout typical in 
생 산 성 이 저 하 되 는 . . . . . . . . . 소 모

offices during the day, a design firm in Amsterdam 

has recently introduced a new method for ensuring 
보 장 하 는

that its employees go home on time and rest. 
정 시 에

Every day promptly at 6 p.m., everyone’s desks are 

raised to the ceiling by iron cables, and the space is 
천 장 까 지

then transformed into either a dance floor or yoga 
바 뀐 다

studio open for free to the community. 
개 방 되 는 무 료 로

The creative director of the firm, Sander Veenendaal, 
광 고 제 작 감 독 회 사

stated that this new measure has not only 
말 했 다

improved workers’ lives, but helped to build up 
높 이 다

their brand as well.

                     is becoming a serious priority in offices 
중 요 한 우 선 사 항

around the world hoping to achieve similar results.
어 다

*burnout: (심신의)소모

번역

낮 동안 사무실에서 전형적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에

너지 소모와 싸우기 위해 Amsterdam에 있는 한 디자

인 회사는 회사 직원들이 정시에 퇴근하여 휴식을 취

하는 것을 보장하는 새로운 방법을 최근에 도입했다. 

매일 정각 오후 6시에, 모든 사람들의 책상이 강철 

케이블에 의해 천장까지 올라가면, 그 때 그 공간은 

지역 사회에 무료로 개방되는 무도회장 또는 요가 스

튜디오로 바뀐다. 

그 회사의 광고 제작 감독인 Sander Veenendaal

은 이 새로운 정책은 직원들의 삶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브랜드를 더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고 말했다. 

강요된 휴식 시간은 비슷한 결과를 얻고자 바라는 전 

세계의 사무실에서 중요한 우선사항이 되고 있다. 

 ② Enforced rest tim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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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When children turn four, they start to                 .   

If, for instance, you show a four-year-old a packet 
한 통

of gum and ask what’s inside, she’ll say, “Gum.” 
껌

You open the packet and show her that inside 

there’s a pencil instead of gum. 

If you ask her what (her mother, who’s waiting 

outside, will think)there is in the packet / once it’s 

been reclosed, she’ll say, “Gum,” because she 
다 시 닫 고

knows her mother hasn’t seen the pencil. 

• (her mother, who’s waiting outside, will think) 삽입절

But children under the age of four will generally say 

that their mother will think there’s a pencil inside 

because children of this age cannot yet imagine the 

world beyond their own reality. 

They think everyone knows what they know 
children

because they cannot model  someone else’s mind 
입어보다=이해하다

and, in this case, realize that someone must see 
이 해 하 다

something in order to know it.

번역

어린이가 네 살이 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

을 생각하고 있는지 고려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네 살 아이에게 껌 한통을 보

여주고 무엇이 그 안에 있는지 물어보면, 그 아이는 

‘껌’ 이라고 말할 것이다. 

당신이 그 통을 열어 그 아이에게 껌 대신 연필 한 자

루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당신이 일단 그것을 다시 닫고 그 아이에게 밖

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의 엄마가 그 통 안에 무

엇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다면, 

그 아이는 엄마가 연필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껌’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네 살 미만의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엄

마가 그 안에 연필이 있다고 생각할 거라고 말할 것이

다. 왜냐하면 이 나이의 어린이는 아직 그들 자신만의 

현실을 넘어서 세상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네 살 미만의 어린이)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그것을 알기 위해 누군

가가 무언가를 봐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기 때

문에 그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안

다고 생각한다. 

 ③ consider what other people are think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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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은?1

Humans rely heavily on communicating through the 
의 사 소 통 하 는 것 에

meaning found in words and the way they are 

arranged.
배 열 되 는

We can tell someone we love them in a sad, happy, 
(that)

or soft tone of voice, which gives nuance  to our 
뉘앙스(미묘한 차이)를

feelings―but the meaning of the words “I love you” 

remains the same. This is why “mixed signals” 
혼 합 된 신 호 들

can be so confusing.    
c o n f u s e d ( X )

(A) ____________,    if a friend tells you that he or 

she likes you, you can interpret that in different ways, 
해 석 하 다

depending on the nonlanguage cues. 
따 라 서 비 언 어 적 인 신 호 에

• that's why  = that's reason (why) 그래서(원인과 결과)

If you hear “I like you” in a soft, upbeat tone and see 
경 쾌 한

your friend smiling and engaging you with friendly 
사로잡다, 매혹시키다

eye contact and body and arms relaxed, you will 
눈 마 춤 편 한 자 세 로

most likely believe that sentiment.    
감 정 을

(B) ____________  , if you hear “I like you” in an 

angry tone of voice while your friend exhibits no 

facial expression, avoids eye contact, and sits 

slightly turned away from you, with arms folded 
돌려 앉아서 팔 짱 을 낀

tightly, you would question his or her motive.
의 문 을 품 다 진 의

  

번역

사람들은 단어에서 발견되는 의미와 그것들이 배열

되는 방식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것에 크게 의존한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슬픈, 

행복한, 또는 부드러운 목소리 톤으로 말할 수 있는

데, 그것은 우리의 감정에 뉘앙스(미묘한 차이)를 주

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똑같다. 

이것은 ‘혼합된 신호들’이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는 

이유이다. 

예를 들어, 만약 한 친구가 당신에게 그 또는 그녀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당신은 비언어적인 신호

에 따라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부드럽고, 경쾌한 톤의 ‘나는 너를 좋아

해’라는 말을 듣고 그 친구가 미소를 지으며, 친근한 

눈 맞춤과 편안한 자세로 당신의 관심을 끄는 것을 

본다면, 당신은 아마도 그 감정을 믿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당신의 친구가 무표정한 얼굴을 

보여주고, 눈 맞춤을 피하며, 팔짱을 꽉 낀 채 당신으

로부터 살짝 돌려 앉아 화난 목소리 톤으로 ‘나는 너

를 좋아해’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당신은 그 또

는 그녀의 진의에 의문을 가질 것이다. 

 ② For example - Howev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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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1

Have you ever done something absentminded like 
멍 청 한

throwing the peeled potato into the bin  and the 
던 지 다 껍집를 벗긴 쓰레기통

peelings into the pot? 
껍 질 냄비에

① How about sending an email saying there is a 

document attached without actually attaching the 
문 서 첨 부 된

document?           

② Everyday mistakes like these happen all the time 

because our brains have to keep track of hundreds 
기 록 하 다

of different responses to thousands of different 
반 응 을

potential stimuli every hour of our waking lives. 
잠 재 적 인 자 극 에 마 다 깨 어 있 는

③ Even though a second earlier we wrote that we 
1 초 전 에

were attaching a document to the email, the very 

next second our brain gives a command to our 

fingers to send the attachmentless email. 

④ It is wise not to open email attachments from an 
첨 부 문 서

unknown, doubtful, or untrustworthy source. 

⑤Sometimes we don’t even realize our mistake 

until we get an email from the addressee pointing it 
수 신 인 지 적 하 는

out.

• not A until B: B하고 나서야 비로서 A하다 

번역

당신은 여태까지 껍질을 벗긴 감자를 쓰레기통에 던

지고 껍질은 냄비에 던지는 것과 같은 멍청한 일을 

한 적이 있는가? 

실제로 문서를 첨부하지 않고 첨부 문서가 있다는 이

메일을 보내는 것은 어떤가? 

우리의 뇌는 우리의 깨어있는 삶의 매 시간마다 수천 

가지 다양한 잠재적인 자극에 대해 수백 가지의 다양

한 반응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흔한 실

수가 항상 일어난다. 

비록 우리가 1초 전에 이메일에 문서를 첨부했다고 

썼다 하더라도, 바로 다음 순간에 우리의 뇌는 첨부 

문서가 없는 이메일을 보내라고 손가락에게 명령을 

내린다. 

(모르는, 의심스러운, 또는 신뢰할 수 없는 출처로부터 

온 이메일의 첨부 문서를 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때때로 심지어 우리는 그것을 지적하는 수신인으로

부터 이메일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실수를 깨

닫는다.  

 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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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1

Athletes often report that when they are doing well 
말 한 다

in their sport / the size of the target looks incredibly 

large. 

(A) They had the players look at a poster with a 

variety of circles on it and asked them to indicate 
가 르 키 다

the circle they felt best represented the size of a 
삽입절 표 현 된

softball. 

(B) They also collected from the players their “stats” 
수 집 했 다 통 계 를

from the game / they had just completed so that the 
목 적

researchers could compute batting averages. 
계 산 하 다 타 율

They found / those players who had better batting 
타 율

averages perceived the ball size as larger / than 

those who had poorer ones .
p l a y e r s batting averages

(C)This is in contrast to the experience of the target 

looking incredibly small when the players are not 

doing well. 

To test this phenomenon, Jessica Witt and Dennis 
시험하다 현 상 을

Proffitt recruited men and women softball players 
모 집 했 다

immediately after their games.

*stats: 통계

번역

운동선수들은 그들이 경기를 잘하고 있을 때 목표물

의 크기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커 보인다고 흔히 말한

다. 

(A) 그들은 그 선수들에게 다양한 원이 있는 포스터

를 보게 하고 그 선수들이 느끼기에 소프트볼의 크기

가 가장 잘 표현된 원을 가리키라고 요청했다. 

(B) 그들은 또한 타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막 끝마친 게임으로부터 그 선수들의 ‘통계’를 수집

했다. 

그들은 더 좋은 타율을 가진 선수들이 더 형편없는 

타율을 가진 선수들보다 공의 크기가 더 크다고 인지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C) 이것은 선수들이 잘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목표물

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아 보인다는 경험과 대조적

이다. 

이러한 현상을 시험하기 위해, Jessica Witt와 

Dennis Proffitt는 게임이 끝난 직후의 남녀 소프트

볼 선수들을 모집했다. 

 ④ (C)-(A)-(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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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1

How can you tell the difference between a 

hardboiled egg and a raw egg without breaking 
삶 은 달 걀 날달걀

them? 

(A)When you take your finger away, the raw egg will 
손 가 락 을 떼 다

continue to spin for a few more seconds, as  the fluid 
때문에

inside is still moving. The hardboiled egg will stop 

instantly.

• 손가락을 붙인다는 내용이 먼저와야 한다

(B)This is because the raw egg is fluid inside, 

whereas the hardboiled egg is solid. When you spin 
고 형

the raw egg, the fluid inside moves around and 

causes the shaking. 

But the hardboiled egg has no fluid like the raw egg, 

so it doesn’t shake. Put your finger briefly on the 

eggs to stop them spinning. 

(C)Spin both the eggs! You will find / the hardboiled 
돌 려 라

egg spins so easily while the raw one doesn’t. 

Also, you will notice / the raw egg will spin more 

slowly and it will shake! 
흔 들 리 다

번역

어떻게 당신은 달걀을 깨지 않고 완숙으로 삶은 달걀

과 날달걀의 차이를 알 수 있을까? 

(A) 당신이 손가락을 떼었을 때, 내부에 있는 그 유동

체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날달걀은 몇 초간 

더 계속해서 돌 것이다. 완숙으로 삶은 달걀은 즉시 

멈출 것이다. 

(B) 이는 날달걀 내부가 유동체이고, 반면에 완숙으

로 삶은 달걀은 고형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날달걀을 

돌릴 때, 내부의 유동체는 이리저리 움직여서 흔들림

을 야기한다. 

그러나 완숙으로 삶은 달걀은 날달걀에서와 같은 유

동체가 없어서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다. 달걀이 도는 

것을 멈추기 위해 달걀 위에 당신의 손가락을 잠시 

올려라.

(C) 두 달걀을 돌려라! 날달걀은 쉽게 돌지 않는 반

면에 완숙으로 삶은 달걀은 쉽게 도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또한, 당신은 날달걀이 더 천천히 돌고 흔들릴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⑤ (C)-(B)-(A)1

�20



리카수니 영어 블로그
모의고사 분석자료

Update 2017. 12. 7.

고1_1509 모의고사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8.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

절한 곳을 고르시오.   1

�

    

Many years ago, a Hungarian military patrol was 
정 찰 대

caught by a fierce snowstorm in the Swiss Alps. 
갇 혔 다 거 센 눈 보 라 에

( ① ) The soldiers were lost and frightened, but one 

of them found a map in his pocket. 

( ② ) After consulting it, the soldiers built a shelter, 
방 향 을 찾 다 피 난 처 를

planned their route, and then waited out the storm. 
경 로 를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

( ③ ) When the weather cleared three days later, 

they made their way back to the base camp. 
돌아왔다

( ④ ) A young soldier showed the lifesaving map to 

the officer, and he studied it carefully. 
살 폈 다 면 밀 히

( ⑤ ) He was shocked to see that it was a map of 

the Pyrenees Mountains that border Spain and 
접 하 다

France, not the Swiss Alps. 

• not A but B = B, not A: A가 아니라 B다(B강조) 

번역

그들의 지휘관은 부하들이 눈보라에서 생존했다는 

것에 안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

는지를 물었다. 

수년 전, 헝가리 군 정찰대는 Swiss Alps 산맥의 

거센 눈보라에 갇혔다. 

군인들은 길을 잃고 겁을 먹었으나, 그들 중 한 명

이 주머니에서 지도를 발견했다. 

지도를 본 후, 군인들은 피난처를 지었고, 경로를 

계획했고, 그러고 나서 눈보라가 잠잠해지기를 기

다렸다. 

3일 후 날씨가 개었을 때, 그들은 베이스캠프로 다

시 돌아왔다. 

한 젊은 군인이 그 생명을 살린 지도를 지휘관에게 

보여주었고, 그는 면밀히 지도를 살폈다. 

그는 그것이 Swiss Alps가 아니라 스페인과 프랑

스를 접하고 있는 Pyrenees 산맥의 지도라는 것

을 알고 놀랐다.   

Their commanding officer, relieved  that his 
지 휘 관 들 은 relieving (X) 안도하며

men had survived the snowstorm, asked how 
부하들이

they made their way out.                   
빠져나오다

 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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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

절한 곳을 고르시오.1

�
   

A classic psychological experiment asks a group of 
전 형 적 인 심 리 학 적 인

people to wear headphones. ( ① ) In this 

experiment, spoken words are played through the 
음 성 으 로 된 재 생 되 지 만

headphones, but a different set of words is played to 
재 생 된 다

each ear.

( ② ) Participants are told to listen to the words 

being sent to one ear (say  the left ear) and to 
예를 들면

repeat them aloud. 

( ③ ) When given these instructions, people are 

quite good at repeating the words that were spoken 

to that ear. 

( ④ ) This example shows that much of the 

information that is available to your ears does not 

make it too far  into your head. 
도 달 하 다 멀리까지

( ⑤ ) You are selecting only a small amount of that 

information to be processed enough to know what 

words were being spoken.

번역

하지만, 비록 일련의 짧은 동일한 단어들이 수십 번 

반복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른 한쪽 귀에서 들

은 어떤 단어도 기억하지 못한다. 

한 전형적인 심리학 실험은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헤드폰을 착용하도록 요청한다. 이 실험에서, 음성

으로된 단어들은 헤드폰을 통해서 재생되지만 서로 

다른 일련의 단어들이 각각의 귀에 재생된다. 

참가자들은 한쪽 귀(예를 들면 왼쪽 귀)에 들린 단

어를 듣고 크게 반복하라고 지시받는다. 

이런 지시를 받을 때, 사람들은 그 귀에서 들었던 

단어들을 상당히 잘 반복한다. 

이 예는 당신의 귀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많은 부

분이 당신의 머릿속까지 멀리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신은 어떤 단어들이 들리고 있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처리될 그 정보의 적은 양 만을 선택

하고 있다.   

However, they are unable to remember any of 
the words that they heard in the other ear, even 
if the same small set of words had been 
repeated a dozen times.

 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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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1

As part of a research project, a group of 

undergraduate students watched a film, after which 
대 학 생 들 이

they were asked to describe it as fully as possible to 
충 분 히

other students. The listeners were actually research 

assistants, and for half the participants they 

assumed a positive listening style (smiling and 

nodding); for the other participants they assumed 

a negative listening style (frowning and unsmiling). 
찡 그 리 기

Participants describing the film to positive listeners 

included more of their own opinions about what the 

film was trying to say. 

In contrast, participants speaking to negative 

listeners focused solely on objective facts and 
오 로 지

concrete details. The theory is that the smiles and 
구 체 적 인

nods of a listener signal interest and agreement, 
알 리 다

which in turn encourage the speaker to share 

more personal insights. 
통 찰 , 이 해

Negative body language triggers a threat response 
유 발 한 다 위 협 반 응

that causes the speaker to pull back into the 
물러나게

relative “safety” of facts.

According to a research project, the   (A)   of the 

information that speakers share depends on the 

type of    (B)   response that listeners give. 

번역

한 연구 과제의 일부로, 한 집단의 대학생들이 영화

를 본 후 다른 학생들에게 그것을 가능한 충분히 묘

사할 것을 요청받았다. 청자들은 실제로 연구 조교

들이었고, 참여자의 절반에게는 긍정적인 청취 스

타일(미소 짓기와 끄덕이기)을 취하는 척 했고 다른 

나머지 참여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청취 스타일(찡그

리기와 미소 짓지 않기)을 취하는 척 했다. 

긍정적인 청자들에게 영화를 묘사하는 참여자들은 

영화가 말하고자 했던 것에 대한 그들 자신의 의견

을 더 포함시켰다. 

대조적으로, 부정적인 청자들에게 말하는 참여자들

은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 이론은 청자의 미소와 끄덕임이 

흥미와 동의를 나타내어 결국 화자로 하여금 더 많

은 개인적인 이해를 공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몸짓 언어는 화자에게 사실의 상대적인 

‘안전성’으로 물러나게 하는 위협 반응을 유발한다.

  

한 연구 과제에 따르면, 화자가 공유하고자 하는 정

보의 (A)속성은 청자가 주는 (B)비언어적 반응의 

유형에 달려있다. 

 ① nature -none-verba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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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

Cultures have rarely been completely isolated from 

outside influence, because throughout human 

history people have been moving from one place to 

another, spreading goods and ideas. 

What is different today, though, is the speed and 

scope of these interactions. Several decades ago, 

overnight mail service and direct longdistance 

telephone calls increased the speed of crossnational 

communication. 

Advances in transportation technology have made 

international trade more costeffective and 

international travel more accessible to ordinary 

citizens. 

Today the Internet has given people around the 

world immediate access to the cultural artifacts and 

ideals of other societies, no matter where they’re 

located. 

Clearly, societies are more interdependent than ever, 

and that matters for individuals. Sometimes the 

effects are positive. 

번역

문화는 좀처럼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

어 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인류 역사에 걸쳐 사

람들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재화와 사상을 전

파하며 이동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다른 것은 이러한 상호작용의 속도

와 범위이다. 몇 십 년 전, 빠른우편 서비스와 장거

리 직통 전화는 국가 간 소통의 속도를 증가시켰다. 

운송 기술의 진보는 국제 무역을 보다 비용 효율이 

높게 만들었고 보통의 시민들에게 국가 간의 이동

을 보다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주고 있다. 

 

오늘날 인터넷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디

에 있더라도 다른 사회의 문화적 유물과 이상에 즉

각적인 접근을 제공해 주고 있다. 

분명히, 사회는 어느 때보다 더욱 상호 의존적이고, 

그것은 개인들에게 중요하다. 때때로 그 영향들은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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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discoveries in the United States or Europe, 

for instance, can save lives around the world. 

Globalization gives us a chance to learn about other 

societies and learn from them.

• chance of: 가능성 & chance to do: 기회 

• Chances that S+ V are = Chances are that S+V 

Other times, however, global influence can have 

disastrous consequences. 

Many of today’s most urgent societal 

problems―widespread environmental destruction, 

large and smallscale wars, economic crises, and so 

on―are a function of globalization to some degree. 

In short,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consider ourselves members of a 

single society __________ by other societies. 

All of us are members of our own society and citizens 

of a world community at the same time.

번역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의학적 발견들은 

전 세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세계화는 우리에게 다른 사회들에 관해 배우고, 다

른 사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나 다른 때에는 세계화의 영향이 재앙의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

오늘날 가장 긴급한 사회 문제의 대다수는―광범

위한 환경적 파괴, 크고 작은 규모의 전쟁들, 경제

위기 등등―어느 정도 세계화의 작용이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 자신을 다른 사회의 영향을 받

지 않는 단일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중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사회의 구성원이고 동시

에 세계 공동체의 시민이다.

41.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1

 

42. 위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은?2

 

 ① We Are All Neighbors, Like It or Not1

 ② unaffecte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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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Evan, a young medical student, had to be away 

from his fiancée for three years to study at college in 

New York, far away from his hometown, New 

Orleans. 

To be separated so long from his love was heart-

breaking for him. He was eager to go see (a)her, but 

he was too poor to buy a ticket for a longdistance 

bus to his hometown. He was sad and depressed.

He would go to the bus station just to watch the 

buses for New Orleans drive away while sitting on an 

old wooden bench. 

(B) He showed the woman her picture. The woman 

said, “Oh, (b)she is the most beautiful young woman 

I’ve ever seen.” Then she began to tell him that she 

had been married to a traveling salesman who had 

recently passed away. 

She told him how they used to weep, both of them, 

each time he had to go away, but how happy they 

were when he returned. She said, “Marriage is 

wonderful. You’re going to have a wonderful 

marriage. Everything’s going to be fine.” Her words of 

kindness were a great comfort to him. 

번역 

젊은 의대생 Evan은 자신의 고향인 New Orleans

로부터 멀리 떨어진 New York의 대학에서 공부하

기 위해 그의 약혼녀와 3년간 떨어져 있어야 했다.


그의 연인으로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것은 그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는 (a)그녀를 

보러 가고 싶었지만, 너무 가난해서 그의 고향으로 

가는 장거리 버스표를 살 수가 없었다. 그는 슬펐고 

우울했다.


그는 버스 정류장에 가서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New Orleans로 향하는 버스들이 떠나는 것을 바

라보곤 했다. 


그는 노부인에게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노부

인은 “오, (b)그녀는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젊은 여

인이군.”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에게 

그녀가 출장 판매원과 결혼했었고 그는 최근에 세

상을 떠났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노부인은 남편이 출장을 갈 때마다 그들이 둘 다 얼

마나 울곤 했었는지, 그러나 남편이 돌아올 때는 얼

마나 행복했는지를 그에게 말했다. 노부인은 “결혼

생활은 멋진 것이야. 자네도 멋진 결혼생활을 할 거

야. 모든 것은 다 잘 될 거야.”라고 말했다. 그녀의 

친절한 말은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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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nd then the woman suggested he might feel 

better if he had something to eat. She walked away, 

and a few minutes later she came back with a pack 

of doughnuts and gave it to him. 

At that moment, an announcement came over the 

loudspeaker, and she said, “Oh, my goodness! My 

bus is here.” And (c)she hurriedly walked to her bus. 

Watching her leave, he opened the pack of 

doughnuts. He couldn’t believe his eyes.Inside the 

box he found two $100 bills with a note. “Everything’s 

going to be fine. It’s time to go see (d)her!”

(D) When he was at the bus station as usual, he 

found himself sitting next to an old woman. She saw 

him and said, “Honey, you sure do look depressed.” 

He said, “I am.” 

And before he knew it, he was crying. She reached 

for his hand and simply asked, “What’s wrong, 

honey?” He told her the story about his fiancée and 

himself and how much he loved her and how much 

he missed (e)her. 

번역 

그리고 나서 노부인은 그가 뭔가를 먹으면 기분이 

나아질 수 있다고 넌지시 말했다. 그녀는 걸어 나가 

몇 분 후에 도넛 한 상자를 가지고 돌아와서 그에게 

주었다. 


그 순간, 스피커를 통해 안내방송이 나왔고 노부인

은 “어머나! 내 버스가 왔네.”라고 말했다. 그리고 

(c)그녀(노부인)는 서둘러 그녀의 버스로 걸어갔다.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보며 그는 도넛 상자를 열었다. 그

는 그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그 상자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제 (d)그녀에게 갈 때야!”

라는 메모와 함께 100달러 지폐 두 장을 발견했다.  


그가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을 때, 자신

이 노부인의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노부인

은 그를 보고 말했다. “ 젊은이, 정말 우울해 보이

네.” 그는 “네, 그래요.”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무슨 일인가, 젊은이?”라고 간단히 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의 약혼녀와 자신에 대한 이야기

와 그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e)그녀를 그리워하는지를 말했다. 


43.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

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44. 밑줄 친 (a)~(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
지 넷과 다른 것은?2

45. 위 글의 Evan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3

 ④ (D)-(B)-(C)1

 ③ (c)2

 ④ 노부인에게 도넛을 주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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