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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의도] 짧은 응답 고르기
 [해석]
남: Jenny, 전화기를 갖고 무엇을 하고 있니?
여: 피자 한 개를 주문하고 있어. 요즈음에는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것이 정

말 편리해.
남: 아주 멋지네! 내 스마트폰으로 그것을 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니?
여: 물론이지. 너는 먼저 앱을 다운로드해야 해.

[풀이]
남자가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으므로 ⑤ ‘물론이지. 너는 
먼저 앱을 다운로드해야 해.’가 여자가 할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① 고맙지만 사양할게. 나는 피자를 좋아하지 않아.
② 맞아. 우리는 그것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
③ 그래. 너는 그것을 가게에서 살 수 있어.
④ 괜찮아. 너는 다음번에 더 잘할 거야.
[Words and Phrases]
convenient  편리한  nowadays 요즈음에는  awesome 굉장한, 아주 멋진

2. [출제 의도] 짧은 응답 고르기
 [해석]
여: 이봐, Mike! 다음 주에 보는 어휘 시험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남: 그다지 잘 되어가고 있지 않아. 알다시피 나는 단어를 그다지 잘 외우지 못해.
여: 그러면 네 자신의 어휘 카드를 만들 것을 권하고 싶어.
남: 좋은 생각이야. 그것을 시도해 볼게.

[풀이]
여자가 단어를 외우는 방법을 제안했으므로 ① ‘좋은 생각이야. 그것을 시도해 볼게.’
가 남자가 할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② 사실 나는 너무 아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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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행히 나는 높은 점수를 받았어.
④ 미안해. 그렇지만 나는 너를 가르칠 수 없어.
⑤ 음, 나는 생일 카드를 샀어.
[Words and Phrases]
How’s it going with ∼? ∼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vocabulary 어휘 
recommend 권하다, 추천하다

3. [출제 의도] 담화의 목적 파악
 [해석]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Tom Johnson입니다. 저는 Discovery Adventure에서 

활동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올해의 모험을 위해 저희와 함께 하실 운이 좋은 20
분을 초대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와 함께 하면 8일 동안에 코스타리카의 대단히 
흥미로운 비밀 중 일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 중 하나의 산기슭 작은 언덕을 
도보 여행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생물 전문가와 함
께 활동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지역의 마을 사람들로부터 전통 음식을 요리
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등록은 12월 1일에 시작되고 선발 과정은 선착순입니
다. 그냥 www.discoveryadventure.com을 방문해서 온라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
하십시오. 참가자 명단은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될 것입니다. 서두르셔서 평생 단 
한 번뿐인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풀이]
‘invite 20 lucky people to join us for this year’s adventure‘, ’submit an 
online submission form‘, ’don’t miss this once-in-a-lifetime opportunity‘ 등에
서 ④ ’모험 여행 참가자를 모집하려고‘가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함을 
알 수 있다.
[Words and Phrases]
coordinator 진행자, 조정자  fascinating 대단히 흥미로운, 매력적인  amazing 놀라
운  foothill 산기슭의 작은 언덕  volcano 화산  expert 전문가  endangered 멸종
위기에 처한  registration 등록  process 과정  on a first-come-first-served 
basis 선착순으로  submit 제출하다  once-in-a-lifetime 평생 단 한 번뿐인

4. [출제 의도] 주제 찾기
 [해석]
여: 앉으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Brown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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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저는 요즈음 제 십 대 아들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조언을 얻고 싶
습니다.

여: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남: 그 애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항상 논쟁을 합니다.
여: 그것은 정상입니다. 십 대들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들은 더 독립적이 되는 동

안에 그들의 신체 변화에 익숙해지려고 애쓰고 있답니다.
남: 이론적으로 저는 이해합니다만, 때때로 그 아이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 아드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 음, 매주 아이와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보낼 것을 권해 드립니다. 캠핑이나 축구 

같은 야외 활동이 좋을 수 있습니다.
남: 아, 그것 좋은 생각이군요.
여: 또한 아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더 많이 경청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남: 그것을 명심하겠습니다.

[풀이]
남자의 십 대 아들이 남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항상 논쟁을 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와 
상담을 하고 있고 여자는 부자간의 갈등을 해소할 방법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⑤ ‘부모
와 십 대 자녀 간의 갈등 해소 방법’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argue 논쟁하다, 말다툼하다  normal 정상적인  constantly 항상, 끊임없이  
independent 독립적인  in theory 이론적으로  quality time (부모·자식의) 교류 시
간, 질 높은[소중한] 시간

5. [출제 의도] 대화자의 관계 파악 
 [해석]
남: 안녕하세요, 부인.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제 카드로 현금을 좀 인출하려고 하는데 작동이 되지 않네요. 제 카드

를 확인해 주시겠어요?
남: 한 번 보겠습니다.... [잠시 멈춤] 오, 부인의 카드에 있는 자기 띠가 손상되었네요.
여: 어떻게 해야 하죠?
남: 저희가 그것을 새것으로 교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요청서를 작성해 주시겠어

요? 부인의 신분증도 필요하구요.
여: 여기 있습니다.
남: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타이핑 소리] 다 됐습니다. 신분증 여기 있습니다.  
여: 새 카드는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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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새 카드를 수령하는 데는 영업일로 약 5일이 소요됩니다. 불편함을 끼쳐드려 죄송
합니다. 달리 도와드릴 것은 없나요?

여: 있어요. 제 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하고 싶어요.
남: 알겠습니다. 금액과 계좌번호를 여기에 적어 주세요.
여: 그러죠.
 
[풀이]
카드가 손상되어 카드를 새로 교체하고 있고 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하고 있으므로 은행
원과 고객 간의 대화임을 알 수 있다. 
[Words and Phrases]
magnetic strip 자기 띠  replace A with B A를 B와 교체하다  request form 요청
서  set 준비된  business day 영업일  inconvenience 불편함  withdraw (돈을) 인
출하다

6. [출제 의도] 세부 내용 파악 (그림) 
 [해석]
여: 여보, 나 왔어요.
남: 안녕, Susan. 내가 마침내 우리 방 장식을 끝냈어요. 당신한테 보여 줄게요. [잠시 

멈춤]  어때요?
여: 와! 멋져 보여요! 천장에 모빌을 달았네요. 우리 아기 Angela가 그걸 좋아할 거예

요.
남: 고마워요! 혼자서 모빌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는데 멋지게 나왔어요.
여: 오, 우리 침대 위에 있는 가족사진도 마음에 들어요!
남: 나 역시 마음에 들어요. 우리 셋이 사진 속에서 너무나 행복해 보여요.
여: 맞아요. 그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족사진들 중 하나예요. 
남: 침대의 베개 사이에 있는 별 모양의 쿠션은 봤어요?
여: 예, 귀여워 보여요. 그것은 또한 구름무늬의 담요와도 완벽하게 어울려요. 
남: 맞아요.
여: 그리고 난 당신이 Angela의 침대를 우리 침대 옆에 두어서 너무 기뻐요.
남: 당신이 좋아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애를 쉽게 지켜볼 수 

있어요.

[풀이]
그림에서 베개 사이에 있는 쿠션은 별 모양이 아니라 하트 모양이므로 ③이 대화의 내
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and Phr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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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rate 장식하다  mobile 모빌  on one’s own 혼자서, 스스로  match 어울리다  
cloud-patterned 구름무늬의  blanket 담요  keep an eye on ~을 지켜보다

 
7. [출제 의도] 부탁한 일 파악

 [해석]
남: 안녕, Clara! 우리 뮤지컬을 위한 의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여: 오, Matthew! 막 너를 찾고 있었어. Doris를 위한 이 모자는 어떠니?
남: 완벽해! 그건 그녀를 신비스러운 마녀처럼 보이게 할 거야.
여: 그 말 들으니 기분이 좋구나. Patricia를 위한 이 드레스는 어때?
남: 멋져. 밝은 색깔이 그 인물의 활기찬 성격과 완벽히 어울릴 거야.
여: 좋아. 이 의상은 Jake의 역할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남: 글쎄. Jake는 신하가 아니라 왕 역할을 하잖아. 그것을 그 역할에 더 적절하게 만

들어 줄래?
여: 알았어, 내가 디자인을 고칠게. 특별한 아이디어라도 있니?
남: 그것은 보석과 장신구로 화려하고 빛나게 해야 할 거야. 
여: 알았어. 총연습 전까지 모든 의상을 끝낼게.
남: 그러면 아주 좋지. 난 우리가 환상적인 뮤지컬을 만들 거라고 확신해.

[풀이]
뮤지컬을 위한 의상을 만들고 있는 여자에게 남자는 Jake의 의상이 역할과 잘 맞지 않
아 다시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있고 여자는 디자인을 바꾸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
라서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는 ③ ‘의상의 디자인 변경하기’가 가장 적절하다.
① 연극 대본 수정하기  ② 콘서트용 포스터 만들기  ④ 뮤지컬을 위한 무대 만들기  
⑤ 예행연습 일정 확인하기
[Words and Phrases]
costume 의상  witch 마녀  awesome 멋진, 근사한  go well with ~와 잘 어울리다  
suitable 적절한  dress rehearsal 총연습  fantastic 환상적인  

8. [출제 의도] 이유 파악
 [해석]
여: David, 이 기사 읽었니?
남: 아니, 읽지 않았는데. 무엇에 관한 거야?
여: 음, 그건 음식 쓰레기의 약 30퍼센트가 사람들이 구매했다가 잊어버리고 유효기간

이 지나기 전에 먹지 못한 음식이라는 내용이야.
남: 그건 정말 음식 낭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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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래, 그 기사에는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은 위험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
이 많은 사람을 식중독으로 아프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쓰여 있어. 

남: 맞아. 사실, 그것은 지난해에 나한테 일어났던 일을 생각나게 해. 
여: 무슨 일인데?
남: 우유를 마시고 난 후에 내가 입원을 했었지.
여: 정말? 어쩌다가?
남: 있잖아,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내가 약간 상한 우유를 마셨거든. 그건 유

효 기간이 지난 것이었어.
여: 유효 기간을 확인 했었어야지.
남: 알아. 그 이후로 난 항상 조심하고 있어. 
  
[풀이]
남자는 지난해에 유효기간이 지난 우유를 먹고 입원을 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남자
가 병원에 입원했던 이유로는 ①이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article 기사  expire 유효기간이 지나다, 만기가 되다  food poisoning 식중독  get 
hospitalized 입원하다  embarrassing 창피하게 하는, 당황스런  expiration date 유
효기간

9. [출제 의도] 숫자 정보 파악
[해석]
남: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여: 네. 쌍둥이 아들들에게 줄 야구 글러브를 사고 싶어요.
남: 음, 이 갈색 글러브가 정말로 좋습니다. 가격은 140달러입니다.
여: 140달러요? 너무 비싸군요. 더 싼 것으로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남: 그러면 이 검정 글러브는 어떤가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갈색 글러브보다 40달러 

더 쌉니다.
여: 완벽하네요. 검정 글러브 두 개로 할게요. 신용카드로 계산하겠습니다. 여기 있어

요.
남: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쇼핑객 프로그램의 회원이시면 10%를 할인받으실 수 있

습니다.
여: 회원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회원 카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남: 괜찮습니다. 그래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함과 전화번호 끝 네 자리만 알려

주세요.
여: Lisa Gibson이고 2-0-1-5입니다.
남: [타이핑 소리] 좋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여기 글러브와 카드 그리고 영수증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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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풀이]
100달러짜리 글러브 2개(200달러)를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했으므로 여자가 지불한 
금액은 ② ‘$180’이다.
[Words and Phrases]
recommend 추천하다  digit (한 자리) 숫자  

10. [출제 의도] 언급 유무 파악
[해석]
여: Daniel, 잠깐 시간 있어요?
남: 네, 무슨 일이죠?
여: 내일 있을 제 발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 슬라이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남: 무엇에 대한 발표죠?
여: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에 관한 거예요.
남: 좋아요, 슬라이드를 볼 게요. 음…. 좋아 보입니다! 디자인이 맘에 들어요. 단순하

지만 시선을 끄네요.
여: 고마워요! 폰트 크기를 늘려야 할 것 같나요?
남: 아뇨, 폰트 크기는 이대로가 좋아 보입니다.
여: 슬라이드에 음향 효과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 음, 그것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핵심 내용에서 사람들의 주의를 흩뜨릴 

수 있어요.
여: 알겠어요.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도표를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가요?
남: 네, 하지만 도표가 너무 많으면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여: 음…. 맞는 말인 것 같네요.

[풀이]
디자인(the design), 글자 크기(the font size), 음향 효과(sound effects), 도표
(charts)에 관한 언급은 있지만, 사진에 관한 언급은 없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Words and Phrases]
strategy 전략  eye-catching 시선을 끄는  font size 글자 크기  distract (주의를) 
흩뜨리다  convey 전달하다  effectively 효과적으로

11. [출제 의도] 내용 불일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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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여: 안녕하세요, 저는 Global in Action의 Janet Danish입니다. 아시다시피,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제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수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Global in Action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Global in Action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그것은 2000년에 전직 테니스 선수인 Sarah Hatch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Global in Action은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는 회원을 보
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자원봉사를 위해 회원들을 라오스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로 보냅니다. 우리는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
역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기타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
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의 하나를 얻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시간
이 없다면, 재정적 기부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1-800-555-2134로 우리에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풀이]
재정적 기부도 언제나 환영한다(always welcome financial contributions)고 했으므
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Words and Phrases]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기관  aim 목표로 하다  dig 파다  financial 재정적
인  contribution 기부, 공헌

12. [출제 의도] 특정 정보 파악
 [해석]
여: Chris, 시민 문화 센터에서 학생들을 위한 정말로 좋은 몇 가지 방과 후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어. 함께 그것 중의 하나를 수강하는 것이 어떠니?
남: 좋은 생각이야. 그 광고지 좀 볼 수 있을까?
여: 물론이지. 여기 있어. 
남: 음, 나는 금요일마다 피아노 수업을 받고 있어서, 그날에는 어떤 프로그램도 함께

할 수가 없어. 
여: 좋아. 그리고 나는 보통 오후 4시쯤에 학교에서 집에 와. 
남: 그럼 4시 30분 이후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야겠네.
여: 맞아. 나는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을 선호해. 너는 어떠니?
남: 나도 그래. 스포츠를 좋아하지. 게다가, 나는 운동을 더 해야 해.
여: 그럼,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어.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 10달러의 차이가 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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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음, 나는 이것을 위해 한 달에 25달러만 쓸 수 있어. 
여: 나도 같은 상황이야. 그럼,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이 프로그램이 남네.
남: 좋아. 내일 등록하자. 

[풀이]
우선, 남자가 금요일마다 피아노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이 포함된 프로그램
은 선택하지 않기로 하므로 ⑤는 선택에서 제외된다. 또한, 하교 시간을 고려해 오후 
4시 30분 이후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기로 하므로 ④도 제외된다. 이후에 둘은 
스포츠 프로그램을 선택하기로 하는데, 선택하려는 프로그램에 한 달에 25달러만 쓸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수강할 방과 후 프로그램은 ①이다. 
[Words and Phrases]
community center 시민 문화 센터  afterschool program 방과 후 프로그램  
leaflet 광고지  prefer 선호하다  physical 신체의  sign up 등록하다

13. [출제 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여: 여보세요?
남: 여보세요, Helen. 저는 Ryan입니다.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여: 물론이죠, Ryan. 무슨 일인데요?
남: 밤에 당신 집에서 나는 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여: 무슨 소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야간근무를 해서 밤에 집에 있지 않았어요.
남: 정말요? 그럼, 누가 이번 주에 밤늦게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거죠?  
여: 아, 제 남동생인 Jack이었을 거예요. 그가 지난주에 저와 함께 살려고 들어왔거든

요. 
남: 알겠습니다. 음악가인가요?
여: 네, 그래요. Jack은 음악을 전공하고 있고 언젠가 전문 기타연주자가 되기를 바라

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기타를 연습하고 있죠. 
남: 좋네요. 하지만 밤늦게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실, 이웃들이 그 

소음에 대해 불평을 해오고 있어요. 
여: 그것을 알지 못했네요. 
남: 그것에 대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여: 물론이죠. 그에게 밤늦게 연습하지 말라고 말할게요. 

[풀이]
남동생이 밤늦게 기타를 연주하여 소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여자는 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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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해 남자가 여자에게 조처를 취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으므로 여자는 남자를 
안심시키며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조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④　‘물
론이죠. 그에게 밤늦게 연습하지 말라고 말할게요.’가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미안해요. 저는 야간근무를 할 수 없어요. 
② 걱정하지 마요. 제가 음반 가게에 갈게요. 
③ 물론이죠. 그가 곧 저와 함께 살려고 들어올 거예요. 
⑤ 괜찮아요. 그는 기타를 연주하는 것을 개의치 않을 거예요. 
[Words and Phrases]
night shift 야간근무  move in with ~와 살려고 들어오다  major in ~을 전공하다  
practice 연습하다  instrument 악기  complain 불평하다 

14. [출제 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해석]
남: 안녕, Rebecca. 어딜 가고 있니?
여: 영국에서 오는 내 친구 Debbie 기억하니? 그녀를 데리러 공항에 가고 있어. 그녀

는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지낼 거야.  
남: 와, 잘됐네. 무엇을 할 계획이니?
여: 몇 가지 선택이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우리는 확실히 머드 축제에 갈 거야. 
남: 정말? 나는 늘 머드 축제에 가기를 원했어. 
여: 그럼 우리와 같이 가자. 우리가 모두 함께 거기에 가면 재미있을 거야. 
남: 언제 갈 건데?
여: 이번 금요일에. 우리는 급행열차를 탈 거야. 
남: 좋아. 너희와 함께 갈게. 그런데 기차표는 샀니? 
여: 아직 안 샀어. 내일 살 거야. 
남: 음, 뉴스에서 많은 사람이 이번 금요일에 그 축제에 갈 거라는 말을 들었어. 그러

니 당장 그 표를 사야 할 것 같아. 
여: 아, 아니, 난 그럴 수 없어. 나는 지금 공항으로 출발해야 해. 
남: 걱정하지 마. 내가 당장 좌석을 예약할 수 있어

[풀이]
축제에 가기 위해서 표를 당장 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자는 친구를 데리러 공항
에 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표를 사는 것과 관련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말을 
해야 자연스럽다. 따라서 ① ‘걱정하지 마. 내가 당장 좌석을 예약할 수 있어.’가 남자
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하다.  
② 저런. 네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랐는데. 
③ 잘했어! 이제 우리는 여행을 즐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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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네 말이 옳아. 다음 항공편을 타는 게 낫겠어. 
⑤ 고마워. 그 축제에서 정말로 좋은 시간을 보냈어. 
[Words and Phrases]
definitely 확실히  express train 급행열차  leave for ~을 향해 출발하다

    
15. [출제 의도] 상황에 적절한 말
 [해석]
여: 민수는 한국사를 공부하는 대학생입니다. 오늘 그는 캐나다에서 온 교환 학생인 

Allison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보통 쾌활하며 많이 웃지만, 오늘은 우울해 보입니
다. 민수가 왜 그러냐고 물을 때, 그녀는 세종대왕에 대한 역사 논문을 쓰느라고 
애써 왔으며 방금 전에 자신의 역사 교수님께 초고를 보여드렸다고 말합니다. 그 
교수님은 전반적인 내용을 마음에 들어 했으며 한국어로 쓰는 그녀의 노력을 칭찬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한 그녀가 많은 문법적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습니
다. Allison은 이제 그 오류들 때문에 좋은 학점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스러워 합니
다. 민수는 그녀가 그 논문을 쓰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
며 그녀에 대한 동정심을 느낍니다. 그는 그녀의 논문을 고치는 일을 좀 도와주겠
다고 제의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수는 Allison에게 뭐라고 말하겠습
니까?

[풀이]
캐나다에서 온 교환 학생인 Allison은 자신이 쓴 한국어 논문에 문법적 오류가 많아서 
고민하고 있다. 이때 민수가 문법적 오류를 고치는 일을 도와주려고 한다. 이러한 상
황에서 민수가 Allison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내가 오류들을 고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이다.
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논문을 제출해 줄게.
③ 내가 조선왕조를 연구할 수 있어.
④ 너는 역사 영화를 봐야 해.
⑤ 너는 영어 사전을 사야 해.
[Words and Phrases]
exchange student 교환 학생   cheerful 쾌활한   paper 논문, 보고서   
grammatical error 문법적 오류   sympathy 동정심, 연민

　[16-17] 
 [해석]
남: Grand 국립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공원 경비원 Steele 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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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중 하이킹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일의 하이킹
을 재미있고 안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안전에 관한 조언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날씨를 확인하십시오. 산에서는 
날씨가 매우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상 여건에 주의하십시오. 또한 
적절한 의복을 착용하십시오. 기온이 하루 내내 변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두꺼운 
재킷을 입는 것보다 옷들을 겹쳐서 입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른 한 가지 조언은 
구급약품 상자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긁힌 상처를 입거나 벌레에 물리
거나 다른 사소한 부상을 당한다면 그것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지도, 나침반, 손전등, 호루라기와 같은 비상용 물품들을 갖고 다니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길을 잃게 되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
에 말한 것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항상 적어도 한 명의 다른 사람과 함께 다
니십시오.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혼자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언들
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명심하고 내일 하이킹을 즐기십시오. 
감사합니다.

16. [출제 의도] 주제 파악
[풀이]
남자는 국립공원 경비원으로서 내일 하이킹을 할 사람들에게 하이킹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안전 수칙들에 대해 조언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① ‘안전한 하이킹 여행을 위한 조언’이다.  ② 야간 여행을 위한 조언  ③ 
공원 경비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  ④ 산에서 피신처 찾기  ⑤ 야생 그룹 여행 준비
하기

17. [출제 의도] 세부 내용 파악
[풀이]
날씨, 의복, 구급약품 상자, 비상용 물품들에 대해서는 고려할 사항으로 언급했으나, 
③ ‘음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Words and Phrases]
tip 조언   appropriate 적절한   first aid kit 구급약품 상자   invaluable 매우 유
용한   scratch 긁힌 상처   emergency 비상사태

18. [출제 의도] 목적 파악
 [해석]
만약 여러분이 마음과 몸이 혹사당해온 무수한 사람 중의 한 명이라면, 여러분에게는 
더 긍정적이고 활기에 찬 생활을 제공해 줄 프로그램인 ABC 웰빙 협회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6주 동안 지속되고, 세 개의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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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인 일일 목표, 걷기 플랜 그리고 식사 플랜으로 구성됩니다. 매주 저희 건강 전문
가들이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드릴 것이고, 여러분은 새로운 신체 활동 목표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즉시 개선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저
희의 환상적인 프로그램에 오늘 등록함으로써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풀이]
마음과 몸이 혹사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내용
의 글이므로, 글의 목적으로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countless 무수한, 셀 수 없이 많은  overworked 혹사당하는, 과로한  positive 긍정
적인  energetic 정력적인, 활기에 찬  institute 협회, 학회, 연구소  consist of ~로 
구성되다  component 요소  expert 전문가  immediately 즉시, 즉각  enroll in ~
에 등록하다

19. [출제 의도] 필자의 주장 파악
 [해석]
모든 이들에게는 때때로 무언가에 대한 의심의 순간이 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
이다. 문제는 그러한 순간이 축적되어 여러분의 자기 확신에 영향을 주도록 놔두지 않
는 것이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논평과 의견이라는 도전에 항상 직면할 것이다.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 여러분은 그것을 느끼
고 위기 상황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수행하거나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 항상 부정적인 논평을 말할지도 모른다. 이런 논평이 여러분의 자기 확신
을 흔들도록 놔두지 마라. 그 논평에 대한 그 사람의 이유에 대해 항상 의문을 가져
라. 만약 그것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경청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
다면 그것은 그들의 의견일 뿐이다. 여러분은 확고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풀이]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논평이 근거가 있으면 경청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확고함을 유지하라는 내용의 글이므로, 필자의 주장으로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doubt 의심  challenge 문제, 도전  accumulate 축적되다  face 직면하다  
comment 논평, 비평, 의견  positive 긍정적인  negative 부정적인  rock 흔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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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제 의도] 심경 추론
 [해석]
Delia는 자기 집 현관에서 걸어 나왔고, 그 날 하루가 따스하고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녀는 “오늘 수업이 너무 기다려져.”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가족은 최근에 인근으로 이사를 왔고, Elanova 고등학교에서의 새 학년이 막 
시작됐다. 그녀의 새로운 학교에서는 발레 수업을 제공해 주었는데, Delia는 열망하는 
마음으로 등록했다. 그녀는 발레리나가 되려는 자신의 일생의 꿈을 실현하는 데 한 걸
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Delia는 벤치에 앉아 학교 버스를 기다렸다. 버스가 Madison 
가(街)를 따라 천천히 굴러갈 때 그녀는 자신의 발레 가방 안으로 손을 슬며시 밀어 
넣어 새 신발을 만졌다. 그녀는 도약과 점프를 열심히 연습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달까지 솟아오르고 싶어.”라고 Delia는 생각했다.

[풀이]
새로운 학교에서 새 학년을 시작하는 Delia는 발레리나가 되려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
기 위해 발레 수업에 등록했고 발레 수업을 듣는 것에 대해 기대에 부풀어 있다. 따라
서 Delia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희망에 찬’이 가장 적절하다.
② 지루해하는   ③ 편안한   ④ 걱정하는   ⑤ 무서워하는
[Words and Phrases]
step out of ~에서 걸어 나오다  welcome (다정하게) 맞이하다  neighborhood 인
근, 근처, 이웃  eagerly 열망[갈망]하여  sign up 등록하다  roll (차가 구르듯이) 천
천히 나아가다[달리다]  leap 도약  soar 솟아오르다, 치솟다

21. [출제 의도] 요지 파악
 [해석]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는 한 가지 이유는 그 일들을 잘못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두려워해서 아예 그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책을 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문체는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을 종
이 위에 쏟아 놓으면서 가능한 한 빨리 책을 쓰는 것이다. 그런 후 다시 돌아가 쓴 글
을 교정하고 다듬을 수 있다. 만일 완벽할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는 때만 책을 쓴다면 
나는 아직도 첫 번째 책을 집필하는 중일 것이다! 여러분은 집이 어수선하면 편하게 
있지를 못하는가? 여러분은 실수하는 것에 대해 자책하는가?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전
하고자 하는 간단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 이제 여러분의 완벽주의를 놓아 줄 때이다. 
그것(완벽주의)은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

[풀이]
완벽주의는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므로 완벽주의를 떨쳐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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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요지로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without regard to ~은 고려하지 않고, ~에 상관없이  revise 교정하다  polish 다듬
다, 퇴고하다  mess 난잡한 상태, 더러운 것  beat oneself up 자책하다  let go of 
~을 놓다  stumbling block 걸림돌, 장애물  stick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다

22. [출제 의도] 주제 파악
 [해석]
옷감과 옷은 단지 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는 기능을 갖고 있다. 옷과 옷감 둘 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분명한 예는 특정한 사회적 역할을 전달하기 
위한 제복의 사용과 이 (결혼이라는) 통과의례를 기념하기 위해 서구 문화권에서 사용
하는 현대적인 흰색 웨딩드레스일 것이다. 두 종류의 옷은 보는 사람에게 비언어적으
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은 곧 결혼할 것이고 사회에서 
그녀의 지위와 역할을 변화시킬 것이다. 제복을 입은 사람은 경찰, 간호사 또는 군인
처럼 사회에서 어떤 전문화된 기능을 갖는다. 그러므로 옷은 집단 구성원의 자격에 대
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신분의 표시로서 기능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풀이]
옷은 집단 구성원의 자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며, 신분의 표시로서 기능을 하여 비언
어적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는 ⑤ ‘옷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능’이 가장 적절하다.
① 제복의 교육적 기능   ② 옷 스타일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   ③ 옷 선택에서의 성
별 차이   ④ 서구 사회의 상이한 문화적 규범
[Words and Phrases]
textile 옷감  nonverbal 비언어적인  obvious 분명한  rite of passage 통과의례  
onlooker 보는 사람, 구경꾼  status 지위, 신분  identity marker 신분을 표시하는 
것

23. [출제의도] 제목 파악 
[해석]
전통적인 소비가 특별히 검소한 것은 아니었다. 절약이라는 개념은 보다 풍부한 화폐 
문화로부터 등장했다. 자원이 계속해서 부족했던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소비가 보다 계
절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이었다. 농작물이 풍부한 해에는 사람들이 마음껏 먹었고, 수확
이 적은 해에는 굶주렸다. 사람들은 비축을 위해 더 많은 농작물을 생산하도록 특별하
게 동기를 부여받지 않았는데, 약탈로부터의 안전 보장이 거의 없는 곳에서 그렇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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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헨지 관광

위대한 고대의 환상 열석인 스톤헨지는 세계의 위대한 불가사의들 중의 하나입니
다. 그 열석을 여러분이 선택한 언어로 된, 매력적인 음성 안내 관광으로 즐기세
요. 
포함된 주요 내용
∙고급 버스로 스톤헨지까지 직행 운행
∙스톤헨지 안내책자 
관광료와 버스 출발 
∙성인: 44파운드  어린이(3~12): 39파운드  노인(60세 이상)/학생: 42파운드
∙요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시간과 장소: 오전 10시, Royal National 호텔
              오전 11시, Victoria 역 
좌석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출발 15분전까지 도착하거나 24시간 전에 미리 온라인
으로 예약하세요.

유인책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시절이 좋을 때는, 폭식의 축하 행사가 비축물이 
다시 채워질 수 없었던 겨울철에 열렸다. 이러한 의례는 그러한 축하 행사가 나중에 
가져올지 모르는 잠재적인 어려움보다 더 중요했는데, 그것들이 사람들을 서로 묶어주
고 자원을 분배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휴가절의 의례는 보통 노래와 춤, 연극, 
그리고 잔치와 같은 문화적인 관습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일로부터 많은 시간을 
앗아갔다.

[풀이]
전통적인 소비는 검소한 것이 아니었고 시절이 좋을 때는 폭식의 축하 행사를 가졌는
데, 그것은 사람들을 서로 묶어주고 자원을 분배하기 위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내용이므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무엇이 전통적인 소비에 동기를 부여했는
가?’이다.  ② 겨울 식량의 공동 생산  ③ 비축물을 다시 채우기: 생존의 필수적인 것  
④ 흉작 후에 살아남는 법 ⑤ 무엇이 휴가철의 의례를 구성하는가?  
[Words and Phrases]
thrifty 검소한, 절약하는  scarce 부족한  communally 공동으로  oriented 지향적
인  bountiful 풍부한  heartily 마음껏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incentive 유
인책  raid 약탈, 급습  refill 다시 채우다  ritual 의례  hardship 어려움  
distribute 분배하다  feasting 연회, 잔치  

24. [출제의도] 실용문의 내용 파악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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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도서관 캠프
Premont 도서관 

(2015년 7월 29일과 30일)
★ 6세 이상의 아동들을 위한 2일간의 캠프
  (6세 미만의 아동들은 반드시 성인이 동반해야 합니다.)
★ 시간: 양일 모두 오후 1시 ~ 오후 6시 
★ 학습 내용:
  -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는 법
  - 온라인 비디오를 제작하는 법
  - 자신만의 이야기책을 만드는 법 
∙자리가 제한되어 있어서 사전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등록은 www.premont.lib에서만 받습니다. 
∙등록비는 무료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huggon@premont.lib나 (877) 123-4567로   
  Ms. Huggon에게 연락하세요.   

[풀이]
음성 안내는 선택한 언어로 제공되고, 스톤헨지 안내책자가 제공되며, 60세 이상의 노
인은 요금이 42파운드이고, 버스는 오전 10시와 11시에 출발하며, 좌석 확보는 15분
전까지 오면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일치하는 것은 ④이다.  
[Words and Phrases]
stone circle 환상 열석(거대한 선돌이 둥글게 줄지어 놓인 고대 유적)  wonder 불가
사의  highlight 주요 내용, 가장 중요한 부분  secure 확보하다  prior to ~보다 전
에  in advance 미리, 사전에

25. [출제의도] 실용문의 내용 파악  
[해석]

[풀이]
캠프 등록비는 무료라고 했으므로 ⑤는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다.  
[Words and Phrases]
accompany 동반하다  facilities 시설, 설비  registration 등록  contact 연락하다, 
접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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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출제 의도] 도표 내용 파악
[해석]
위 파이 그래프는 호주 New South Wales 주의 고형 폐기물에 대한 내역을 보여주
며, 특히 가정 폐기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시 고형 폐기물 총량에 있어서는, 상업 
및 산업 폐기물의 비율이 건설 및 철거 폐기물 비율의 두 배가 넘는다. 가정 폐기물 
부문은 도시 전체 고형 폐기물 총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가정 폐기물 중에서는 
음식 및 정원 폐기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에 철 폐기물의 비율이 가장 
낮다. 기타 폐기물은 가정 폐기물의 15%인데, 이는 플라스틱의 비율보다 다섯 배가 
더 높다. 기저귀와 유리는 각각 가정 폐기물의 5%에 미치지 못한다.

[풀이]
기타 폐기물이 15%이고, 플라스틱이 5%로 기타 폐기물의 비율이 플라스틱보다 3배가 
많으므로 도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Words and Phrases]
breakdown 내역  domestic 가정의  commercial 상업(용)의  demolition 철거, 해
체  diaper 기저귀  with regard to ~에 있어서는, ~에 관해서는  category 부문, 
범주  make up 차지하다, 구성하다  account for 차지하다  

27. [출제 의도] 내용 불일치 파악
[해석]
돌선인장은 사막에서 발견되는 가장 특이한 식물 중 하나이다. 연중 대부분의 시간 동
안 그것은 Dead Horse 산맥, Mariscal 산, 그리고 Rio Grande 강을 따라 있는 언덕
의 돌투성이 석회암 토양 속으로 섞여 들어간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밟을 수도 있다. 그것은 가시가 없이 바닥에 평평하게 퍼져 있으며, 별 모양 패턴으로 
중첩하는 삼각형의 작은 돌기를 가지고 있다. 매우 건조한 환경에서는 돌선인장은 눈
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말 그대로 주변의 돌투성이 토양 속으로 오그라든다. 
수분은 뿌리 속에 저장되고, 가뭄 기간에는 뿌리가 오그라들어 줄기를 땅속으로 끌어
당긴다. 가시 없는 이 식물들은 자신들의 토착 서식지에 섞여 들어감으로써 생존한다. 
추가적인 보호 장치로서 그들은 불쾌한 맛이 나고, 독성이 있는 알칼로이드를 체내에 
저장한다.

[풀이]
가뭄 기간에는 뿌리가 오그라든다(shrink)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은 ④이다. 
[Words and Phrases]
living rock cactus 돌선인장  peculiar 특이한  blend 섞이다, 융합하다  roc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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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투성이의, 암석이 많은  limestone 석회암  soil 토양  step on ~을 밟다  
spineless (식물이) 가시가 없는, 등뼈가 없는  overlap 중첩하다, 겹치다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shrink 오그라들다, 축소되다  moisture 수분  drought 가뭄  
drag 끌어당기다  foul-tasting 불쾌한 맛이 나는  alkaloid 알칼로이드 (식물에 함유
된 염기성 물질)

28. [출제 의도]　문맥 속 문법성 판단
[해석]
관찰된 사실들은 공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과학적인 요구 때문에 측정에서 ‘객관성’
이라는 말은 중요하다. 측정 시스템은 같은 동작을 평가하는 두 명의 관찰자가 같은 
(혹은 매우 비슷한) 측정치를 얻게 되는 한 객관적이다. 예를 들어, 투창이 던져진 거
리를 판정하기 위해서 줄자를 사용하는 것은 누가 줄자의 눈금을 읽느냐에 상관없이 
매우 비슷한 결과를 산출한다. 그에 비해, 정교한 점수 규정이 평가를 더 객관적인 것
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다이빙, 체조, 피겨스케이팅과 같은 동작에 대
한 평가는 더 주관적이다. 운동 행동을 연구하는 관점에서 볼 때, (운동 동작에 대한 
점수를 부여할 때는) 점수 부여가 가능한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험실(전문 
측정 시스템이 갖추어진 곳) 내의 행동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풀이]
(A) that절의 주어인 two observers를 수식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현재분사인 
evaluating이 와야 적절하다. 
(B) a javelin이 던지는 동작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던져지는 대상이므로 수동태인 
was thrown이 와야 적절하다.
(C) 문맥상 문장의 주어인 evaluation of performances such as ~ figure skating
을 받으므로 대명사 it이 와야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term 말, 용어  objectivity 객관성  be subject to ~을 받아야 하다, ~을 필요로 하
다  verification 검증, 입증  objective 객관적인(↔ subjective 주관적인)  tape 
measure 줄자  yield 산출하다, 생산하다  regardless of ~에 상관없이  
gymnastics 체조, 체육  elaborate 정교한, 공들인  motor behavior 운동 행동  
laboratory 실험실

29. [출제 의도] 문맥 속 어휘 추론
[해석]
부동산 임대 시장의 특별한 특징은 그것이 심한 장기적 경기 수축기를 겪는 경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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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인데, 공산품보다 그 경향이 더 강하다. 어떤 공산품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
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조자는 생산량을 줄이고 상인은 재고를 줄인
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들 건물의 임대 가능한 공간의 양을 줄일 수 없다. 
주기의 절정기에 업체와 소비자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건설된 공간은 남아있고, 그래
서 공실률은 오르고 하향 추세는 더욱 심해진다.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어떤 지점, 즉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청구되어야 할 최대한의 비용(→ 최소한의 비용) 밑으로는 떨
어지지 않는다. 어떤 소유자들은 그것 때문에 돈을 잃느니 그 공간을 시장에서 빼버릴 
것이다. 그 부동산의 비용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소수는 투매 가격에 팔 것이고 대출
기관은 (임대료를 치르지 않은) 다른 부동산들을 회수(압류)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것들은 더 낮은 임대료로 시장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는 시장을 더욱 침체시킨다.

[풀이]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청구되어야 할 최소한의 비용
(minimum)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야 논리에 맞는데 ④에서는 최대한의 비용
(maximum)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④의 maximum을 minimum으로 고쳐야 한다.
[Words and Phrases]
real estate 부동산  tendency 경향  undergo 겪다  manufactured product 공산
품(공장에서 제조된 상품)  exceed 초과하다, 넘다  cut back on ~을 줄이다  
output 생산량  inventory 재고  property 부동산  accommodate 수용하다  
vacancy rate 공실률  subsidize ~의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다, ~에 보조금을 지급하
다  lender 대출기관, 빌려주는 사람  repossess (임대료를 치르지 않은 부동산을) 회
수[압류]하다 

30. [출제 의도] 지칭 대상 파악
[해석]
Budapest의 은행가 가문에서 태어난 von Neumann은 틀림없이 똑똑했다. 8세에, 그
는 미적분학에 통달했다. 12세에, 그는 전문 수학자를 위한 저작물을 읽고 있었다. 하
지만 그는 기계로 작동되는 장난감을 만드는 것도 좋아했고 어리지만 비잔틴 역사에 
관한 전문가가 되었다. 대학에 갈 무렵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아들이 수학자로서
는 생계를 꾸릴 수 없을 거라고 걱정하는 아버지와의 절충안으로 화학 공학을 공부하
는 것에 동의했다. von Neumann은 Budapest 대학에 입학한 다음 바로 Berlin으로 
가서는 수학을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매 학기 말이면 시험을 치르기 위해 
Budapest로 돌아옴으로써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다. 19세에, 그는 자신의 두 번째 
수학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에서 그는 서수에 대한 현대적 정의를 제시했다. 25
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미 10편의 중대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30세가 되었을 때는, 거
의 36편의 논문을 이미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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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③의 his는 his father를 가리키고 나머지 넷은 von Neumann을 가리키므로　③이 정
답이다.
[Words and Phrases]
undeniably 틀림없이, 분명히  chemical engineering 화학 공학  compromise 절
충안, 타협  bargain 약속  enroll 입학하다  promptly 바로, 즉시  semester 학기  
publish 발표하다  definition 정의  ordinal number 서수 

31. [출제 의도] 빈칸 추론
[해석]
흥미로운 발견이 모두 다 명백한 적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에 유용할지 잘 모른다 해도, 포기하지 마라. 
많은 혁신 제품들이 수년 동안 실험실에서 시들해져 있다가 상품으로 연결되었다. 조
리 기구의 코팅 막으로 쓰이는 매우 미끈거리는 합성 물질인 Teflon은 1938년에 발명
되었지만 1954년이 되어서야 첫 번째 (프라이)팬에 코팅 막을 씌웠다. Post-it 메모장
은 성능이 별로 좋지 않은 어떤 풀의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것의 발명가는 
그것이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의 잠재적 수익 용도를 찾는 데 5년이 
걸렸다. HP는 HP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초정밀 온도계로 획기적 발전을 이룩했다. 정
확성에도 불구하고 해수 온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때까지 그 장비에 대한 분
명한 용도가 없었다.

[풀이]
빈칸 뒤에 이어지는 글에서 발명되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상품으로 연결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② ‘상품으로 연결되었다’가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
절하다.
① 새로운 것들로 대체되었다
③ 이론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④ 친환경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⑤ 정확성에 대한 테스트를 받았다
[Words and Phrases]
obvious 명백한, 분명한  application 적용(성), 응용(성)  innovation (복수형으로) 
혁신적인 것, 혁신  match 연결시키다  slippery 미끈거리는, 미끄러운  synthetic 
합성한, 인조의  substance 물질, 본질  cooking utensil 조리 기구  coat 코팅 막을 
씌우다, 테를 두르다  on the back of ~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 결과로  
potentially 잠재적으로  profitable 수익성이 있는  breakthrough 획기적 발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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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구  super-accurate 초정밀의, 매우 정확한  thermometer 온도계  fluctuation 
변화, 변동, 오르내림

32.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
공감은 우리 자신과 친구, 동료, 그리고 우리를 돌보는 전문가에게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성격적 특성이다. 공감적이 되기 위한 비결은 실천적 지혜에 있어 가장 중요하
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 해야 할 
올바른 일을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감은 어두운 면이 있다. 너무 지나친 이해와 세
심함, 과도하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는 것은 판단을 흐리고 선택을 마비시
킬 수 있다. 생명윤리학자인 Edmund Pellegrino는 그것을 다음처럼 설명한다. “만약 
의사가 고통을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와 너무 긴밀하게 공감하면, 그녀는 무엇이 
잘못되는지, 무엇이 행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무엇이 행
해져야 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객관성을 잃는다. 과도하게 고
통을 함께하는 것은 또한 의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의사를 무력하게 하여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지도 모른다.”

[풀이]
Edmund Pellegrino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나치게 공감하게 되면 우리는 객관성
을 잃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무력해 
질 수 있다. 따라서 ③ ‘판단을 흐리고 선택을 마비시킬’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① 영원한 우정을 막을
② 의사들의 권력의 남용을 정당화할 
④ 성급하지만 정확한 진단으로 이어질 
⑤ 환자들에 대한 의사들의 연민을 줄일
[Words and Phrases]
empathy 공감, 감정이입  sensitivity 세심함, 민감성  perspective 관점, 시각  
bioethics 생명윤리  identify with ~와 공감하다  objectivity 객관성  paralyze 마비
시키다, 무력하게 하다  inaction 활동하지 않음, 나태 

33.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
벌들에게는 색깔에 따라 선호하는 식물군이 있다. 한번은 Avenbury 경이 꽃의 색깔
이 벌들을 유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했다. 다양한 색조의 종이쪽지에 꿀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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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놓았을 때, 그것들을 찾아온 그 곤충들이 청색을 두드러지게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그다음으로 흰색, 노란색, 빨간색, 녹색, 주황색이 뒤따른다는 것을 그는 발
견했다. 이 발견이 우리의 양봉 계획을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벌을 길들이는 데 있어
서 주된 고려 사항이 꽃가루받이이고 그 농작물이 확인되면, 계획을 세울 때에 근처에 
있는 다른 식물군들의 색깔이 고려되어야 한다. 겨자밭 근처에서 양봉을 한다고 생각
해 보자. 겨자는 화밀과 꽃가루가 가득 찬 아주 작은 노란 꽃을 피운다. 더 많은 겨자
씨 수확을 위해서는 꽃가루받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근처에 청색 야생 식물군이 많
이 있다면, 벌들은 겨자보다 청색 꽃들을 더 좋아할 수 있다. 비록 우리는 꿀과 다른 
생산품들을 얻기는 하겠지만, 겨자 꽃가루받이의 목적은 좌절될 수 있다.

[풀이]
벌을 통해 꽃가루받이하여 겨자씨를 수확하고자 할 때, 겨자밭 근처에 청색 꽃을 피우
는 식물군이 있다면, 벌이 겨자의 노란 꽃보다는 청색 꽃을 더 좋아하므로 겨자의 꽃
가루받이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예시의 내용은 꽃가루받이의 목적으로 
양봉을 계획할 때 근처 식물군의 색깔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⑤ 
‘근처에 있는 다른 식물군들의 색깔이 고려되어야 한다’가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① 색깔에 대한 벌의 선호도는 무시되어야 한다 
② 더 많은 수확이 청색 식물군 근처에서 기대될 수 있다
③ 꿀의 품질이 고려되어야 한다 
④ 근처에 풍부한 청색 식물군이 확보되어야 한다
[Words and Phrases]
shade 색조  preference 선호(도)  pollination 꽃가루받이, 수분  prime 주된, 가장 
중요한  tame 길들이다  mustard 겨자  nectar 화밀, (꽃의) 꿀  pollen 꽃가루  
yield 수확(량); 생산하다  objective 목적, 목표 

34.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
1900년대 중반에, John Kenneth Galbraith는 소비자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권력의 체계적 배치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여 경제학 분야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러한 권력의 배치 내에서, 상업 매체는 반드시 소비자가 경제의 
일반 요건에 부응하는 가치와 신념을 채택하게 한다. 대중 행동 패턴에 개인이 참여하
는 것은 임의의 힘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이 아니다. 신념 체계로 작동하는 경제 체계 
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공동의 소비 패턴에 참여한다. 그것(신념 체계로 
작동하는 경제 체계)은 일의 의미와 가치에 상당한 통제력을 행사한다. 경제가 신념 
체계로 기능할 때, 그것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엄격한 제한을 둔다. 소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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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념, 가치, 생각, 그리고 
감정은 시장의 요구에 맞추도록 크게 조절된다. 

[풀이]
사회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치된 권력(신념 체계)의 일부가 경제이고, 그 경제의 
산물이 소비자이므로, 소비자의 소비 행동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선택 행동이 아니라 
경제라는 신념 체계에 의해 통제를 받는 행동일 수밖에 없다. 문맥상 ‘The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mass behavior patterns’는 소비자의 소비 행동을 가
리키므로 ③ ‘임의의 힘(이 글에서는 경제를 의미)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이 아닌’이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① 상업 매체의 의제에 의해 이끌리지 않는 
② 본능적인 개인 선택의 산물
④ 시장의 요구로 영향을 받지 않는
⑤ 경제 체계와 무관한 결과 
[Words and Phrases]
ensure 반드시 ~하게 하다 adopt 채택하다 match 부응하다, 맞추다 mass 대중의  
engage in ~에 참여하다  operate 작동하다  severe 엄격한  condition 조절하다  

35.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해석]
우리는 모두 ‘함께 놀이하는 가족은 함께 있게 된다.’는 말을 들어보았다. 이 말 속에 
담긴 지혜는 사회적인 놀이는 사람들 사이에 지속적이고 중대한 유대를 형성한다는 것
이다. (B) 이러한 지혜는 인간의 일가족 밖에서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얼룩다람쥐 한 
마리가 멀리 있는 포식자를 발견하면, 그것은 다른 다람쥐들이 숨을 곳을 찾아 뛰도록 
알리는 경보를 발한다. 그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A) 큰 소리를 낼 때, 위험을 감지한 
그 다람쥐는 자신을 주목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포식자의 주의를 끌 가능성이 클 것이
다. 과학자들은 동물들이 오직 공통 유전자를 나눠 가진 친족을 위해서만 이처럼 생명
을 건 위험을 무릅쓸 것으로 생각했었다. (C) 그러나 새로운 증거는 다람쥐들이 유전
적으로 관련 없는 이전의 놀이 동무를 위해서도 또한 경보를 발함을 보여 준다. 이 다
람쥐들은 놀면서 사회적인 자산을 형성했기에, 이 친구들은 놀이 동무를 구하기 위하
여 죽음을 무릅쓴다.

[풀이]
사회적 놀이가 유대를 형성한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는, 이러한 지혜가 동물에
게까지 확장됨을 언급하면서 그 예로 다람쥐를 들고 있는 (B)가 와야 한다. (B)에서 언
급한 다람쥐의 경보를 발하는 행동의 수혜 대상에 대한 과학자들의 기존 생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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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A)가 (B) 다음에 이어져야 하고, 그 행동의 수혜 대상이 친족을 넘어 놀이 동무
에까지 확장됨을 보여주는 (C)가 마지막에 와야 한다. 
[Words and Phrases]
kin 친족  the family circle 일가, 집안 사람들  alert (위험 등을) 알리다, 경보를 발
하다  run for cover 숨을 곳을 찾아 뛰다  put one’s life on the line 죽음을 무릅
쓰다

36. [출제의도] 주어진 문장 넣기
[해석]
자기 충족적인 예언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선생님에게 
‘지적으로 재능을 발휘할 학생’으로 소개된 학생이 그러한 긍정적인 소개가 없는 학생
보다 학력 검사에서 흔히 더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군 전차병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한 집단의 전차장들은 배치된 병사 중 일부가 특출한 능력을 가진 반면 다른 병
사들은 보통에 불과하다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는, 전차병들이 무작위로 배치되어 두 
실험 집단은 능력상 동등했다. 전차장들은 후에 이른바 ‘특출한’ 전차병들이 ‘보통의’ 
전차병들보다 더 잘했다고 보고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전차장들은 자신들의 기대치가 
더 높았던 전차병들에게 더 많은 배려와 칭찬을 해 주었음이 또한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에서 확인된 자기 충족적 효과는 관리자들이 직장의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을 강력하게 보여 준다.

[풀이]
자기 충족적인 예언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전차장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차
장들은 무작위로 배치되었지만 특출한 능력을 지닌 것으로 소개된 전차병들이 그렇지 
않은 전차병들보다 더 잘했다고 보고했는데, 주어진 문장은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⑤가 주어진 문장의 위치로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self-fulfilling (예언이) 자기 충족적인  prophecy 예언  counterpart 대응 관계에 
있는 사람  tank crew 전차병  tank commander 전차장  assign 배치하다  
exceptional 특출한  randomly 무작위로  optimistic 낙관적인  approach 접근법

37. [출제의도] 주어진 문장 넣기
[해석]
연구들은 건널목 표시가 없는 건널목에서보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건널목에서 운전자들
이 보행자들에게 양보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몇몇 연구자들이 
알아냈듯이, 그것이 반드시 상황을 더 안전하게 해 주지는 않는다. 그들은 교통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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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로에서 두 가지 종류의 건널목에서 보행자들이 건너는 방식을 비교했는데, 표
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건널목에서는 사람들이 양쪽을 더 자주 쳐다보는 경향이 있고, 
교통이 끊기는 순간을 더 자주 기다리고, 길을 더 빨리 건넌다는 것을 알아냈다. 연구
자들은 표시가 있는 건널목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운전자
와 보행자 모두 더 잘 인지하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표시가 없는 건널목
에서는 둘 중 어느 쪽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교통안전 규칙을 모르는 것이 알
고 보면 보행자들에게 실은 좋은 일이다. 보행자들은 자동차가 멈출 것인지에 대해 모
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표시가 있는 건널목은 보행자
들에게 그들 자신의 안전에 대한 비현실적인 모습(생각)을 심어 줄 수도 있다.

[풀이]
주어진 문장의 But을 통해, 주어진 문장 앞의 내용과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 역접 관계
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시가 없는 건널목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둘 다 ‘이 사
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주어진 문장에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 앞에는 표
시가 있는 건널목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둘 다 ‘이 사실’(건널목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
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③이 주어진 문
장의 위치로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motorist 운전자  yield to ~에게 양보하다  marked 표시가 된  considerable 많은, 
상당한  suspect ~일 것 같다고 생각하다  cautiously 조심스럽게  

38. [출제의도]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해석]
일부 연구원들이 각기 다른 미디어가 상상력이 풍부한 응답을 하는 어린이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한 연구에서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을 무작위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고 똑같은 허구적인 이야기를 제공했다. 한 그룹은 라디오로 이
야기를 들었지만, 다른 그룹은 텔레비전으로 그 이야기를 시청했다. 나중에 모든 어린
이는 그 이야기에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
다. 연구원들은 어린이들의 응답에서 그들이 사용한 (등장인물, 배경, 대화, 그리고 감
정과 같은) 새로운 요소들을 기록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상상력의 풍부함을 평가했다. 
(일부 소설가들은 자신들의 이야기 속에 가능한 한 많은 수의 등장인물들을 포함시키
는 것을 더 좋아한다.) 라디오를 들었던 어린이들은 더 상상력이 풍부한 응답을 했지
만, 텔레비전을 시청했던 어린이들은 원래 이야기를 반복하는 말을 더 많이 했다. 미
디어학자들은 ‘시각화 가설’을 설명하기 위해 이 연구를 이용해 왔는데, 그것(시각화 
가설)은 이미 만들어진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어린이들의 노출이 그들 자신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그들의 능력을 제한한다고 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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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텔레비전보다 라디오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뒤에 이어질 내용에 대해 더 많은 상
상력을 발휘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소설가들이 자신들의 작품 속에 가능한 한 
많은 등장인물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선호한다는 내용의 ③번 문장은 이러한 글의 흐름
에서 벗어난다.
[Words and Phrases]
randomly 무작위로, 임의로, 닥치는 대로  fictional 허구적인, 소설의   
imaginativeness 상상력이 풍부함, 상상에 의함   novel 새로운, 참신한, 신기한; 소
설   visualization 시각화, 구상화   hypothesis 가설, 추정   exposure 노출, 폭로  
ready-made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성품의

39. [출제의도]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해석]
미 흑인 사회의 많은 강점 중 하나는 미 흑인 소녀들과 여성들의 체육에의 노력에 대
한 본질적인 지지이다. 미 흑인 문화가 성 역할에 대한 더 많은 유연성을 인식하고 보
다 넓은 범위의 성별에 부합하는 행위를 수용하므로, 미 흑인 여성들은 백인 여성만큼 
성 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구속을 받지 않는다. 소녀와 여성들을 위한 운동 경기는 미 
흑인 여성의 성 역할에 상충된다고 인식되지 않는다. Hall과 Bower의 미 흑인 여성에 
대한 연구는 미 흑인 여성들은 힘과 여자다움을 서로 상충하지 않게 둘 다 지니면서 
자신들을 ‘부드럽게 강하다’고 규정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미 흑인 남성들은 세계 정
치에서 점차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미 흑인 사회로부터의 환영적인 지지는 많은 
미 흑인 소녀와 여성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활기를 돋우어 왔다.

[풀이]
미 흑인 사회는 여성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관대하고 지지를 보낸다
는 내용의 글이다. 미 흑인 남성이 세계 정치에서 점차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내
용의 ④번 문장은 이러한 전체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Words and Phrases]
intrinsic 본질적인   endeavor 노력, 애씀   bound 구속을 받는, 얽매인   
femininity 여자다움

40. [출제의도] 요약문 완성
[해석]
전문가들은 고전 텍스트를 읽는 것이 독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아 자기 성찰의 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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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발함으로써 정신에 유익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원자들이 고전 작품들을 읽을 때에 
그들의 뇌 활동이 추적 관찰되었다. 그런 다음에 이 동일한 텍스트가 더 쉽고 현대적
인 언어로 ‘번역’되어 독자들이 그 글을 읽을 때에 그들의 뇌가 다시 추적 관찰되었다. 
정밀 검사는 더 어려운 산문과 시가 더 평범한 버전보다 뇌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전기
적 활동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과학자들은 뇌가 각 단어에 반응할 때에 뇌의 
활동을 연구하여 독자들이 특이한 단어, 놀라운 구절, 혹은 어려운 문장 구조를 만났
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점화되는지 기록할 수 있었다. 이 점화는 뇌를 고단 기어로 전
환할[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전환할]만큼 충분히 오래 지속되어, 더 심화된 독서를 권
장한다. 연구는 또한 더 어려운 버전의 시를 읽는 것이 특히 우뇌의 활동을 증가시켜
서 독자들이 자신이 읽은 것에 비추어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재평가하도록 돕는다
는 것을 발견했다. 교수들은 이것이 고전작품들이 자습서보다 더 유용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고 말했다.
→ 고전 텍스트의 원래 버전이 독자의 자아 성찰을 작동시키고 심화된 독서를 고취하
는 어려운 언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풀이]
어려운 버전의 고전 텍스트가 독자들로 하여금 더 많이 읽게 하고 자아 성찰을 촉진한
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요약문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어
려운’-‘작동시키다’이다.
[Words and Phrases]
trigger 촉발하다, 작동시키다   self-reflection 자아 성찰   straightforward 쉬운, 
간단한   pedestrian 평범한, 단조로운   hemisphere (뇌의) 반구   academic 교수  
self-help book 자습서

[41-42]
[해석]
유기체는 자신과 같은 종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의 구성원들과도 자원을 두고 
경쟁해야 한다. 두 개의 종이 동일한 자원을 사용하는데 그 자원이 부족할 때에, 그 
종들은 마치 같은 종의 개체군의 구성원들인 것처럼 경쟁해야 한다. 대개 두 종들 중 
한 종이 경쟁에서 더 우수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예를 들어, 두 종이 정확하게 
똑같은 먹이를 먹는다면, 둘 중 하나가 그것을 잡는 데 더 능숙할 것이다. 어떤 것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열등한 경쟁자가 패배하여 경쟁적으로 우수한 종이 장악하게 된다. 
한 종이 다른 종과 경쟁하여 그것을 물리쳐서 제거할 때에, 그것을 경쟁적 배제라고 
부른다.
때로 경쟁적으로 우수한 종이 열등한 경쟁자를 배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심
한 폭풍, 떠다니는 통나무에 의한 타격, 혹은 수중 산사태와 같은 주기적인 방해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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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적인 경쟁자의 개체수를 감소시켜 다른 종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 더욱이 어떤 종
이 경쟁적으로 우수한가 하는 것은 때로 상황에 의해 좌우된다. 예를 들어, 열대지역 
홍콩의 바위로 이루어진 해변에서 (잎처럼 생긴) 엽상 조류는 비교적 선선한 겨울 동
안에는 지배적인 해조류이다. 여름철 더울 때에는 이러한 형태의 식물들이 자취를 감
추고 더 저항력이 강한 덮개상 조류에 의해 대체된다. 따라서 계절적 변화가 어느 한 
종이 다른 종을 배제하는 것을 막아주며, 경쟁하는 두 종들 사이에는 이동성 균형이 
존재한다.

41. [출제의도] 장문-글의 제목
[풀이]
먹이를 찾는 경쟁력, 주변 상황 등에 의해서 어떻게 우월한 경쟁자가 결정되는지 설명
하는 내용의 글이므로 ②‘어떻게 우월한 자가 결정되는가?’가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
절하다.  ① 강자의 타고난 장점  ③ 해양 생물의 개체 수 증가  ④ 생물의 종은 왜 
경쟁을 피하는가?  ⑤ 생물 종의 생활양식의 모든 측면

42. [출제의도] 장문-빈칸 추론
[풀이]
계절적 변화에 따라서 지배하는 조류가 달라지면서 균형을 이룬다고 했으므로 ① ‘이
동성 균형’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② 고정된 계층  ③ 강한 의존성  
④ 지속적인 협동  ⑤ 일방적 관계
[Words and Phrases]
organism 유기체, 생물체   scarce 부족한, 드문   interfere 개입하다, 간섭하다   
competitive exclusion (생태) 경쟁적 배제   periodic 주기적인   dominant 지배적
인   foliose 잎과 같은, 잎의   alga 조류, 해조 (pl. algae)   encrusting algae 덮
개상[피각화] 조류(표면에 납작하게 붙어 자라는 조류)

[43-45]
[해석]
(A) Manti 고등학교 2학년생인 Jim Nelson은 뛰어난 운동선수였다. 그는 주의 최고 
농구팀 중 하나인 그 학교 농구팀에 막 들어갔다. 그러나 1996년 10월 23일에 그의 
운동선수로서의 미래의 대부분이 갑자기 그로부터 없어져 버렸다. Jim은 그의 친구를 
방문하기 위해 밤에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가고 있었다. 그 길은 몇몇 군데에서 매우 
가팔랐다. 너무 어두워서 보는 것이 어려웠다.
(C) 자전거를 타고 경사진 커브를 돌다가 Jim은 길가에 주차된 차와 부딪혔다. 그는 
결국 병원에 입원했다. 머리에 난 심한 상처 외에도 오른쪽 팔이 부러져 그는 두 달 
동안 깁스를 했다. Jim의 의사는 그에게 일련의 테스트를 했다. 의사는 그가 신경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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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입었고 그가 오른쪽 팔의 완전한 사용을 결코 되찾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
다.
(B) 부상 때문에 Jim은 그 해의 나머지 기간 동안 농구팀에서 경기를 할 수 없었지만 
코치는 그가 와서 연습할 수 있도록 그를 장비 관리자로 만들었다. 1997년 여름 내내 
매일 밤 그는 왼손으로 농구공을 넣는 연습을 했다. 다음 시즌이 왔을 때 Jim은 그 팀
의 선발 심사에 참가했고 그는 다시 성공했다!
(D) Jim은 결코 선발 선수는 되지 못했지만 항상 경기에 처음으로 교체되어 들어가는 
선수였다. Jim은 선발 선수가 그의 발목을 삐었을 때 선수권전 경기의 마지막 30초 동
안 경기를 할 기회를 얻었다. 10초가 남은 상태에서 Jim은 왼손에 있는 공의 균형을 
잡고 슛을 날렸다. 휙 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군중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그는 왼손
으로 3점 슛을 성공시켰다! Jim은 경기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투지가 있으면 어떤 장
애물도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의 팀 동료들의 마음도 얻었다.

43. [출제의도] 장문-글의 순서 찾기
[풀이] 
자전거를 타고 친구를 방문하러 가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와 부딪혔을 것이므로 (A) 다
음에 (C)가 와야 한다. (B)의 his injury는 (C)에서 언급한 신경 손상과 오른쪽 팔이 
부러진 것을 의미하므로 (C) 다음에 (B)가 와야 한다. 선수 선발 심사에 참가해서 합격
한 다음에 교체 선수로 뛰었을 것이므로 (B) 다음에 (D)가 와야 한다. 따라서 
(C)-(B)-(D)가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장문-지칭 추론
[풀이]
(e)의 “his”는 발목을 다친 선발 선수를 지칭하고 나머지는 모두 Jim을 지칭하므로 가
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⑤이다.

45. [출제의도] 장문-내용 불일치
[풀이]
(D)의 첫 문장 “Jim never became a starter, but he was always the first 
substitute to go in the game.”에서 챔피언 결정전에 처음부터 출전했다는 ④가 글
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Words and Phrases]
junior (3년제 대학·고교의) 2학년생  outstanding 뛰어난, 현저한  steep 가파른, 급
경사진  equipment 장비  basket (농구의) 골의 그물; 득점  try out 선발 심사에 참
가하다  make it 성공하다  sloping 경사진, 비탈진  end up 결국 ∼이 되다  cast 
깁스 nerve 신경  regain 되찾다  starter (경주를 시작하는) 선수[참가자]  
substitute 대리, 보결 선수  sprain (특히 팔목・발목을) 삐다[접지르다]  deathly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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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듯이, 아주, 몹시  swish 휙[쌩]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휙[쌩] 하는 소리  
obstacle 장애, 장애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