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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글의 목적 파악

Gateway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ear Mr. Johnson,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approving my request that the company 

pay for my college tuition. Today, Human Resources informed me that 

you had signed my request for payment. I want to tell you that this 

financial relief will make a great difference in my life. Now, I can focus 

more on my job. This will enable me to perform better at my work and 

contribute more to the company. Once again, I appreciate your support 

of my tuition and your faith in me.

Sincerely,

Warwick Smith

* Human Resource 인사 부서

① 학비 지원 승인에 감사하려고
② 대학 입학 추천서를 부탁하려고
③ 장학금 신청 자격을 문의하려고
④ 급여 인상 계획 승인을 요청하려고
⑤ 업무 효율성 향상 방안을 제안하려고

01 글의 목적 파악01 글의 목적 파악01 글의 목적 파악

Gateway ①
Mr. Johnson 귀하

 제 대학 등록금을 회사에서 지불해달라는 요청을 승인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귀하께
서 제 (대학 등록금) 지불 요청에 서명해 주셨다고 인
사 부서에서 알려주었습니다. 이 재정적 지원이 제 삶
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이제, 저는 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
게 함으로써 저는 제 일을 더 잘 수행하여 회사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제 등
록금 지원과 제게 보여 주신 신뢰에 대해 감사드립니
다.

Warwick Smith 드림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approve 승인하다
❍❍❍ request 요청(하다)
❍❍❍ tuition 수업료, 등록금
❍❍❍ financial 재정적인
❍❍❍ relief 지원, 구제
❍❍❍ contribute 기여하다
❍❍❍ appreciate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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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글의 목적   추천서 부탁의 거절

 I was more than happy to receive your letter this week requesting a 

letter of reference for a Future Leaders scholarship. As your science 

teacher, I can certainly speak to your academic abilities: Your grades in 

my class have always been As. I don't feel, though, that I'm in the best 

position to provide information on your leadership skills. This semester 

is the first semester I've had you in class. Of course, teachers talk 

among themselves, and you are spoken of as a leader among your 

peers. But I would encourage you to request a reference letter from 

those teachers with whom you've had the most opportunity to 

demonstrate those skills. I'm sure many teachers would be both willing 

and better suited to provide letters for you. Good luck to you with your 

scholarship.

① 과학 성적을 확인해 주려고
② 리더십 배양을 독려하려고
③ 장학금 혜택을 취소하려고
④ 추천서 부탁을 거절하려고
⑤ 사제 간 편지 쓰기를 권장하려고

01 ④01 ④01 ④

  나는 이번 주에 ‘미래의 지도자’ 장학금 추천서를 부
탁하는 학생의 편지를 받게 되어 매우 기뻤어요. 학생
의 과학 교사로서 나는 분명히 학생의 학업 능력을 입
증할 수 있어요. 내 수업에서 학생은 늘 A를 받아 왔
지요. 하지만 나는 학생의 리더십에 대해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번 학기가 내가 학생을 내 수업에서 처음 가르친 학
기예요. 물론 선생님들은 그 분들끼리 (학생들에 대해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시고, 학생은 동료 학생들 중에
서 리더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학생이 그
러한 리더십을 입증할 기회가 가장 많았던 그런 선생님
들께 추천서를 부탁드리라고 권하고 싶군요. 틀림없이 
많은 선생님들께서 기꺼이 학생에게 추천서를 써 주실 
뿐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데 더 적합하실 거예요. 장학
금 신청에 행운이 있기를 빌어요.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request 부탁하다, 요청하다
❍❍❍ scholarship 장학금
❍❍❍ grade 성적, 평점
❍❍❍ demonstrate 입증하다, 보여주다
❍❍❍ letter of reference 추천서
❍❍❍ speak to ~을 입증하다
❍❍❍ semester 학기
❍❍❍ academic 학업의, 학문적인
❍❍❍ peer 동료, 또래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 추천서를 부탁하는 학생의 편지
를 받은 과학 교사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쓴 편지글이
다. 필자는 학생을 가르친 것이 이번 학기 한 번에 불과하므
로 학생의 리더십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추천서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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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글의 목적   도서관에 새로 도입된 ‘Cassie 컴퓨터 체계’

 Dickinson Public Library has a new computer sign-in system for 

patrons calling the Cassie Computer System. To use the public 

computers, patrons use their library card number to sign up for a 

computer. The new system not only allows users faster access to the 

computers but also helps protect their privacy by assigning them a 

random number when there is a waiting list. The new system also helps 

keep track of printing so that patrons know how many pages they are 

printing before they officially print their documents. Patrons have 

adjusted to the new system and commented that it is easy to use, 

helps by monitoring their time, and allows them to choose which 

computer they want.

① 도서 대출 절차 변경을 공지하려고
②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 폐기를 당부하려고
③ 공공기관 컴퓨터 사용 시 유의사항을 강조하려고
④ 도서관에 도입된 새로운 컴퓨터 체계를 소개하려고
⑤ 공공장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경고하려고

02 | 정답 | ④02 | 정답 | ④02 | 정답 | ④

 Dickinson 공공 도서관에는 ‘Cassie 컴퓨터 
체계’라고 불리는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새로운 컴퓨
터 로그인 체계가 있습니다. 공공 컴퓨터를 사용하려
면, 도서관 이용자들은 도서관 카드 번호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신청합니다. 새로운 (컴퓨터) 체계는 사용자
들이 컴퓨터에 더 빠르게 접속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대기자 명단이 있을 때 무작위 번호를 부여하여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새로운 (컴퓨터) 체계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공식적으로 
문서를 출력하기 전에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출력하고 있는지를 알도록 출력에 대해 계속 알고 있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은 새로운 
(컴퓨터) 체계에 적응했고, 그것이 사용하기 쉽고, (사
용) 시간을 모니터하여 도움을 주며, 어느 컴퓨터를 원
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의견을 말했습니
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sign up for ~을 신청하다
❍❍❍ privacy 사생활
❍❍❍ assign 부여하다
❍❍❍ random 무작위의, 임의의
❍❍❍ keep track of ~에 대해 계속 알고(파악하고) 

있다
❍❍❍ officially 공식적으로
❍❍❍ document 문서
❍❍❍ adjust to ~에 적응하다
❍❍❍ comment 의견을 말하다, 논평하다
❍❍❍ monitor 모니터하다, 감시하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도서관에 새로 도입된 ‘Cassie 컴퓨터 체계’의 특징
과 장점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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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글의 목적   직원의 서비스에 대한 칭찬

Dear Mr. Parker,

 I am writing to bring to your attention the extra effort extended by Mark 

Richards, who works in the electronics department of your store. My 

husband and I recently purchased a 24-inch Pentatronic television set 

which had to be replaced. We are senior citizens, and could not easily 

get the TV back to the store. We conveyed that information to 

Value-Mart, and Mr. Richards called us within a day. Not only did he 

personally come to our house to pick up the TV, but he brought a 

replacement model and set it up for us. We have always appreciated 

Value-Mart for its prices. Now we can also praise your customer 

service.

Sincerely

Laura Ashley

① TV 수상기 교체 방문 서비스 제공에 대해 문의하려고
② 직원의 친절한 서비스에 대해 감사함을 전하려고
③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TV 수상기를 홍보하려고
④ 새로 구입한 TV 수상기의 문제점에 대해 항의하려고
⑤ 고객 만족 서비스 설문조사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려고

03 | 정답 | ②03 | 정답 | ②03 | 정답 | ②

Mr. Parker 귀하

 저는 귀하의 가게의 전자제품 부서에서 일하는 
Mark Richards가 베푼 특별한 노력을 귀하께 알
려드리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최근에 24인치 Pentatronic 텔레비전을 구입했는
데 교체를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고령자들이라 쉽게
TV를 다시 가게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런 사실을 Value-Mart에 전달했고, Richards 
씨가 하루도 안 돼 우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
은 TV를 수거하러 직접 우리 집에 왔을 뿐만 아니라, 
교체 모델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위해 설치해주기도 했
습니다. 우리는 상품 가격에 대해 항상 
Value-Mart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귀사의 고객 서비스 또한 칭찬할 수 있습
니다.

Laura Ashley 드림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extend 베풀다, 주다
❍❍❍ electronics 전자제품
❍❍❍ replace 교체하다
❍❍❍ convey 전달하다
❍❍❍ appreciate 감사하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교체해야 하는 텔레비전을 수거하러 직접 집에 오고 새 모
델로 교체 및 설치까지 해 준 직원의 친절한 서비스에 대해 
감사함을 전하는 글이므로 글의 목적으로는 ②가 가장 적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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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글의 목적   골동품 구매

Dear Ms. Gonzales:

 Last week when I visited your antique jewelry shop in San Diego, I 

bought what I believed was a cigarette case from the 1930s. At least 

that was how it was described on the sales label. When I mentioned to 

you that I was excited to give the case to my boyfriend because he 

collects cigarette cases, you confirmed that it was indeed a period 

piece. However, when I returned to Atlanta and gave him the case, he 

said it was beautiful but on closer examination said it was made in the 

late 1960s. You can imagine how disappointed I was and still am. 

Perhaps it was an error on your part. Nevertheless, I am returning the 

case via overnight delivery and expect a refund as soon as possible.

Sincerely,

Kathy Williams

① 남자 친구에게 줄 선물을 상의 하려고 
② 구매한 상품 품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려고 
③ 제조연도에 따른 상품차이를 설명하려고 
④ 구매한 상품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려고 
⑤ 구매한 상품의 제조 연도를 확인하려고 

04 | 정답 | ④04 | 정답 | ④04 | 정답 | ④

Ms. Gonzales 귀하

 지난 주 제가 San Diego에 있는 귀하의 골동품 
장신구가게를 방문했을 때 저는 1930년대의 담배 케
이스라고 믿었던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적어도 판매 제
품 라벨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귀하에게 
남자친구가 담배 케이스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에게 줄 수 있어서 신난다고 말했을 때 귀하는 그것이 
확실히 특정 시대의 양식을 잘 보여주는 물건이라고 확
인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Atlanta로 돌아와 그에
게 그 케이스를 주었을 때 그는 그것이 아름답기는 하
지만 더 자세히 검사해 보니 1960년대 말에 만들어
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귀하는 제가 얼마나 실망했고 
지금도 그러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것은 그쪽의 실수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케이
스를 익일 배송으로 돌려보내며 되도록 빨리 환불을 기
대합니다.

Kathy Williams 드림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antique 골동품(의)
❍❍❍ describe 기술하다, 서술하다
❍❍❍ confirm 확인하다
❍❍❍ period piece 시대물
❍❍❍ error 실수, 오류
❍❍❍ refund 환불
❍❍❍ jewelry 장신구
❍❍❍ label 라벨
❍❍❍ indeed 확실히
❍❍❍ via ~을 통하여
❍❍❍ cigarette 담배
❍❍❍ mention 말하다
❍❍❍ examination 검사, 조사
❍❍❍ overnight delivery 익일 배송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구입한 골동품 담배 케이스가 라벨에서 확인한 연도와 다
른 시대에 만들어졌음에 대해 판매자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
고 환불을 요청하는 글이므로 글의 목적으로는 ④가 가장 적
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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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주제 추론

Gateway 주제로 적절한 것

 Do you have the emotional state of mind to become a leader? People 

pay close attention to a leader's subtle expressions of emotion through 

body language and facial expression. Some emotions such as 

enthusiasm can quickly become contagious. Others, such as 

depression or discouragement, can drag down the entire organization. 

Leaders with positive emotional states of mind  are like human 

magnets. People naturally gravitate to them and want to follow them. 

Such leaders inspire enthusiasm in their organizations and attract the 

best people to work for them. Conversely, leaders who emit negative 

emotional states of mind, who are irritable and bossy, repel people and 

have few followers. 

* contagious 전염성의, 전파하는 ** repel 쫓아 버리다 

① reasons for leaders to hide their emotions
② influence of leaders' emotional states on people
③ necessity for analyzing leaders' states of mind
④ various ways of staying away from bad leaders
⑤ ways of strengthening emotional bonds among leaders

02 주제 추론02 주제 추론02 주제 추론

Gateway | 정답 | ②Gateway | 정답 | ②Gateway | 정답 | ②

 여러분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마음의 감정 상태를 갖
추고 있는가? 사람들은 신체 언어와 얼굴 표정을 통해 
지도자의 감지하기 힘든 감정 표현에 세심한 주의를 기
울인다. 열정과 같은 어떤 감정들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 우울한 기분이나 낙심과 같은 다른 감정들은 조
직 전체를 맥 빠지게 할 수 있다. 긍정적 마음의 감정 
상태를 갖춘 지도자는 인간 자석과 같다. 사람들은 자
연히 그들에게 끌리고 그들을 따르고 싶어 한다. 그러
한 지도자들은 그들의 조직에 열정을 불어넣고 그들을 
위해 일할 최고의 인물을 끌어들인다. 반대로, 짜증을 
잘 내고 우두머리 행세를 하는, 부정적 마음의 감정 상
태를 내보이는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쫓아 버리고 따르
는 사람이 거의 없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subtle 감지하기 힘든, 미묘한
❍❍❍ enthusiasm 열정
❍❍❍ depression 우울함, 우울증
❍❍❍ discouragement 낙심, 좌절
❍❍❍ drag down ~을 맥 빠지게 하다
❍❍❍ magnet 자석
❍❍❍ gravitate to ~에 자연히 끌리다
❍❍❍ inspire 불어넣다, 고취시키다
❍❍❍ conversely 반대로
❍❍❍ emit 내다, 내뿜다
❍❍❍ irritable 짜증을 (잘) 내는
❍❍❍ bossy 우두머리 행세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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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제   이민이 패션에 미치는 영향

 Across Europe, America an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the increase 

of immigration has created a more diverse ethnic make-up of local 

populations. This is especially evident in the United Kingdom, where 

immigrants from India, Pakistan and the Caribbean have helped shape 

the national culture and identity. Their influences have affected the 

fashion styles, tastes and product preferences of the entire country. 

Also in France, the effects of the dress culture and style of immigrants 

from North Africa and Asia are gradually being reflected in French 

fashion. The case is similar in other parts of Europe and America, 

notably the USA and Canada. This factor has led to globalization of 

fashion tastes.

① effects of immigration on fashion
② importance of fashion in social life
③ immigrant’s indifference to fashion
④ fashion as a expression of identity
⑤ how to create a unique fashion style

01 | 정답 | ①01 | 정답 | ①01 | 정답 | ①

 유럽과 아메리카의 전역에서, 그리고 세계의 다른 지
역들에서, 이민의 증가는 지역 인구의 더 다양한 민족 
구성을 창출하였다. 이는 특히 영국에서 분명한데, 그
곳에서는 인도, 파키스탄, 카리브 해 지역으로부터 온 
이민자들이 국가의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일조
하였다. 그들의 영향은 나라 전체의 패션 스타일, 취
향, 제품 선호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북
아프리카와 아시아로부터 온 이민자들의 복식 문화와 
스타일의 영향이 점차적으로 프랑스 패션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은 유럽의 다른 지역들과 아메리카,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 비슷하다. 이러한 요인은 패션 
취향의 세계화로 이어졌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immigration 이민
❍❍❍ immigrant 이민자
❍❍❍ gradually 점차적으로, 서서히
❍❍❍ indifference 무관심
❍❍❍ ethnic 민족의, 인종의
❍❍❍ identity 정체성
❍❍❍ notably 특히, 현저하게
❍❍❍ unique 독특한, 고유한
❍❍❍ make-up 구성
❍❍❍ preference 선호(도)
❍❍❍ globalization 세계화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이민이 늘어나면서 한 나라의 민족 구성이 다양해지고 이
것은 결국 패션 스타일, 취향, 제품 선호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①‘이민이 패션에 미치는 영
향’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② 사회생활에서 패션의 중요성
③ 패션에 대한 이민자들의 무관심
④ 정체성의 표현물로서의 패션
⑤ 독특한 패션 스타일을 창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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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제로 적절한 것   분노의 효과

 Most people believe that anger is a negative emotion and it is bad to 

get angry. Despite this common view, anger can be considered a 

positive emotion insofar as it can have a functional value. Anger 

mobilizes our energy and resources in service of goal attainment. Anger 

is essential to energize and organize our behavior, for it can serve to 

readjust and strengthen a relationship. Two people who argue and 

express anger at each other are apt to experience angry outbursts as 

distressing and unpleasant in the short run but potentially beneficial to 

their relationship in the long run. Anger can provide the basis for 

reconciliation on new terms. As Ben-Ze'ev has summed up, "Like other 

emotions, anger is functional when it is in the right proportion, for 

example, when it is expressed in a socially constructive way without 

becoming highly aroused."

① a common belief about anger 
② positive effects of anger 
③ cause for stimulating o anger
④ social impacts of negative emotion 
⑤ functions of balanced emotions 

02 | 정답 | ②02 | 정답 | ②02 | 정답 | ②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가 부정적인 감정이며 화를 내
는 것이 좋지 않다고 믿는다. 이러한 보통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분노는 그것이 실용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생각될 수 있다. 분
노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우리의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의 행동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분노가 꼭 필요한
데, 그것은 분노가 (인간) 관계를 재조정하고 강화시키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싸우고 서로를 향
해 분노를 표출하는 두 사람은 분노의 폭발을 단기적으
로는 고통스럽고 불쾌한 것으로 느끼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들 관계에 어쩌면 이득이 되는 것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 분노는 새로운 관계에서 화해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Ben-Ze’ev가 요약했듯이, “다른 감정들
과 마찬가지로 알맞은 정도라면 예를 들어 지나치게 흥
분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된다면 
분노는 실용적인 것이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despite ~에도 불구하고
❍❍❍ attainment 달성, 성취
❍❍❍ readjust 재조정하다
❍❍❍ distressing 고통스러운
❍❍❍ sum up 요약하다
❍❍❍ aroused 흥분한
❍❍❍ insofar as ~하는 한에 있어서는
❍❍❍ energize 활기를 북돋우다
❍❍❍ be apt to ~하는 경향이 있다
❍❍❍ potentially 어쩌면, 잠재적으로
❍❍❍ proportion 정도, 비율
❍❍❍ mobilize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다
❍❍❍ serve 도움이 되다
❍❍❍ outburst (감정의) 폭발
❍❍❍ terms 교제 관계, (친한) 사이
❍❍❍ constructive (사고 등이) 건설적인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이 글은 부정적으로 생각되어 온 분노라는 감정이 알맞은 
정도로 건설적으로 표현된다면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②‘분노의 
긍정적 효과’가 가장 적절하다.
① 분노에 대한 통상적인 믿음
③ 분노를 자극하는 원인
④ 부정적 감정의 사회적 영향
⑤ 균형 잡힌 감정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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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제로 적절한 것   생존을 위한 불 피우기

 When you need to make a fire to survive,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your survival fire should not be big. Keep it small. Being close to a 

small fire keeps you just as warm as situating yourself farther from a 

large one, and a small fire conserves your fuel. A small fire only 

requires a small amount of fuel, and it is definitely a bonus since 

gathering large amounts of dry wood demands more energy and you 

want to conserve your energy. There is an old saying worth 

remembering: "A small fire keeps you warm with its heat, a large fire 

keeps you warm running for firewood." A small fire also reduces the 

chances you'll burn something you don't want to burn, such as your 

shelter or the forest. 

① pleasure of being close to nature 
② effective ways to prevent forest fire 
③ essential items that hikers should carry 
④ necessity of making a survival fire small 
⑤ increasing importance of wilderness management 

03 | 정답 | ④03 | 정답 | ④03 | 정답 | ④

 생존하기 위해 불을 피워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생존을 
위해 피우는 불은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작게 유지하라. 작은 불에 가까
이 있는 것은 큰 불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큼 
(여러분의)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고, 작은 불은 땔
감을 절약해 준다. 작은 불은 단지 적은 양의 땔감만을 
필요로 하고, 많은 양의 마른 장작을 모으는 데 더 많
은 에너지가 들고 여러분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덤으로 얻는 선물이다. ‘작은 불은 
그 열기로 여러분을 따뜻하게 해 주고 큰 불은 여러분
을 땔나무를 찾아 뛰어다니느라 따뜻하게 해 준다.’라는 
기억할 만한 옛 격언이 있다. 작은 불은 또한 여러분의 
은신처나 숲처럼 여러분이 태우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태울 가능성을 줄여 준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bonus 덤으로 얻는 즐거움[선물], 보너스
❍❍❍ conserve 절약하다, 보존하다
❍❍❍ definitely 분명히, 명확히
❍❍❍ fuel 땔감, 연료
❍❍❍ reduce 줄이다, 감소시키다
❍❍❍ shelter 은신처, 거주지
❍❍❍ situate (어떤 위치에) 놓다
❍❍❍ survival 생존
❍❍❍ survive 생존하다, 살아남다
❍❍❍ worth ~할 만한, ~할 가치가 있는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주어진 글은 생존을 위해 불을 피울 때 불을 작게 피워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생존을 위한 불을 작게 피워야 할 필요성’이다.
① 자연을 가까이하는 것의 즐거움
② 산불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
③ 도보여행자가 휴대해야 하는 필수 품목
⑤ 황무지 관리의 증대하는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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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주제로 적절한 것   소셜 네트워킹을 하는 이유

 A 1998 report by Robert Karaut indicated that the chief reason people 

turn to social networking on the Internet is because they are "lonely." A 

few years later, this study was revisited. It turns out that Internet online 

social networkers are not that lonely after all. Rather, they are people 

who enjoy communicating with others. They like sharing their specific 

intellectual or social interests, they like talking about them, and they like 

meeting people who share these interests, even if they might be far 

removed from them geographically. They are more interested in 

creating communities of common concern and interest, and the Internet 

enables them to ignore physical distance. New studies indicate that 

Internet use correlates with other forms of sociality and other forms of 

literacy.

① ways to overcome loneliness through positive thinking
② motivations of people who use social networking online
③ value of sharing intellectual and social interests with others
④ effective methods of achieving interpersonal communication
⑤ correlations between Internet use and other forms of media use.

04 | 정답 | ②04 | 정답 | ②04 | 정답 | ②

 1998년 Robert Kraut의 보고서는 사람들이 
인터넷의 소셜 네트워킹에 의지하는 주된 이유가 ‘외롭
기’때문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몇 년 후 이 연구가 
다시 논의되었다. 인터넷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을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렇게 외롭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즐기는 사
람들이다. 그들(소셜 네트워킹을 하는 사람들)은 특정
한 지적 또는 사회적 관심사를 나누기를 좋아하고 그것
에 대해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지리적으로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관심사를 공유하
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공통된 관
심사와 흥미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으며 
인터넷은 그들로 하여금 물리적인 거리를 개의치 않게 
해 준다. 새로운 연구들은 인터넷 사용이 다른 형태의 
사회성 및 다른 형태의 전문 지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indicate 보여 주다, 나타내다
❍❍❍ chief 주된
❍❍❍ revisit 다시 논의하다
❍❍❍ after all 어쨌든, 결국에는
❍❍❍ intellectual 지적인
❍❍❍ geographically 지리적으로
❍❍❍ correlate with ~와 관련이 있다
❍❍❍ sociality 사회성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이 글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소셜 네트워킹을 하는 
이유가 단지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②‘온라인 소셜 네
트워킹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
절하다.
① 긍정적 사고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③ 다른 사람과 지적 사회적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의 가치
④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이루는 효과적인 방법
⑤ 인터넷 사용과 다른 형태의 매체 사용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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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요지·주장·시사점 파악

Gateway 필자의 주장

 Assertiveness may seem to some people to be uncharacteristic of 

counselors. If your picture of a counselor is someone who never 

disagrees, always "goes along," wants everything to be nice all the 

time, and only does what other people want him or her to do, this is not 

a picture of an assertive counselor. Being assertive does not have to 

mean being disagreeable. Being a counselor does not mean that you 

should simply be silent when someone tells a racist joke. An assertive 

counselor would find a way to call that person's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joke is racist, explaining how it defended the hearer, and 

suggesting ways similar jokes could be avoided. Being assertive is a 

highly developed skill — it should fit nicely in the counselor's repertoire 

of techniques.

① 상담사는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는 농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② 상담사는 자기 생각을 분명히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
③ 상담사는 항상 친절한 태도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④ 상담사는 정기적으로 상담 기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상담사는 상담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03 요지·주장·시사점 파악03 요지·주장·시사점 파악03 요지·주장·시사점 파악

Gateway | 정답 | ②Gateway | 정답 | ②Gateway | 정답 | ②

 자기표현은 어떤 사람에게는 상담사답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담사에 대한 모
습이 절대 반대하지 않고 항상 ‘찬성하고’ 늘 모든 것
이 좋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만
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자기표현을 하는 상담사의 
모습이 아니다. 자기표현을 하는 것이 까다롭게 행동하
는 것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 상담사가 되는 것은 여러
분이 누군가 인종차별적 농담을 할 때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기표현을 
하는 상담사는, 그 농담이 듣는 사람을 불쾌하게 한다
고 설명하고 비슷한 농담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 농담이 인종차별적이라는 사실에 그 사
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다. 자
기표현을 하는 것은 고도로 발달된 기법으로서, 그것은 
상담사의 (상담) 기법 목록에 잘 어울릴 것이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assertiveness 자기표현 
❍❍❍ uncharacteristic of ∼답지 않은
❍❍❍ go along 찬성하다
❍❍❍ disagreeable 까다로운, 유쾌하지 않은 
❍❍❍ racist 인종차별적인
❍❍❍ attention 주의
❍❍❍ offend ∼의 기분을 상하게 하다
❍❍❍ repertoire (할 수 있는 일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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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글의 요지   씨가 있는 과일과 채소 섭취

 In addition to taking some effort to eat what is in season and what is 

grown locally, pay attention to those fruits that contain growable seeds. 

If you have the choice, avoid fruits that are 'seedless" when you know 

they would naturally have seeds. A seedless fruit or vegetable is not in 

its natural state and has less energy than a natural fruit or vegetable. 

Look for or grow fruits and vegetables that contain seeds. If you buy 

your produce at a natural foods store, ask the produce manager if they 

could please order some seeded fruits and vegetables. Local farmers 

are often a good source for organically grown heirloom produce that 

contains seeds.  * heirloom (집안의) 가보

① 제철에 나는 농산물을 선택해야 한다.
② 씨가 있는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야 한다.
③ 현지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④ 품종 다변화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⑤ 식품 유통기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01 | 정답 | ②01 | 정답 | ②01 | 정답 | ②

 제철인 것과 그 지역에서 재배된 것을 먹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는 것 이외에도, 싹이 틀 수 있는 씨가 있
는 과일에 관심을 가져라. 선택할 수 있다면, 천연적으
로 씨가 있을 것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씨가 없
는’ 과일을 피하라. 씨가 없는 과일이나 채소는 자연 
상태에 있지 않고 자연 상태의 과일이나 채소보다 에너
지를 덜 지니고 있다. 씨가 있는 과일과 채소를 구하거
나 재배하라. 여러분이 자연 식품점에서 농산물을 살 
거라면, 농산물 관리자에게 그들이 씨가 있는 과일과 
채소를 좀 주문할 수 있는지를 물어라. 지역의 농부들
이 흔히 대대로 유기농으로 재배되며 씨가 있는 농산물
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공급처이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in season 제철인
❍❍❍ locally 그 지역에서, 현지에서
❍❍❍ contain 들어 있다
❍❍❍ state 상태
❍❍❍ produce 농산물
❍❍❍ order 주문하다
❍❍❍ organically 유기농으로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씨가 없는 과일이나 채소는 자연 상태에 있지 않고, 자연 
상태의 것보다 에너지를 덜 지니고 있으므로, 씨가 있는 과일
과 채소를 섭취하라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②가 글의 요
지로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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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글의 요지   가족의 음악 활동과 아이의 음악적 발달

 Some studies dealt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environment on the one hand and music abilities, skills, attitudes, 

preferences, and even musical careers and excellence, on the other. 

The results of the studies show that music-related activities of the 

family support the music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many ways. Such 

activities are primarily singing and making music together. Additional 

activities such as attending concerts with the family, talking about 

music, and practicing in the presence of parents may also be useful.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such as the music abilities and 

attitudes of the parents or other family members or the presence of 

musical instruments only seem important if they lead to musical 

activities in which the child is involved.

① 가족 특징에 따라 아이가 선호하는 음악 장르가 달라진다. 
② 가족과의 음악 활동이 다양해질수록 아이의 지능이 높아진다. 
③ 창의적인 아이들은 음악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④ 어릴 때 배운 악기 연주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⑤ 가족과의 음악 관련 활동은 아이의 음악적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 

02 | 정답 | ⑤02 | 정답 | ⑤02 | 정답 | ⑤

 몇몇 연구는 한편에서는 가족 환경과, 다른 한편에서
는 음악적 능력, 기술, 태도, 선호, 그리고 심지어 음
악 경력과 우수성의 관계를 다루었다. 그 연구의 결과
는 가족의 음악 관련 활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들
의 음악적 발전을 뒷받침해 준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런 활동은 주로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음악을 연주하
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 콘서트에 참석하고, 음악에 관
해 이야기하고, 부모가 있는 데서 연습하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활동 역시 유용할 수 있다.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음악적 능력과 태도, 또는 악기가 있는 것과 
같은 가족의 다른 특징들은 그것들이 아이가 참여하는 
음악 활동으로 이어질 경우에만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attitude 태도
❍❍❍ additional 추가의
❍❍❍ in the presence of ~가 있는 데서
❍❍❍ lead to ~로 이어지다
❍❍❍ preference 선호
❍❍❍ attend 참석하다
❍❍❍ characteristic 특징
❍❍❍ primarily 주로
❍❍❍ (musical) instrument 악기
❍❍❍ be involved in ~에 참여하다, ~에 관련되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가족이 아이와 함께 하는 여러 음악 관련 활동이 아이의 
음악적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요지로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



영어카페영어카페영어카페789789789
HTTP://CAFE.NAVER.COM/EC789

변형변형변형   ➪➪➪ 빈칸 - 글순서 - 문장넣기 - 어법 - 어휘 - 연결어구 - 내용(불)일치 - 제목 - 주제 - 요지 - 요약 - 심경 - 지시어 빈칸 - 글순서 - 문장넣기 - 어법 - 어휘 - 연결어구 - 내용(불)일치 - 제목 - 주제 - 요지 - 요약 - 심경 - 지시어 빈칸 - 글순서 - 문장넣기 - 어법 - 어휘 - 연결어구 - 내용(불)일치 - 제목 - 주제 - 요지 - 요약 - 심경 - 지시어 ------------ ------------ ------------SEVEN 8 NINE

HTTP://CAFE.NAVER.COM/EC789- 14 -

03. 글의 요지   암송과 복습을 통한 효율적인 학습

 Suppose you have a chapter of psychology to read. Would it be better 

for you to read the chapter three times or just once? Actually, if you 

read the chapter once, being careful to recite and ask yourself 

questions about each paragraph, you should be able to recall more of 

the material than if you casually read the chapter three times. That is, it 

is more efficient to spend more time reviewing, reciting, and coding the 

information (for entry into long-term memory) than passively rereading 

the material. Recitation during study forces you to select important 

parts of the written material and practice retrieving the information in a 

meaningful form. In other words, you learn appropriate cues, which you 

then store; these cues can be retrieved upon presentation of the proper 

stimulus (for example, a test question).  * retrieve 생각해 내다

① 자기 자신에게 맞는 효과적인 학습이 있다. 
② 혼자 보다는 함께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③ 시험공부를 통해 학습 내용을 확실히 복습할 수 있다. 
④ 암송과 복습이 병행되어야 학습이 더욱 효율적이게 된다. 
⑤ 학습 내용을 많이 읽을수록 나중에 기억하기가 쉬워진다. 

03 | 정답 | ④03 | 정답 | ④03 | 정답 | ④

 심리학 서적의 한 장을 읽는다고 가정하자. 그 장을 
세 번 읽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 단 한 번 읽는 게 
더 좋을까? 사실, 세심하게 암송하고 각 문단에 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한 번만 읽는다 해도, 아무 생
각 없이 세 번 읽는 경우보다 자료의 더 많은 부분을 
기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료를 수동적으로 다
시 읽는 것보다는 (장기 기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보를 복습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부호화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학습하는 동안
의 암송은 여러분이 쓰여진 자료의 중요한 부분을 선별
하고 의미 있는 형태로 그 정보를 생각해 내는 것을 연
습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적절
한 단서를 배우고, 그런 다음 그것을 저장한다. 여러분
은 적절한 자극(예를 들어, 시험 문제)이 주어지자마자 
이런 단서를 생각해 낼 수 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recite 암송하다
❍❍❍ material 자료
❍❍❍ review 복습하다
❍❍❍ meaningful 의미 있는
❍❍❍ store 저장하다
❍❍❍ stimulus 자극
❍❍❍ paragraph 문단
❍❍❍ casually 아무 생각 없이
❍❍❍ code 부호화하다
❍❍❍ appropriate 적절한
❍❍❍ presentation 제시
❍❍❍ recall 기억해 내다
❍❍❍ efficient 효율적인
❍❍❍ entry 들어감[옴], 입장
❍❍❍ cue 단서, 신호
❍❍❍ proper 적절한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책을 읽을 때 한 장을 세 번 읽는 것보다 암송과 복습을 
하면서 한 번 읽는 것이 더 효율적인 학습법이라는 내용의 글
이므로, 이 글의 요지로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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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필자의 주장   연료비 절감과 환경 보호를 위한 자동차 제한 속도 준수

 Regardless of your car's make or model, driving more efficiently is a 

responsible practice all motorists can get behind when we get behind 

the wheel. Let's start with something we should all be doing anyway: 

obeying the speed limit. Not only is it the law and a safety matter, but 

it's an environmental issue. Aggressive driving, sudden braking, and 

rapid acceleration put unnecessary stress on your engine and the 

Earth. According to www.fueleconomy.gov, aggressive driving can cost 

you more money at the pump. Driving just 5 mph over the 60 mph 

speed limit increases your gas cost by 20 cents per gallon. We can 

help decrease our dependence on foreign oil and reduce harmful 

carbon emissions by respecting the laws designed to keep us safe.

* acceleration 가속
①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별 제한 속도를 기존보다 낮춰라. 
② 연료비 절감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제한 속도를 준수하라. 
③ 대기 오염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라. 
④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엔진 기술을 개발하라. 
⑤ 자동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강화하라. 

04 | 정답 | ②04 | 정답 | ②04 | 정답 | ②

 자동차 회사나 연식에 상관없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
전하는 것이 우리가 운전대를 잡을 때 모든 운전자가 
지지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관행이다. 우리 모두가 어
쨌든 하고 있을 어떤 것, 즉 제한 속도 준수로 시작해 
보자. 그것은 법이자 안전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환
경 문제이기도 하다. 난폭 운전, 갑작스러운 제동, 그
리고 급가속은 엔진과 지구에 불필요한 압박을 준다. 
www.fueleconomy.gov에 따르면, 난폭 운전
으로 인해 주유소에서 더 많은 돈이 들 수 있다. 시속
60마일의 제한 속도보다 단 5마일만 빠르게 운전해도
1갤런당 20센트만큼 연료비를 증가시킨다. 우리를 안
전하게 지켜 주도록 만들어진 법을 준수함으로써 우리
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석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해로
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도울 수 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regardless of ~에 상관없이
❍❍❍ motorist (승용차) 운전자
❍❍❍ speed limit 제한 속도
❍❍❍ braking 제동
❍❍❍ mph 시속~마일(mile per hour)
❍❍❍ carbon 탄소
❍❍❍ efficiently 효율적으로
❍❍❍ get behind ~을 지지하다, ~을 후원하다
❍❍❍ environmental 환경의
❍❍❍ unnecessary 불필요한
❍❍❍ dependence on ~에 대한 의존
❍❍❍ emission 배출(물)
❍❍❍ practice 관행, 관습
❍❍❍ obey 준수하다
❍❍❍ aggressive 난폭한, 공격적인
❍❍❍ pump 주유소(=gas station)
❍❍❍ harmful 해로운
❍❍❍ get behind the wheel 운전대를 잡다, 

운전하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자동차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것은 연료비 절감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므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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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필자의 주장   회의에서의 반론 제기

 Every counterargument should be presented as respectfully as 

possible. That is, you must know how to disagree with others politely. If 

you think someone's idea won't work, it does no good to say it's 

"stupid." This type of comment simply insults your colleague. The goal 

of a meeting is not to demonstrate your own intelligence by 

"one-upping" someone else. This just creates hard feelings. The goal of 

each meeting is to create a good working atmosphere among the 

participants. By working together you should be able to increase each 

other's effectiveness. It's almost impossible to work together, however, 

if a meeting is being torn apart by serious disagreements. These must 

be handled very carefully.  * one-up 한발 앞서다

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라. 
② 상대에게 반론의 기회를 보장하라. 
③ 반론을 제기할 때는 예의를 갖춰라. 
④ 반론을 펼 때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라. 
⑤ 서로 맞서는 의견은 대화를 통해 조정하라.

05 | 정답 | ③05 | 정답 | ③05 | 정답 | ③

 모든 반론은 가능한 한 정중하게 제기되어야 한다. 다
시 말해, 예의 바르게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누군가의 발상이 효과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바보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말은 동료에게 모
욕감을 줄 뿐이다. 회의의 목적은 다른 누군가를 ‘한발 
앞섬’으로써 자기 자신의 지적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악감정을 불러일으킬 뿐이
다. 모든 회의의 목적은 참가자들 사이에 좋은 작업 분
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협력함으로써 서로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회의가 심각한 의견 
차이로 분열되고 있다면 협력이 거의 불가능하다. 심각
한 의견 차이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counterargument 반론
❍❍❍ colleague 동료
❍❍❍ atmosphere 분위기, 대기
❍❍❍ tear apart ~을 분열시키다, ~을 갈가리 

찢어버리다
❍❍❍ comment 논평, 언급
❍❍❍ intelligence 지능
❍❍❍ participant 참가자
❍❍❍ insult 모욕하다
❍❍❍ hard feelings 악감정, 적의
❍❍❍ effectiveness 효율성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이 글의 중심 생각은 회의의 목적이 좋은 작업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반론은 예의를 갖추어 제기해
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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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필자의 주장  교정 작업과 내용 수정 작업

 One of the steps you can take to produce error-free writing is to 

distinguish the activity of proofreading from that of editing. Many writers 

regard them as one and the same when they are clearly as different as 

coffee and tea. One way to increase mechanical correctness is to avoid 

editing and proofreading at the same time. There is a tendency to 

become caught up with the content (what you want to say), as opposed 

to how it is physically presented, and so you miss errors. So, either 

proofread or edit first. Don't try to do both. If you decide to proofread 

first, then preview the information to get a feel for the content. This 

approach will help you resist the temptation to become distracted by 

what you've attempted to express along the way.

① 글을 쓴 후 교정 작업과 내용 수정 작업을 동시에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글을 쓸 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반복적인 교정 작업을 해야 한다. 
③ 글을 수정할 때 오류 수정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피해야 한다. 
④ 글의 형식은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 비평은 작가의 의도가 분명히 표현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06 | 정답 | ①06 | 정답 | ①06 | 정답 | ①

 오류 없는 글을 쓰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
나는 교정 작업과 내용 수정 작업을 구분하는 것이다. 
많은 작가들이 그것들(교정 작업과 내용 수정 작업)이 
커피와 차만큼이나 분명하게 다름에도 똑같다고 간주한
다. 기계적인 정확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은 내
용 수정과 교정을 동시에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글
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글의 
내용(말하고자 하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향이 있
는데 그렇기에 우리는 오류를 놓친다. 그러므로 교정을 
먼저 하든지 내용 수정을 먼저 하든지 하라. 둘을 동시
에 하지 않도록 하라. 교정을 먼저 하기로 한다면 내용
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 정보를 미리 봐라. 이 방법을 
쓰면 그 과정에서(글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표현
하고자 했던 것에 의해 주의가 흩어지게 되는 유혹을 
이겨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error-free 오류 없는
❍❍❍ regard 여기다, 간주하다
❍❍❍ physically 물리적으로
❍❍❍ resist (유혹에) 견디다, 버티다
❍❍❍ attempt 시도하다
❍❍❍ proofread 교정을 보다
❍❍❍ mechanical 기계적인
❍❍❍ present 제시하다
❍❍❍ temptation 유혹, 시험
❍❍❍ along the way 그러는 과정에서, 그동안 쭉
❍❍❍ edit 수정하다, 편집하다
❍❍❍ as opposed to ~이 아니라
❍❍❍ preview 미리 보다
❍❍❍ distract (주의를) 흩어지게 하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글쓰기에서 기계적인 오류를 수정하는 교정 작업과 내용
을 수정하는 작업을 동시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내용의 글
이므로 ①이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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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제목 추론

Gateway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raditional consumption was not particularly thrifty. The concept of 

thrift emerged out of a more affluent money culture. In traditional 

societies where resources continued to be scarce, consumption was 

more seasonally and communally orientated. In years of bountiful crops 

people ate heartily, and in lean years they starved. People were not 

particularly motivated to produce more goods for stockpiling, as there 

was little incentive to do so where there was little security from raids. 

When times were good, celebrations of gluttony were held in the winter 

season when stocks could not be refilled. These rituals were more 

important than the potential hardships such celebrations might later 

bring, as they served to bind people together and distribute resources. 

Holiday rituals were typically structured around cultural practices such 

as song, dance, theater, and feasting, and too a great deal of time 

away from work.

① What Motivated Traditional Consumption?
② Communal Production of Winter Foods
③ Refilling Stocks: A Survival Necessity
④ How to Survive after a Bad Harvest
⑤ What Constitutes Holiday Rituals?

04 제목 추론04 제목 추론04 제목 추론

Gateway | 정답 | ①Gateway | 정답 | ①Gateway | 정답 | ①

 전통적인 음식 섭취는 특별히 검소하지 않았다. 검소
의 개념은 더 풍요로운 화폐 문화에서 생겨났다. 자원
이 계속 부족했던 전통 사회에서 음식 섭취는 좀 더 계
절이나 공동체 위주로 이루어졌다. 풍작인 해에는 맘껏 
먹었고 수확이 적은 해에는 굶주렸다. 특별히 비축을 
위해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려 하지 않았는데, 이는 습
격으로부터 거의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그렇게 할 동기
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시절이 좋을 때는 (식량) 재
고가 다시 채워질 수 없는 겨울에 풍족하게 먹는 것에 
대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러한 의식은 사람들을 결속
시키고 자원을 분배하는 역할을 했으므로 그러한 기념
행사가 후에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어려움보다 더 
중요했다. 축제일 행사는 보통 노래, 춤, 연극, 만찬과 
같은 문화적 관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일을 하지 않
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consumption 음식 섭취, 소비
❍❍❍ thrifty 검소한
❍❍❍ emerge 생겨나다
❍❍❍ scarce 부족한
❍❍❍ communally 공동으로
❍❍❍ bountiful 풍부한, 많은
❍❍❍ heartily 맘껏, 실컷
❍❍❍ lean 수확이 적은
❍❍❍ starve 굶주리다, 굶어 죽다
❍❍❍ stockpile 비축하다
❍❍❍ incentive 이유, 동기
❍❍❍ raid 습격, 급습
❍❍❍ ritual 의식, 절차
❍❍❍ bind 결속시키다
❍❍❍ feast 맘껏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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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목   날씨 변화와 통증의 상관관계

 Researchers Donald Redelmeier, a medical doctor, and Amos Tversky, 

a cognitive psychologist, tracked eighteen arthritis patients over fifteen 

months, asking them to rate their pain level twice each month. Then 

they matched these data up with local weather reports from the same 

time period. All but one of the patients believed that weather changes 

had affected their pain levels. But when Redelmeier and Tversky 

mapped the reports of pain onto the weather the same day, or the day 

before, or two days before, there was no association at all. Despite the 

strong beliefs of the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their experiment, 

changes in the weather were entirely unrelated to reports of pain.

① Expectations Result in Positive Results
② Move to Warmer Places to Reduce Pain
③ Natural Remedies That Work for Arthritis
④ Why Is the Accuracy of Statistics Important?
⑤ Does Weather Actually Make Arthritis Pain Worse?

01 | 정답 | ⑤01 | 정답 | ⑤01 | 정답 | ⑤

 의사 Donald Redelmeier와 인지심리학자 
Amos Tversky 등의 연구자들은 15개월 동안 
18명의 관절염 환자들을 추적하면서 그들에게 매달 두 
번씩 그들이 느끼는 통증 수위를 평가해 달라고 부탁했
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 데이터와 같은 기간의 그 지
역의 일기예보를 맞춰보았다. 그 환자 중 한 명을 제외
한 전부가 날씨 변화가 그들의 통증 수위에 영향을 끼
쳤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Redelmeier와 
Tversky가 통증에 관한 기록을 (통증을 느낀 날과) 
같은 날, 혹은 그 전날, 혹은 그 이틀 전의 날씨로 대
응시켰을 때, (둘 사이에는) 전혀 연관이 없었다. 실험
에 참여한 실험 대상자들의 강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날씨의 변화는 통증에 관한 기록과 전혀 관련이 없었
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cognitive 인지의
❍❍❍ match up ~ with …: ~을 …와 맞추다
❍❍❍ map ~ onto … ~을 …에 대응시키다
❍❍❍ Subject 실험 대상자
❍❍❍ rate 평가하다
❍❍❍ affect 영향을 끼치다
❍❍❍ association 연관
❍❍❍ unrelated to ~와 관련이 없는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날씨 변화가 자신들의 통증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많은 관
절염 환자들의 믿음과는 달리, 실제로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은 
날씨 변화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연구원들이 밝혀냈다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으로는 ⑤‘날씨는 실
제로 관절염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드는가?’가 가장 적절하다. 
① 기대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② 통증을 줄이기 위
해서 더 따뜻한 장소로 이주하라 ③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자연 요법 ④ 왜 통계의 정확성이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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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글의 제목   읽기에서 감각 자극의 필요성

 Imagine you are eating an apple. As you bite into its skin, it is crisp 

and snaps as your teeth crunch into its skin. At first, the apple makes 

you salivate with its tart taste, but soon you begin to savor its rich, full, 

sweet flavor. You can smell its orchard freshness as you continue to 

munch on this delicious fruit. Notice what we have just done? We 

experienced tastes, smells, and the feeling of eating the fruit. Your 

brain experienced no difficulty in experiencing the eating of this fruit 

while reading. Why aren't you doing this while reading other material as 

well? Doesn't it make sense, that the more senses you use while 

reading, the more brain you would stimulate? Doesn't it make sense 

that the more brain you stimulate the easier it will be to retain and 

recall that information later? This is precisely what does happen.

① Read Books Daily Just as You Eat Meals Daily
② It's Quality That Counts in Reading, Not Quantity
③ Incorporate More Fresh Fruits into Your Healthy Diet
④ Vitamins in Fruits Help to Improve Your Brain Health
⑤ Activate More Senses While Reading for Better Memory

02 | 정답 | ⑤02 | 정답 | ⑤02 | 정답 | ⑤

 여러분이 사과를 먹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 껍질을 
베어 물 때, 그것은 아삭거리다가 이가 그 껍질 속으로 
서걱거리며 들어가면서 톡 끊어진다. 처음에는 사과의 
시큼한 맛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침을 흘리게 하지만, 
여러분은 곧 그것의 풍부하고 풍성하며 달콤한 맛을 음
미하기 시작한다. 계속해서 이 맛있는 과일을 아삭아삭 
씹을 때 여러분은 과수원의 신선한 향기를 맡을 수 있
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알아차리는가? 우리는 맛, 
향기, 그리고 과일을 먹는 기분을 경험했다. 읽는 동안
에 여러분의 뇌는 이 과일을 먹는 것을 경험하는 데 어
떤 어려움도 겪지 않았다. 왜 다른 자료를 읽는 동안에
도 역시 이것을 안 하고 있는가? 읽는 동안 여러분이 
더 많은 감각을 사용할수록 여러분이 더 많은 뇌를 자
극할 것이라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가? 여러분이 더 
많은 뇌를 자극할수록 그 정보를 잊지 않고 있다가 나
중에 다시 생각해 내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는 것이 이
치에 맞지 않는가? 이것은 정말이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snap 톡 하면서 끊어지다, 찰칵(딱)하고 소리 나다
❍❍❍ tart 시큼한
❍❍❍ munch on ~을 아삭아삭[우적우적] 씹다
❍❍❍ retain 잊지 않고 있다, 보유하다
❍❍❍ crunch 어쩍[우두둑] 깨물다
❍❍❍ Ill savor 음미하다, 맛보다
❍❍❍ stimulate 자극하다, 활발하게 하다
❍❍❍ recall 생각해 내다, 상기하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독서를 할 때 더 많은 감각을 사용하면 더 많은 뇌를 자
극하게 되어, 결국 정보를 잊지 않고 나중에 생각해 내는 것
이 더 쉽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더 나은 기억력을 위해 독서할 때 더 많은 감각을 
활성화하라’이다.
① 매일 식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 책을 읽으라
② 독서에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③ 건강에 좋은 식단에 신선한 과일을 더 많이 포함시키라
④ 과일에 함유된 비타민이 뇌 건강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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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글의 제목  인간을 보호하는 식물

 If you are in a building, imagine what would happen if all the wood  — 

wood comes from plants — suddenly disappeared. Many buildings 

would either collapse or vanish except for the nails. Sitting in a 

concrete building? Wood forms were used to hold the concrete as it 

hardened. There is a good chance your chair and table would vanish if 

wood suddenly ceased to exist. Now think of your clothing. Without 

plants, your cotton shirts, pants, dresses, coats, socks, sneakers, and 

underwear would all vanish and most of us would be naked without 

plant products. To get a feeling for how much we rely on plants to 

protect ourselves from the environment, imagine yourself somewhere 

with no plants — the Sahara Desert, for example, or the North Pole — 

and imagine you are naked. 

① Plants Are Essential for Our Survival
② Wood: The Best Building Material
③ Use of Plants for Clothing
④ Where Trees Cannot Live
⑤ Grow Plants Indoors

03 | 정답 | ①03 | 정답 | ①03 | 정답 | ①

 여러분이 건물 안에 있다면, 식물로부터 얻는 모든 목
재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해 보
라.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거나 못을 제외하고 사라져 
버릴 것이다. 콘크리트 건물 안에 앉아 있는가? 목재 
틀이 콘크리트가 굳을 때 그것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
되었다. 목재가 갑자기 존재하기를 멈춘다면 여러분의 
의자와 탁자가 사라져 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제 여러
분의 옷을 생각해 보라. 식물이 없으면, 여러분의 면 
셔츠, 바지, 드레스, 코트, 양말, 운동화 그리고 내의는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고, 우리들 대부분은 식물 제품
이 없으면 벌거벗게 될 것이다.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식물에 의존하는지에 대
한 감을 얻기 위해 여러분 자신이 식물이 없는 어딘가
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 사하라사막이나 북극에 있는 
것을 상상해 보라. 그리고 여러분이 벌거벗은 것을 상
상해 보라.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collapse 무너지다
❍❍❍ cease 중단하다
❍❍❍ the North Pole 북극
❍❍❍ vanish 사라지다
❍❍❍ cotton 면, 면화
❍❍❍ harden 굳다
❍❍❍ naked 벌거벗은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식물이 없다면 건물이나 가구, 옷과 같은 것들이 사라지
게 되어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설명
하는 내용이므로, ①‘식물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이다’가 글
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② 목재: 최고의 건축 자재 ③ 
의복을 만들기 위한 식물의 사용 ④ 나무가 살 수 없는 곳 
⑤ 실내에서 식물을 길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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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글의 제목   성공의 열쇠

 If we believe that good will come to us and that we are worthy of this 

goodness, then the outcome of the situation will likely be good. The key 

to our own success, regardless of the outcome, is simply the attitude 

we have when we enter the situation. Take, for example, and even 

more serious physical situation like medical surgery. If you are 

convinced that you might experience death during the procedure, then 

this possibly could be your outcome. On the other hand, if you are 

convinced that you are going to fight your way through the surgery and 

put all your efforts into a full recovery, then this will likely be your 

outcome.

① Efforts Finally Pay Off
② Don't Put Things Before People
③ Focus on Process Rather Than Outcome
④ Success Depends on Our Own Belief in It
⑤ Quality of Life Varies Among Individuals

04 | 정답 | ④04 | 정답 | ④04 | 정답 | ④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좋
은 것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 상황의 결과
가 아마도 좋을 것이다. 우리 자신의 성공으로 가는 열
쇠는 참으로, 결과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 상황에 처
할 때 가지는 태도이다. 한 예로, 수술과 같은 훨씬 더 
심각한 신체적 상황을 들어 보자. 수술을 하는 동안 죽
음을 경험할지도 모른다고 확신하면, 이것이 아마도 여
러분의 결과가 될 것이다. 반대로, 수술과 싸우며 헤쳐 
나가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면, 이것이 아마도 여러분의 결과가 될 것이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outcome 결과 
❍❍❍ attitude 태도
❍❍❍ convinced 확신하는 
❍❍❍ procedure 수술, 절차
❍❍❍ medical surgery 수술
❍❍❍ recovery 회복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어떤 상황에 처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
고 또 그렇게 믿으면 결과가 좋아진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제
목으로는 ④‘성공은 그에 대한 우리 자신의 믿음에 달려 있
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는다 ② 사
람보다 사물을 우선시하지 마라 ③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
라 ⑤ 삶의 질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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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5 어조·분위기·심경 파악

Gateway 심경 변화

 Stepping up to the microphone, Gabby could feel the sweat starting to 

run down her face and neck. She tried to take a deep breath, but 

couldn't. As her name was called, Gabby became more afraid of 

speaking before a large audience. Then, she suddenly remembered the 

words of a woman who had gradually overcome the same fear: "Fear, 

rapid heartbeat, quick breathing, and sweating are simply the body's 

declaration that we are ready to fight." Recalling this, Gabby calmed 

down and remembered clearly what she had to say. Assured, Gabby 

smiled and started to deliver her speech. The words flowed out like 

water, and her beating heart gave her more and more mental strength. 

The performance was successful. She had overcome her fear.

① hopeful → scared
② indifferent → refreshed
③ jealous → delighted
④ anxious → confused
⑤ worried → confident

05 어조·분위기·심경 파악05 어조·분위기·심경 파악05 어조·분위기·심경 파악

Gateway | 정답 | ⑤Gateway | 정답 | ⑤Gateway | 정답 | ⑤

 마이크로 다가가면서, Gabby는 땀이 자신의 얼굴
과 목에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
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자신이 호명되자, Gabby는 많은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한다는 것이 더 두려워졌다. 그때 그녀
는 똑같은 두려움을 서서히 극복해 낸 어떤 여자가 “두
려움, 빠른 심장 박동, 가쁜 호흡, 그리고 땀이 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신체
가 선언하는 것입니다.”라고 한 말이 갑자기 생각났다. 
이것을 상기하면서, Gabby는 마음을 가라앉혔고 자
신이 해야 할 말을 또렷하게 생각해 냈다. 자신감이 생
긴 Gabby는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말은 물처럼 흘러나왔고, 그녀의 고동치는 심장으로 인
해 그녀는 정신력이 더욱더 강해졌다. 그 연설은 성공
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해 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sweat 땀; 땀을 흘리다
❍❍❍ take a deep breath 심호흡을 하다
❍❍❍ audience 청중, 관중
❍❍❍ gradually 서서히, 점차
❍❍❍ overcome 극복하다
❍❍❍ declaration 선언
❍❍❍ assured 자신 있는, 확신이 있는
❍❍❍ strength 힘
❍❍❍ heartbeat 심장 박동
❍❍❍ recall 상기하다
❍❍❍ deliver a speech 연설을 하다
❍❍❍ performance (무대 위에서 보여 주는) 연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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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위기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

  The morning tide was low, exposing rough rocks and more beach 

area than usual. It's incredible the way the beach changes from high to 

low tide. Hie tide eliminates more of the sandy beach and low tide 

exposes more beach. The sky was washed with yellows and oranges 

as the sun slipped over the horizon; from my vantage point the sun 

could be seen making its first appearance of the day. As it kissed the 

horizon goodbye, the sun began its ascent into the inviting island sky; a 

clear, cloudless sky, as blue as the most perfect summer skies. The 

sun was being lifted into the sky by an invisible pulley system; the 

works and beauty of nature are surely unmatched and amazing!

*vantage point (무엇인가 지켜보기에) 좋은 위치 ** pulley 도르래

① lonely and deserted
② tense and frightening
③ humorous and exciting
④ boring and monotonous
⑤ wonderful and spectacular

01 | 정답 | ⑤01 | 정답 | ⑤01 | 정답 | ⑤

 아침의 조수는 간조였고 울퉁불퉁한 바위와 평소보다 
더 많은 해변을 드러내고 있었다. 해변이 만조에서 간
조로 바뀌는 방식은 놀랍다. 만조는 모래 해변을 더 많
이 없애 버리고 간조는 해변을 더 많이 드러낸다. 태양
이 수평선 위로 미끄러지듯 떠오르면서 하늘이 노란색
과 오렌지색으로 물들었는데, 내가 자리 잡은 좋은 위
치에서 태양이 그날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태양이 수평선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했을 
때 그 태양은 올라와 보라고 유혹하는, 섬의 하늘로 올
라가기 시작했는데, 가장 완벽한 여름 하늘만큼 푸른, 
맑게 개고, 구름 없는 하늘이었다. 보이지 않는 도르래
장치에 의해 태양은 하늘로 들어 올려지고 있었는데, 
자연의 작품과 아름다움은 확실히 비길 데가 없고 경이
롭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tide 조수, 조류
❍❍❍ horizon 수평선, 지평선
❍❍❍ lift 들어 올리다
❍❍❍ expose 드러내다, 노출하다
❍❍❍ ascent 오름, 상승
❍❍❍ unmatched 비길 데 없는
❍❍❍ eliminate 없애다, 제거하다
❍❍❍ inviting (~해 보라고) 유혹하는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바다의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의 놀랍고 아름다운 광
경을 묘사하는 글이므로, 이 글의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놀랍고 장관인’이다. ① 쓸쓸하고 황폐한 ② 긴장되고 
무서운 ③ 유머러스하고 활기찬 ④ 지루하고 단조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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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글의 상황에 나타난 분위기   철조망 담을 넘는 탈출

 My breath grew heavy as I focused on what was ahead. Feeling my 

hands getting sweaty, I waited until the floodlight had hit the edge of 

the forest and then started running. Stumbling several times, I made 

it to the gap between the barbed-wire fence, but my pants got 

caught in it. Releasing them quickly, I looked around and saw the 

cigarette light of the soldier about fifty feet from me; I prayed that he 

did not see or hear me. I hit the ground, got as close as possible to 

the barbed wire, and then waited. The light passed over me, and it 

stayed quiet. After it came around again, I got up, made it behind 

the barbed wire, and started running. Suddenly the dog started 

barking.

① boring and lonely
② noisy and pleasant
③ calm and peaceful
④ tense and frightening
⑤ promising and hopeful

02 | 정답 | ④02 | 정답 | ④02 | 정답 | ④

 내가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나의 숨은 거
칠어졌다.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투광조
명등이 숲의 어귀를 비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달리기 시
작했다. 나는 여러 번 비틀거리면서 철조망 담 사이의 
갈라진 틈에 다다랐지만, 내 바지가 그것에 걸려 버렸
다. 나는 재빨리 바지를 (가시철사로부터) 풀면서 주변
을 둘러보았고 나로부터 50피트 정도 떨어진 곳에서 
병사의 담뱃불을 보았다. 나는 그가 나를 보거나 내 소
리를 듣지 않기를 기도했다. 나는 바닥에 엎드려 철조
망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기다렸다. 불빛이 내 위
를 지나갔고 사방이 고요했다. 불빛이 다시 원래의 자
리로 돌아가자 나는 일어나서 철조망을 뒤로하고 달리
기 시작했다. 갑자기 개가 짖기 시작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sweaty 땀이 나는, 땀에 젖은
❍❍❍ stumble 넘어지다, 비틀거리다
❍❍❍ hit the ground 바닥에 엎드리다
❍❍❍ floodlight 투광조명등
❍❍❍ make it 도달하다, (바라던 일을) 해내다
❍❍❍ come around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다
❍❍❍ edge 어귀, 가장자리
❍❍❍ release 풀어 주다, 놓아주다
❍❍❍ bark (개 등이) 짖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투광조명등과 보초병을 피해 철조망 담을 탈출하는 과정
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이 글의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긴장되고 무서운’이다. ① 지루하고 외로운 ② 소란스럽
고 유쾌한 ③ 고요하고 평화로운 ⑤ 기대되고 희망찬



영어카페영어카페영어카페789789789
HTTP://CAFE.NAVER.COM/EC789

변형변형변형   ➪➪➪ 빈칸 - 글순서 - 문장넣기 - 어법 - 어휘 - 연결어구 - 내용(불)일치 - 제목 - 주제 - 요지 - 요약 - 심경 - 지시어 빈칸 - 글순서 - 문장넣기 - 어법 - 어휘 - 연결어구 - 내용(불)일치 - 제목 - 주제 - 요지 - 요약 - 심경 - 지시어 빈칸 - 글순서 - 문장넣기 - 어법 - 어휘 - 연결어구 - 내용(불)일치 - 제목 - 주제 - 요지 - 요약 - 심경 - 지시어 ------------ ------------ ------------SEVEN 8 NINE

HTTP://CAFE.NAVER.COM/EC789- 26 -

03. Teck Meng의 심경   모임 약속에 늦은 상황

 Teck Meng knew that he was going to be late for his meeting. He 

was driving his car in heavy traffic through busy Orchard Road. As 

he drove toward a traffic light, he was hoping that the lights would 

remain green to allow him through. But then, just as he was about to 

pass, the lights turned yellow and red in quick succession. He had to 

brake hard to avoid being caught by the red light cameras. "Great!" 

he muttered under his breath. He began to sweat, waiting for the 

light to change. Soon, he was off again. Suddenly, another car cut 

into his lane without warning, slowing him down. That was the last 

straw for Teck Meng. He shouted at the other driver. He lost his 

temper and sped down the road, leaning on his horn.

① sad and regretful      ② impatient and angry
③ bored and  indifferent ④ surprised and pleased
⑤ hopeful and anticipating 

03 | 정답 | ②03 | 정답 | ②03 | 정답 | ②

 Teck Meng은 자신이 모임에 늦게 될 거라는 것
을 알고 있었다. 그는 차량 정체 속에서 자신의 자동차
를 운전해서 붐비는 Orchard Road를 통과하고 
있었다. 한 교통 신호등을 향해 다가갈 때 그는 자신이 
지나갈 수 있도록 신호등이 초록색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막 그가 지나가려고 했을 때, 
신호등은 잇달아 빠르게 황색으로 그리고 적색으로 바
뀌었다. 그는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려
고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야 만했다. 잘했어!” 그는 낮
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
리면서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내 그는 다시 출발했
다. 갑자기, 다른 자동차가 그의 차선으로 예고도 없이 
끼어들어 그의 속도를 늦췄다. 그것이 Teck Meng
에게는 더는 견딜 수 없는 한계였다. 그는 그 다른 운
전자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는 화를 내고 경적을 울려
대며 도로를 따라 과속으로 달려갔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heavy traffic 차량 정체
❍❍❍ under one's breath 낮은 목소리로
❍❍❍ lean on (몸을 숙여) ~에 체중을 싣다
❍❍❍ in succession 잇달아
❍❍❍ the last straw 더는 견딜 수 없는 한계
❍❍❍ mutter 중얼거리다
❍❍❍ lose one's temper 화를 내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모임에 늦은 Teck Meng이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
해 모임 장소로 가면서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는 글이다. 
Teck Meng은 차량 정체를 겪고 신호등에 걸리면서 땀
을 흘릴 정도로 조급함을 느낀다. 다시 출발은 했지만, 갑자기 
끼어든 다른 자동차로 인해 화가 난 Teck Meng은 경적
을 울려대며 도로를 질주하게 된다. 이런 상황 묘사를 통해 
알 수 있는 Teck Meng의 심경은 ②‘조급하고 화가 
난’이다.
① 슬프고 후회하는
③ 지루하고 무관심한
④ 놀라고 기쁜
⑤ 희망에 차 있고 기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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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필자의 심경  승무원의 도움으로 기차 안에서 하룻밤을 보낸 사연

 I was travelling with my mother and two small children from 

Brussels, through London, and back to Australia. Rough seas had 

delayed the channel crossing, so we reached Charing Cross after 

midnight. There were no taxis, and the Charing Cross Hotel took one 

look at my untidy state and suddenly had no rooms. As I was 

wondering what to do, a railway attendant drew me aside and told 

me we could sleep on a train that was due to leave the next morning 

— he would slip us in there. We got quietly on board, and this 

wonderful man brought us tea to warm us up. In the morning he 

woke us with another cup of tea. My "babies" are in their thirties 

now, but I have never forgotten that man who broke the rules to 

rescue some exhausted travellers.

① relaxed and tense ② ashamed and jealous 
③ worried and relaxed ④ frustrated and grateful 
⑤ excited and disappointed 

04 | 정답 | ④04 | 정답 | ④04 | 정답 | ④

 나는 내 어머니와 어린 두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브뤼셀에서 런던을 거쳐 호주로 돌아가고 있었다. 거친 
바다 때문에 해협을 건너는 일이 지연되었고, 그래서 
자정이 넘어서야 Charing Cross에 도착했다. 택
시가 한 대도 없었고, Charing Cross 호텔(직
원)은 너저분한 내 상태를 한 번 보고서는 갑자기 방이 
없다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심하고 있는 동안, 
철도 승무원 한 분이 나를 가까이 부르더니 다음날 아
침에 출발 예정인 기차에서 잠을 잘 수 있다고, 즉 그
가 거기에 우리를 슬며시 넣어 줄 것이라고 내게 말했
다. 우리는 조용히 기차에 탑승했고, 이 멋진 사람은 
우리 몸을 녹여 줄 차를 가져다주었다. 아침에 그는 또 
차 한 잔으로 우리를 깨웠다. 내 ‘아이들’이 지금은 
30대이지만, 기진맥진한 몇몇 여행객을 구해 주기 위
해 규칙을 어겼던 그 사람을 나는 결코 잊은 적이 없
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delay 지연시키다
❍❍❍ untidy 너저분한, 단정치 못한
❍❍❍ due 예정인
❍❍❍ exhausted 기진맥진한
❍❍❍ channel 해협
❍❍❍ attendant 승무원
❍❍❍ slip 슬며시 놓다[넣다]
❍❍❍ midnight 자정
❍❍❍ draw aside ~을 가까이 부르다
❍❍❍ rescue 구하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자정이 넘어 런던의 Charing Cross에 도착한 필
자 일행은 택시도 없고 호텔 방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가, 
철도 승무원의 도움으로 기차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는 내용이므로, 필자가 느꼈을 심경 변화로는 ④‘좌절감을 느
끼는 → 감사하는’이 가장 적절하다.
① 편안한 → 긴장한
② 부끄러운 → 질투하는
③ 걱정하는 → 후회하는
⑤ 신이 난 → 실망한



영어카페영어카페영어카페789789789
HTTP://CAFE.NAVER.COM/EC789

변형변형변형   ➪➪➪ 빈칸 - 글순서 - 문장넣기 - 어법 - 어휘 - 연결어구 - 내용(불)일치 - 제목 - 주제 - 요지 - 요약 - 심경 - 지시어 빈칸 - 글순서 - 문장넣기 - 어법 - 어휘 - 연결어구 - 내용(불)일치 - 제목 - 주제 - 요지 - 요약 - 심경 - 지시어 빈칸 - 글순서 - 문장넣기 - 어법 - 어휘 - 연결어구 - 내용(불)일치 - 제목 - 주제 - 요지 - 요약 - 심경 - 지시어 ------------ ------------ ------------SEVEN 8 NINE

HTTP://CAFE.NAVER.COM/EC789- 28 -

Chapter 06 문맥 속 어휘 추론

Gateway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Over the course of the past forty years, no country on earth has cut its 

alcohol consumption more than France. While consumption of beer and 

spirits has stayed basically steady in France, the per capita 

consumption of alcohol from wine ①fell from 20 liters in 1962 to about 

8 in 2001. One reason for the dwindling wine consumption is the ②

acceleration of the French meal. In 1978, the average French meal 

lasted 82 minutes. ③Plenty of time for half a bottle, if not a whole 

bottle. Today, the average French meal has been slashed down to 38 

minutes. Wine is a ④ victim of the disappearance of the leisurely meal. 

It is not the target of the change, but the decline in wine consumption is 

a ⑤ cause of the emergence of the faster, more modern, on-the-go 

lifestyle. * spirits 독한 술

06 문맥 속 어휘 추론

Gateway | 정답 | ⑤

지난 40년 동안, 지구상에 프랑스보다 알코올 소비량
을 더 많이 줄인 나라는 없었다. 프랑스에서 맥주와 독
한 술의 소비가 기본적으로 꾸준하기는 했지만, 1인당 
포도주에 의한 알코올 소비는 1962년 20리터에서 
2001년 약 8리터로 떨어졌다. 줄어드는 포도주 소비
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프랑스인의 식사 속도가 빨라
진 것이다. 1978년에, 프랑스인의 평균 식사 시간은 
82분간 지속되었다. 한 병까지는 아니지만, 반 병 정
도를 마시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오늘날, 프랑스인
의 평균 식사 시간은 38분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포도
주는 여유 있는 식사가 사라진 것의 희생양이다. 그것
이 변화의 목표는 아니지만, 포도주 소비의 감소는 더 
빠르고 더 현대적이고, 끊임없이 일하는 생활 방식의 
출현의 원인(→ 부산물)이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consumption 소비(량)
❍❍❍ acceleration 속도가 빨라짐, 가속
❍❍❍ emergence 출현
❍❍❍ per capita 1인당
❍❍❍ dwindling 줄어드는
❍❍❍ slash 대폭 줄이다(낮추다)
❍❍❍ leisurely 여유 있는, 느긋한
❍❍❍ on-the-go 끊임없이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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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맥에 맞는 낱말   변화가 야기하는 갈등

 Changing your life involves readjusting your values and priorities. 

Be aware that your desire to change may (A) [create / resolve] 

conflict with other family members. They may not have any desire to 

change. And if you change, you may throw off the established 

balance of your family life. Any changes you make will have a direct 

impact on other people. Are you prepared for this to happen? Can 

you handle any resistance you might experience? Even (B) [negative 

/ positive] changes you make could be met with resistance because 

what you're doing creates discomfort in others. And this includes 

your closest friends. "You're not the same person you used to be" 

could be a common (C) [complaint / compliment]. Others may like 

what you do, but feel angry at the fact that you're able to do it and 

they are not. 

① create … positive … complaint 
② create … negative … compliment
③ create … positive … compliment 
④ resolve … negative … complaint 
⑤ resolve … positive … compliment 

01 | 정답 | ①01 | 정답 | ①01 | 정답 | 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변하고자 하는 바람이 
다른 가족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유념하라. 그
들에게는 변하고자 하는 어떤 바람도 없을 수 있다. 그
리고 ‘여러분’이 변한다면 가정생활의 확립된 균형을 내
던져 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이 만드는 어떤 변화도 다
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겪게 될 수 
있는 그 어떤 저항도 다룰 수 있는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
에 여러분이 만드는 긍정적인 변화조차도 저항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친한 친구들도 포함한다. 
“너는 예전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라는 말은 흔하게 
듣는 불평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것
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할 수 있고 
그들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날 수도 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involve 필요로 하다, 포함하다
❍❍❍ throw off ~을 내던져 버리다
❍❍❍ handle 다루다, 처리하다
❍❍❍ priority 우선순위
❍❍❍ established 확립된, 정착된
❍❍❍ resistance 저항
❍❍❍ aware 의식한, 아는
❍❍❍ impact 영향; 영향을 주다
❍❍❍ common 흔한, 일반적인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A) 여러분이 변하고자 할 때 다른 가족들은 변하고자 
하는 바람이 전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일으키다, 야기하다’라는 의미의 create가 적절하
다. resolve는‘해결하다’라는 의미이다.
❍❍❍ (B)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면 긍정적인 변화조차도 저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이라는 의미의 positive가 적절하다. 
negative는 ‘부정적인’이라는 의미이다.
❍❍❍ (C) 친한 친구조차도 여러분의 변화에 대해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불평’이라는 의미의 complaint가 적절하다. 
compliment는 ‘칭찬’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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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문맥에 맞는 낱말   농업과 식품 체계에 대한 관심의 변화

 Gradually the developed world is becoming more concerned with 

the agriculture and food system, the environment, and personal 

health.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the number of small-scale 

farmers and farmers' markets has been (A) [decreasing / increasing]. 

Their success comes as a result of people supporting a local food 

system and wanting to buy food that has not traveled too far from 

field to plate. Community projects are (B) [strengthening / weakening] 

ties between food consumers and food producers. In fact the 

International Slow Food Movement, established in 1986 in Italy, now 

has tens of thousands of members who want to help preserve (C) 

[modern / traditional] ways of farming and promote native seed 

varieties. These shifting interests in food and food production help 

smaller farmers hold on to their land and their way of life.

① increasing … weakening … modern 
② increasing … strengthening … traditional 
③ increasing … weakening … traditional 
④ decreasing … strengthening … modern 
⑤ decreasing … weakening … modern 

02 | 정답 | ②02 | 정답 | ②02 | 정답 | ②

 선진국은 점차 농업과 식품 체계, 환경, 개인 건강에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영세 농민
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그들의 성공은 사람들이 지역 식품 체계를 옹호하
여 들판에서부터 (식탁의) 접시에 이르기까지 (유통)경
로가 너무 길지 않은 식품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것으
로부터 비롯된다. 지역 사회 사업은 식품 소비자와 식
품 생산자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사실 1986
년 이탈리아에서 설립된 국제 슬로푸드 운동은 이제 전
통적 방식의 농업을 지키고 토종 종자의 품종을 장려하
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수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
고 있다. 식품과 식품 생산에서 이처럼 바뀌는 관심사
는 더 영세한 농민이 자신들의 땅과 생활 방식을 고수
하는 데 도움이 된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gradually 점차, 서서히
❍❍❍ environment 환경
❍❍❍ consumer 소비자
❍❍❍ promote 장려하다, 촉진하다
❍❍❍ hold on to ~을 고수하다, ~을 계속 보유하다
❍❍❍ be concerned with ~에 관심이 있다
❍❍❍ support 옹호하다, 지원하다
❍❍❍ establish 설립하다
❍❍❍ shift 바뀌다, 옮기다
❍❍❍ agriculture 농업
❍❍❍ community 지역 사회, 주민
❍❍❍ preserve 지키다, 보호하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A) 바로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영세 농민과 농산물 직
거래 장터가 성공하고 있는 원인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근
거로 영세 농민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
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이라는 의미의 
increasing이 적절하다. decreasing은 ‘감소하는’
이라는 뜻이다. (B) 바로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성공한 국제 
슬로푸드 운동을 예로 보여 주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역 사
회 사업이 식품 소비자와 식품 생산자 사이에 유대를 강화하
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강화하는’이라는 의미
의 strengthening이 적절하다. weakening은 ‘약
화시키는’이라는 뜻이다. (C) 글의 앞부분에서 사람들이 지
역 식품 체계를 옹호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근거로 그들이 
전통적 방식의 농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
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이라는 의미의 
traditional이 적절하다. modern은 ‘현대적인’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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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문맥상 어색한 것  음악의 시각적 요소와의 연관성

 Some have argued that the experience of music is degraded by the ① 

visual element of music video. Related to this criticism is the idea that 

the interpretative liberty of the listener is ② restricted, in that the 

meaning of the song has been predefined through the use of visuals. 

The main problem with these approaches is that the visual elements of 

music video are ③ privileged over the aural. Prior to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advances, music was visual in the sense that the 

live performance was the ④ secondary experiential form for popular 

music. Even with the invention of records, tapes, personal stereos and 

compact discs, music has always retained ⑤ links with visual imagery 

through fashion, art and photography (album cover art) and, of course, 

the spectacle of the live performance.

03 | 정답 | ④03 | 정답 | ④03 | 정답 | ④

 어떤 사람들은 음악의 경험이 뮤직 비디오의 시각적 
요소에 의해 질적으로 저하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비판과 관련된 생각은 노래의 의미가 시각물의 사용으
로 미리 정해진다는 점에서 청취자의 해석상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의 주된 문제점은 뮤
직 비디오의 시각적 요소가 청각적 요소보다 우선시 된
다는 것이다. 기술의 개발과 발전이 있기 이전에도 라
이브 공연이 대중음악의 부수적인(→ 주된) 경험 형태
였다는 점에서 음악은 시각적인 것이었다. 레코드, (녹
음) 테이프, 개인 스테레오, 그리고 CD가 발명되었어
도 음악은 패션, 미술과 사진(앨범 표지 미술), 그리고 
물론 라이브 공연의 볼거리를 통해서 항상 시각적 이미
지와의 관련성을 유지해 왔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degrade (질적으로) 저하시키다
❍❍❍ liberty 자유
❍❍❍ privileged 특권이 있는
❍❍❍ performance 공연, 연주회
❍❍❍ retain 유지하다
❍❍❍ spectacle 구경거리
❍❍❍ criticism 비판
❍❍❍ predefine 미리 정하다
❍❍❍ advance 발전
❍❍❍ experiential 경험에 바탕을 둔, 경험적인
❍❍❍ link 관련성
❍❍❍ interpretative 해석상의
❍❍❍ approach 태도, 접근법
❍❍❍ live 라이브의, 생방송의
❍❍❍ imagery 이미지, 형상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이 글은 음악이 다양한 방법으로 항상 시각적인 요소와의 
연관성을 유지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기술의 개발과 발전 
이전부터 음악은 라이브 공연으로 주로 경험되어 왔다는 내용
이 되어야 하므로, ④ secondary(부수적인)를 
main(주된)으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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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문맥상 어색한 것  아이의 감정 표현과 어른의 반응

  The difficulties children naturally experience in handling their 

emotions are compounded by inappropriate adult responses. Imagine 

what might happen to Pedro when he ① declares his pride in having 

won an honorable mention in the writing contest. If his teacher 

responds with a comment such as, "Awesome!" or "You're really 

excited," Pedro's pride is ② acknowledged, and he receives the 

message that feeling proud is okay. In contrast, if the teacher says, 

"You shouldn't be so boastful. No bragging!" Pedro learns that 

feelings of pride and accomplishment are ③ suitable. Being told that 

his feelings are bad may cause the child to evaluate himself ④

negatively for having experienced them. Because children naturally 

experience a wide range of emotions, if this trend ⑤ continues, 

Pedro may come to view a natural part of himself as unacceptable.

04 | 정답 | ③04 | 정답 | ③04 | 정답 | ③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어
려움은 어른의 부적절한 반응에 의해 더 심각해진다. 
Pedro가 작문 대회에서 선외 가작에 든 것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밝힐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를 상상
해 보라. 만일 그의 선생님이 “멋지구나!” 또는 “너는 
정말 신나겠구나.”와 같은 말로 반응을 보이면, 
Pedro의 자랑스러움은 인정받게 되고, 그는 자랑스
러움을 느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받는다. 반대로, 선
생님이 “너는 그렇게 자랑해서는 안 돼. 잘난 척 하지 
마!”라고 말하면, Pedro는 자부심과 성취감이 적절
하다는(→부적절하다는) 것을 배운다. 그의 기분이 나
쁘다는 말을 듣는 것은 그 아이가 그것을 경험하였기에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할지도 모른다. 아이들
은 매우 폭넓은 감정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므로 이 경향
이 계속된다면, Pedro는 자신의 자연스런 부분을 받
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compound 더 심각하게 하다
❍❍❍ awesome 멋진, 인상적인
❍❍❍ evaluate 평가하다
❍❍❍ inappropriate 부적절한
❍❍❍ boastful 자랑하는
❍❍❍ declare 밝히다, 선언하다
❍❍❍ accomplishment 성취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아이가 자부심을 표현한 것에 대해 선생님이 ‘자랑하지 
말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이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 표현에 문
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므로, ③의 suitable은 
unsuitable이나 inappropriate 정도로 바꿔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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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7 문맥 속 문법성 판단

Gateway 어법상 틀린 것 

 An independent artist is probably the one ① who lives closest to an 

unbounded creative situation. Many artists have considerable freedom 

from external requirements about what to do, how to do it, when to do 

it, and why. At the same time, however, we know that artists usually 

limit themselves quite ② forcefully by choice of material and form of 

expression. To make the choice to express a feeling by carving a 

specific form from a rock, without the use of high technology or colors, 

③ restricting the artist significantly. Such choices are not made to limit 

creativity, but rather to cultivate ④ it. When everything is possible, 

creativity has no tension. Creativity is strange in that it finds its way in 

any kind of situation, no matter how restricted, just as the same amount 

of water flows faster and stronger through a narrow strait ⑤ than 

across the open sea.  * strait 해협

07 문맥 속 문법성 판단07 문맥 속 문법성 판단07 문맥 속 문법성 판단

Gateway | 정답 | ③Gateway | 정답 | ③Gateway | 정답 | ③

 독립적인 예술가는 아마도 무한한 창조적인 상황에 가
장 근접해서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다. 많은 예술가들에
게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언
제 그것을 할 것인지, 그리고 왜 하는지에 관한 외적 
요건으로부터 상당한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예술가들이 일반적으로 표현의 재료와 형식의 
선택에 의해 매우 강력하게 자신을 제약한다는 것을 우
리는 알고 있다. 첨단 기술이나 색채를 사용하지 않고 
바위로 특정한 형상을 조각함으로써 감정을 표현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예술가를 상당히 제한한다. 그러한 
선택은 창의성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창
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가능할 
때 창의성에는 어떤 긴장도 없다. 똑같은 양의 물이 탁 
트인 바다를 가로지를 때보다 좁은 해협을 통과할 때 
더 빠르고 더 세차게 흐르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창의
성은 그 어떤 형태의 상황에서도 아무리 제한된다고 해
도 자기의 길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묘하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independent 독립적인, 독자적인
❍❍❍ external 외적인
❍❍❍ carve 조각하다, 깎아서 만들다
❍❍❍ cultivate 기르다, 함양하다
❍❍❍ unbounded 무한한, 한정되지 않은
❍❍❍ requirement 요건, 요구
❍❍❍ restrict 제약하다, 제한하다
❍❍❍ tension 긴장
❍❍❍ considerable 상당한 
❍❍❍ forcefully 강력하게 
❍❍❍ significantly 상당히, 크게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③의 자리는 동사의 자리이므로 restricting을 
restricts로 바꿔야 한다. 



영어카페영어카페영어카페789789789
HTTP://CAFE.NAVER.COM/EC789

변형변형변형   ➪➪➪ 빈칸 - 글순서 - 문장넣기 - 어법 - 어휘 - 연결어구 - 내용(불)일치 - 제목 - 주제 - 요지 - 요약 - 심경 - 지시어 빈칸 - 글순서 - 문장넣기 - 어법 - 어휘 - 연결어구 - 내용(불)일치 - 제목 - 주제 - 요지 - 요약 - 심경 - 지시어 빈칸 - 글순서 - 문장넣기 - 어법 - 어휘 - 연결어구 - 내용(불)일치 - 제목 - 주제 - 요지 - 요약 - 심경 - 지시어 ------------ ------------ ------------SEVEN 8 NINE

HTTP://CAFE.NAVER.COM/EC789- 34 -

01.  어법에 맞는 표현   삶의 환경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

 Each individual is born with potential for greatness, and the one thing 

that separates the rich and the poor (A) [are / is] their attitude towards 

life circumstances. Your attitude is a sure prediction of your future 

unless you change. Your attitude determines almost everything you do; 

it creates the future you see and gives you power to face challenges. 

The good thing is (B) [that / what] no one but you in the world has 

control over your attitude. People can influence you, but what happens 

outside will never be equal to what happens inside. Two people cannot 

perform well in an examination but only the one who chooses to quit 

becomes a failure. The difference is all in their attitude towards the 

situation; one is hopeless but (C) [another / the other] believes there 

will be a better outcome next time. 

① are … that … another 
② are … what … the other 
③ is … that … another 
④ is … what … another
⑤ is … that … the other 

01 | 정답 | ⑤01 | 정답 | ⑤01 | 정답 | ⑤

 각 개인은 위대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
고 부유한 자와 곤궁한 자를 가르는 한 가지는 삶의 환
경에 대한 그들의 태도이다.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의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해 준
다.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이 하는 거의 모든 것을 결
정짓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바라보는 미래를 만들어 내
고, 여러분에게 도전에 맞설 힘을 준다. 다행인 것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여러분의 태
도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내면
에서 일어나는 것과 결코 대등하지는 않을 것이다. 두 
사람이 시험을 잘 볼 수는 없다고 해도 그만두기로 선
택한 사람만 낙제자가 된다. 차이점은 모두 상황에 대
한 그들의 태도에 있는데, 한 사람은 절망하고 있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다음번에는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
이라고 믿고 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individual 개인
❍❍❍ attitude 태도
❍❍❍ determine 결정하다
❍❍❍ perform 행하다, 수행하다
❍❍❍ outcome 결과
❍❍❍ potential 잠재(력), 가능성
❍❍❍ circumstance 환경
❍❍❍ influence 영향을 주다; 영향
❍❍❍ quit 그만두다
❍❍❍ separate 가르다, 떼어놓다
❍❍❍ prediction 예측, 예언
❍❍❍ equal to ~와 대등한, ~와 동등한
❍❍❍ hopeless 절망하는, 가망 없는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A) 주어가 the one thing that 
separates the rich and the poor이고 주어의 
핵이 thing이므로 동사는 is가 적절하다.
❍❍❍ (B) 보어인 명사절을 이끌어야 하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
이 주어, 동사, 목적어의 주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접속사 that을 써야 한다.
❍❍❍ (C) 시험을 본 두 사람 중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아
닌 나머지 한 사람을 가리켜야 하므로 the other가 적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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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어법에 맞는 표현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

 Consuming local food above all supports the local economy, and 

regional food products can save energy when distributed efficiently due 

to the reduction in energy (A) [needed / is needed] in transportation. 

Bulk purchasing is less likely to be needed and so energy used in 

storage can be reduced as well. Regional distribution structures make 

it, in principle, (B) [possible / possibly] to harvest fruits and vegetables 

that are fresh and ripe, thus increasing their taste and nutritive values 

such as vitamin C. In the conventional system, fruit especially is 

harvested unripe and arrives in front of the restaurant guest ripened in 

transit. Although not scientifically proven, the sensory quality of local 

fruit and vegetables (C) [seems / seem] to be more appetising; local 

strawberries smell, feel, look and taste better!

* appetising 구미를 동하게 하는

02 | 정답 | ①02 | 정답 | ①02 | 정답 | ①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를 
지탱하며 지역 식료품은 효율적으로 유통될 때 수송에 
필요한 에너지의 감소로 인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
다. 대량 구입이 필요할 가능성이 더 적을 것이며 저장
에 사용되는 에너지 또한 감소될 수 있다. 원론적으로 
지역 유통 구조는 신선하고 잘 익은 과일과 채소를 수
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따라서 그것들의 맛과 비
타민 C와 같은 영양가를 증가시킨다. 종래의 시스템에
서 과일은 특히 익지 않은 채 수확되어 수송 중에 익어 
식당의 손님 앞에 도착한다. 비록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는 않았지만, 지역 과일과 채소는 감각적 특성이 구미
를 더 동하게 하는 것 같은데, 지역 딸기는 더 좋은 냄
새가 나고, 더 좋은 느낌이 들며, 더 좋아 보이고, 더 
맛있는 것 같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distribute 유통시키다
❍❍❍ storage 저장, 보관
❍❍❍ harvest 수확하다
❍❍❍ unripe 익지 않은
❍❍❍ efficiently 효율적으로
❍❍❍ distribution 유통
❍❍❍ nutritive 영양의
❍❍❍ in transit 수송 중에
❍❍❍ appetising 구미를 동하게 하는
❍❍❍ bulk 대량, 다량
❍❍❍ in principle 원론적으로
❍❍❍ conventional 종래의, 기존의
❍❍❍ sensory 감각의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A) due to가 이끄는 어구 안에서 energy를 수
식하는 분사구의 구조가 적절하므로 needed를 써야 한다. 
❍❍❍ (B)「make＋it(형식상의 목적어)＋목적격 보어＋
to부정사구(내용상의 목적어)」의 구조에서 목적격 보어에 
해당하므로 형용사 possible을 써야 한다.
❍❍❍ (C) of local fruit and vegetables의 수식
을 받는 the sensory quality가 주어의 핵이므로 단
수 동사 seems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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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어법상 틀린 것   유소년기의 신체 활동

  Karin Pfeiffer and her colleagues took a very different approach to ① 

understanding physical activity motivation. These investigators 

examined whether participation in youth sports ② predicts the levels of 

adult involvement in physical activity. Assessing females across three 

time periods (8th, 9th, and 12th grades), they found ③ if sport 

participation in the 8th and 9th grades predicted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in the 12th grades. This suggests that ④ requiring a habit 

of being physically active at a young age influences motivation for 

being active later in life. Although future studies need to further confirm 

this important finding, this topic is a key area of future research ⑤ 

given the current obesity crisis facing many nations.

03 | 정답 | ③03 | 정답 | ③03 | 정답 | ③

 Karin Pfeiffer와 그녀의 동료들은 신체 활동을 
위한 동기부여를 이해하는 데 매우 다른 접근법을 취했
다. 이 연구자들은 (어려서) 유소년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이 어른이 되어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을 예견하
는지를 조사했다. (8학년, 9학년, 그리고 12학년의) 
세 번의 시기에 걸쳐 여학생들을 평가하면서, 그들은 
8학년과 9학년에서의 스포츠 참여가 12학년에서의 
신체 활동 참여를 예측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것은 
어린 나이에 신체적으로 활동적이 되는 습관을 요구하
는 것이 훗날의 삶에서 활동적으로 되기 위한 동기부여
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으로 있을 연구들
이 이 중요한 연구 결과가 사실임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기는 있지만, 많은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비
만 위기를 고려해 볼 때 이 주제가 앞으로 있을 연구의 
핵심 영역이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colleague 동료
❍❍❍ investigator 연구자, 조사관
❍❍❍ assess 평가하다
❍❍❍ crisis 위기
❍❍❍ approach 접근법
❍❍❍ predict 예견하다, 예측하다
❍❍❍ confirm 확인하다
❍❍❍ motivation 동기부여
❍❍❍ involvement 참여, 참가
❍❍❍ current 현재의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③ foun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유도하는 
접속사가 필요하다. found는 그 명사절이 질문이나 의문이 
아닌, 사실을 나타낼 것을 요구하므로 if를 that으로 바꾸어
야 한다. 
❍❍❍ ①‘~에 대한 접근법’을 표현하는 approach to ~
에서 to는 전치사이므로 동명사인 understanding을 
목적어로 취하고 있다.
❍❍❍ ② examin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whether절
에서 participation in youth sports가 주어이고 
predicts가 술어동사이다. 수(단수)와 시제(현재시제) 정
보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다.
❍❍❍ ④ suggest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that절에서 술
어동사는 influences이므로 동명사 requiring으로 동
명사구를 이끌어 주어로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
❍❍❍ ⑤ given은 분사가 아니라‘~을 고려해 볼 때’의 의미
를 갖는 전치사이다. 전치사 given이 명사구인 the 
current obesity crisis facing many 
nations를 목적어로 취하고 있다.



수능특강 라이트수능특강 라이트수능특강 라이트
HTTP://CAFE.NAVER.COM/EC789

변형변형변형   ➪➪➪ 빈칸 - 글순서 - 문장넣기 - 어법 - 어휘 - 연결어구 - 내용(불)일치 - 제목 - 주제 - 요지 - 요약 - 심경 - 지시어 빈칸 - 글순서 - 문장넣기 - 어법 - 어휘 - 연결어구 - 내용(불)일치 - 제목 - 주제 - 요지 - 요약 - 심경 - 지시어 빈칸 - 글순서 - 문장넣기 - 어법 - 어휘 - 연결어구 - 내용(불)일치 - 제목 - 주제 - 요지 - 요약 - 심경 - 지시어 ------------ ------------ ------------SEVEN 8 NINE

영어카페영어카페영어카페789789789- 37 -

04. 어법상 틀린 것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의 이점

 Several years ago, Jack C. Horn and Jeff Meer reported the results 

of a survey ① conducted with more than 13,000 readers of the 

magazine Psychology Today. They reported that 89% of the 

respondents had pets when they were children even though not all 

② were current pet owners. Nearly everyone, 97%, believed it was 

good for children ③ to have pets. And the reasons cited for this 

overwhelming support of providing children with pets, according to 

Horn and Meer, were ④ that pets provided pleasure and 

companionship as well as opportunities for learning gentleness and 

responsibility. Throughout the article ⑤ is numerous examples of 

how pets enriched the lives of their human owners — from providing 

a break from a stressful home environment to increasing the fun and 

laughter shared by family members.

04 | 정답 | ⑤04 | 정답 | ⑤04 | 정답 | ⑤

 여러 해 전에, Jack C. Horn과 Jeff Meer
는 ‘Psychology Today’라는 잡지의 13,000
명이 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의 결과
를 보고했다. 그들은 응답자의 89%가 현재 모두 애
완동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였을 때 애완동물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거의 모든 사람인 97%는 아이들
이 애완동물을 갖는 것이 좋다고 믿었다. 그리고 
Horn과 Meer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애완동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이런 압도적인 지지의 이유로 든 
것은 애완동물이 온순함과 책임감을 배우는 기회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동료애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논문 
전체에 스트레스가 많은 가정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가족 구성원이 공유하는 재미
와 웃음을 증가시키는 것에 이르기까지, 애완동물이 어
떻게 인간 주인의 삶을 풍요롭게 했는가에 대한 무수한 
예시가 나와 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survey 설문조사
❍❍❍ cite (이유, 예를) 들다[끌어내다]
❍❍❍ gentleness 온순함
❍❍❍ enrich 풍요롭게 하다
❍❍❍ conduct (특정한 일을) 하다
❍❍❍ overwhelming 압도적인
❍❍❍ article 논문, 기사
❍❍❍ current 현재의
❍❍❍ companionship 동료애
❍❍❍ numerous 무수한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⑤ Throughout the article은 전치사구이고 
문장의 주어는 numerous examples이므로 동사 
is는 are가 되어야 한다. ① conducted 이하는 분사
구로 a survey를 수식한다. ② all 다음에는 
respondents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동사는 were가 
어법상 알맞다. ③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to have가 
내용상의 주어, 그리고 for children이 to부정사의 의미
상의 주어를 나타낸다. ④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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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8 지칭 대상 파악

Gateway 나머지 넷과 다른 것

 Ellie walked to school in her new shoes. "I like those," Megan 

whispered. "Cool." Ellie felt happy. ① She knew it was hard to get 

compliments from Megan and couldn't hide her smile. The two friends 

had desks side by side at the back. "Stop talking, you two," said Miss 

Smith. "Bring your books to me if you've finished." Ellie followed Megan 

to the front of the class. ② She always let Megan go first. She felt 

scared when Miss Smith was upset. Miss Smith noticed ③ her new 

shoes. "Those aren't suitable for school," she said, her voice cold. Ellie 

took a deep breath. "The shop didn't have black shoes, Miss Smith," ④ 

she said. Her voice came out in a whisper. "The school uniform 

requires black or dark blue shoes," said Miss Smith. "Report to me in 

proper shoes, please. On Monday." ⑤ She used her quiet-shout voice 

and Ellie shivered.  *shiver 떨다

08 지칭 대상 파악08 지칭 대상 파악08 지칭 대상 파악

Gateway | 정답 | ⑤Gateway | 정답 | ⑤Gateway | 정답 | ⑤
 Ellie는 새 신발을 신고 학교로 걸어갔다. “그 신발 
마음에 들어. 멋져.”라고 Megan이 속삭였다. 
Ellie는 기분이 좋았다. 그녀는 Megan에게서 칭찬
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미소를 숨길 수
가 없었다. 그 두 친구는 뒤쪽에 책상을 나란히 하고 
있었다. “너희 두 명, 그만 말해. 끝마쳤으면 책을 내
게 갖고 와.”라고 Smith 선생님이 말했다. Ellie는 
Megan을 뒤따라 교실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항
상 Megan을 먼저 가게 했다. Smith 선생님이 
화가 나면 그녀는 겁이 났다. Smith 선생님은 그녀
의 새 신발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학교에 신고 오기 
적절하지 않구나.”하고 그녀는 말했는데, 그녀의 목소
리는 차가웠다. Ellie는 숨을 깊이 들이 쉬었다. “가
게에 검은색 신발이 없었어요, Smith 선생님.”이라
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이 나왔
다. “교복에는 검은색이나 짙은 청색의 신발을 신어야 
한단다. 적절한 신발을 신고 내게 오렴. 월요일에.”라
고 Smith 선생님이 말했다. 그녀는 조용하면서도 단
호한 목소리로 말했고 Ellie는 몸을 떨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whisper 속삭이다
❍❍❍ compliment 칭찬, 찬사
❍❍❍ scared 겁이 난, 무서워하는
❍❍❍ upset 화가 난, 기분이 안 좋은
❍❍❍ suitable 적절한, 적당한
❍❍❍ take a deep breath 숨을 깊이 들이쉬다
❍❍❍ quiet-shout 조용하되 단호한
❍❍❍ follow 뒤따르다
❍❍❍ notice 알아차리다, 주목하다
❍❍❍ proper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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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나머지 넷과 다른 것   Jonathan Swift의 말년

 Even in his most severe dotage, Jonathan Swift seems to have 

retained some self-awareness, as told by his cousin Deane Swift. 

One day in mid-March 1744, as Swift sat in his chair, ① he reached 

towards a knife, but his housekeeper moved it away from him. He 

shrugged ② his shoulders, rocked himself, and said, 'I am what I 

am, I am what I am'; some minutes later he repeated the same thing 

two or three times. About a fortnight afterwards, ③ he tried to speak 

to his servant, whom he sometimes called by name. Not finding 

words to tell ④ him what he meant, he showed some uneasiness 

and said, 'I am a fool'. It was his last recorded words before ⑤ he 

passed away. * dotage 노망

01 | 정답 | ④01 | 정답 | ④01 | 정답 | ④

 노망이 가장 심했을 때에도, 사촌 Deane Swift
가 말한 대로, Jonathan Swift는 어느 정도의 
자기 인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1744
년 3월 중순의 어느 날,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가 칼
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가정부는 그것을 그의 손
이 닿지 않게 치워버렸다. 그는 자신의 어깨를 으쓱하
고는, 몸을 가볍게 흔들고서 “나는 온전해, 나는 온전
해.”라고 말했다. 몇 분 뒤 그는 똑같은 행동을 두세 
차례 반복했다. 약 2주일 뒤에 그는 자신의 하인에게 
말을 걸려고 했는데, 그는 그 하인을 가끔씩 이름으로 
불렀다. 그에게 자신이 뜻하는 바를 말할 단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약간의 불안함을 내비치면서 “나
는 바보라네.”라고 말했다. 그것이 그가 죽기 전에 한,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이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retain 보유하다, 간직하다
❍❍❍ shrug (어깨를) 으쓱하다
❍❍❍ uneasiness 불안감
❍❍❍ self-awareness 자기 인식
❍❍❍ fortnight 2주일
❍❍❍ pass away 죽다, 돌아가다
❍❍❍ housekeeper 가정부
❍❍❍ servant 하인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①, ②, ③, ⑤는 Jonathan Swift를 가리키
고, ④는 그의 하인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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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나머지 넷과 다른 것   대물림되는 잘못된 사고방식

 I'll never forget visiting the home of a neighbor and watching him 

interact with his young three-year-old son. He expected his son to 

display perfectly good manners to me, but he himself was very rude to 

① him. In the hour that I was there, he called his son a "little liar" in an 

impatient voice and shamed ② him for not completing a task. He 

demanded that his son fetch ③ him a glass of water and never said 

thank you. His son will probably not grow up to be particularly 

respectful to ④ his own family. He will most likely grow up displaying 

the same double standards with his children that ⑤ he received from 

his own father, unless he works hard at reversing the poor mind-set 

that he has learned.

02 | 정답 | ③02 | 정답 | ③02 | 정답 | ③

 나는 한 이웃사람의 집을 방문해서 그가 자신의 세 살
난 어린 아들과 소통하는 것을 봤던 일을 결코 잊지 못
할 것이다. 그는 자기 아들이 완벽하게 훌륭한 예의를 
나에게 보여 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는 자신이 그에게 
매우 예의가 없었다. 내가 거기에 있었던 한 시간 동
안, 그는 자기 아들을 짜증이 나는 목소리로 ‘어린 거
짓말쟁이’라고 불렀고, 일을 끝내지 못한 것에 대해 그
에게 창피를 주었다. 그는 자기 아들이 그에게 물 한 
잔을 가져오도록 요구하고는 고맙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다. 그의 아들은 아마도 자라서 자기 자신의 가족
을 별로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가 자신이 배운 
좋지 못한 사고방식을 뒤집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
는다면, 그는 아마도 성장해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자신
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은 이중 잣대를 보
여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display 보여 주다
❍❍❍ shame 창피를 주다
❍❍❍ double standard 이중 잣대
❍❍❍ rude 예의가 없는, 무례한
❍❍❍ fetch 가져오다
❍❍❍ reverse 뒤집다
❍❍❍ impatient 짜증이 나는
❍❍❍ respectful 존중하는
❍❍❍ mind-set 사고방식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①, ②, ④, ⑤는 필자의 이웃사람의 아들을 가리키
지만, ③은 그 이웃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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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나머지 넷과 다른 것   Albrechtsberger와 그의 제자 Beethoven

 With Haydn away in England, Beethoven began ① his studies with the 

music theorist and composer Johann Georg Albrechtsberger three times 

a week. Albrechtsberger mentioned that his new student was stubborn 

and tended to learn more through experience than through ② his 

instruction. In this era the composition of music followed definite and 

strict rules; Beethoven preferred to ignore these traditional conventions 

or, at least, to bend them to suit ③ his own ideas. Beethoven had 

learned the accepted musical formulas that his teachers followed, but 

④ he rejected the idea that these were rigid rules that could not be 

altered. Albrechtsberger stressed attention to detail, and this made his 

pupil constantly strive to improve what ⑤ he composed.  *stubborn 고집 

센, 완고한

03 | 정답 | ②03 | 정답 | ②03 | 정답 | ②

 Haydn은 멀리 영국에 있었으므로, 
Beethoven은 일주일에 세 번 음악 이론가이자 작
곡가인 Johann Georg Albrechtsberger
와 함께 자신의 공부를 시작했다. 
Albrechtsberger는 자신의 새로운 학생이 고집 
세고 자신의 가르침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
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시대에는 음악의 작곡법
이 명확하고 엄격한 규칙을 따랐는데, Beethoven
은 이런 전통적인 방식을 무시하거나, 적어도 자기 자
신의 생각에 들어맞게 그 방식들을 편리한 대로 해석하
는 것을 선호했다. Beethoven은 자신의 스승들이 
따랐던 널리 인정되는 음악적 방식을 이미 배웠었지만, 
그는 이것들이 변경될 수 없는 엄격한 규칙이라는 생각
을 거부했다. Albrechtsberger는 세부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강조했고, 이것은 그의 제자로 
하여금 자신이 작곡한 것을 향상하려고 끊임없이 노력
하게 만들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theorist 이론가
❍❍❍ instruction 가르침, 교육, 교수
❍❍❍ composition 작곡(법)
❍❍❍ strict 엄격한, 엄한
❍❍❍ convention (문학ž예술의) 전통[관습](적인 

방식)
❍❍❍ suit (~에) 적합하게 하다, 일치시키다
❍❍❍ reject 거부하다, 거절하다
❍❍❍ alter 변경하다, 바꾸다
❍❍❍ mention 말하다, 언급하다
❍❍❍ era 시대, 시기
❍❍❍ definite 명확한, 확실한
❍❍❍ ignore 무시하다
❍❍❍ bend (법·규칙 따위를) 편리한 대로 해석[수정]하다
❍❍❍ formula (일정한) 방식, 판에 박힌 방식[절차]
❍❍❍ rigid 엄격한, 엄정한
❍❍❍ strive to do ~하려고 노력하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①, ③, ④, ⑤는 모두 Beethoven을 가리키지
만, ②는 Albrechtsberger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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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나머지 넷과 다른 것   화가 Robert Barker와 Sir Joshua Reynolds의 일화

 The Scottish painter Robert Barker was out sketching on Carlton Hill, 

Edinburgh. ① He noticed a curious effect caused by the prevailing 

atmospheric conditions: it was as if the entire view were contained 

within a cylinder. Inspired with the idea of reproducing this effect 

artistically, ② he made a model of a panorama and showed it to Sir 

Joshua Reynolds. The great artist was unbelieving. If Barker were able 

to put ③ his idea into practice, said Sir Joshua, he would get out of his 

bed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 see the outcome. Barker persevered 

and set up ④ his first panorama in a house in Leicester Square, 

London, not far from Sir Joshua's own residence. Reynolds carried out 

his promise. ⑤ He arrived to view the panorama wearing his dressing 

gown and slippers.  *panorama 파노라마 (연달아 바뀌는 광경) **persevere 끈기 있게 

계속하다

04 | 정답 | ⑤04 | 정답 | ⑤04 | 정답 | ⑤

스코틀랜드의 화가 Robert Barker는 
Edinburgh의 Carlton Hill에 나가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그는 지배적인 대기 상태에 의해 야기되
는 진기한 효과를 알아채게 되었는데, 마치 전체 전경
이 원통 내부에 담겨 있는 듯 보였다. 이 효과를 예술
적으로 재현한다는 생각에 고무되어, 그는 파노라마 모
형을 만들었고 그것을 Joshua Reynolds 경에
게 보여 주었다. 그 위대한 예술가는 믿지 않았다. 
Barker가 그 자신의 생각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자기는 한밤중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 결과를 보겠다
고 Joshua 경은 말했다. Barker는 끈기 있게 계
속했고 자신의 첫 번째 파노라마를 Joshua 경의 자
택에서 멀지 않은 London의 Leicester 
Square에 있는 한 집에 설치했다. Reynolds 
경은 자신의 약속을 이행했다. 그는 잠옷 위에 입는 가
운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채 도착하여 그 파노라마를 
보았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prevailing 지배적인, 우세한
❍❍❍ reproduce 재현하다
❍❍❍ dressing gown (잠옷 위에 입는) 가운
❍❍❍ atmospheric 대기의
❍❍❍ put ~ into practice ~을 실행에 옮기다
❍❍❍ cylinder 원통, 실린더
❍❍❍ residence 주택, 거주지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①, ②, ③, ④는 Robert Barker를 가리키지
만, ⑤는 Sir Joshua Reynolds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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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9 세부 내용 파악

Gateway Julius Ⅱ의 무덤에 관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The project of creating the tomb of Pope Julius Ⅱ was originally given 

to Michelangelo in 1505, but the tomb was not completed until 1545. It 

was designed by Michelangelo himself as the pope requested. The 

design called for some 40 statues, and the tomb was to be a giant 

structure. Just less than a year after the initial work on the tomb began, 

it stopped because of lack of funds. When Pope Julius Ⅱ died in 1513, 

he left money for the completion of his tomb, so Michelangelo started 

work again. After some years of carving, he completed Moses, one of 

the most famous statues of the tomb. However, the next pope, Leo X, 

had little interest in continuing the project. As time went on, its scale 

was reduced, and the project for the tomb was revised again and 

again.

① Michelangelo가 디자인 했다. 
② 자금 부족으로 작업이 중단된 적이 있다.
③ Moses는 무덤의 가장 유명한 조각상 중 하나이다.
④ 교황 Leo Ⅹ는 프로젝트를 지속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⑤ 프로젝트는 여러 차P 수정되었다.

09 세부 내용 파악09 세부 내용 파악09 세부 내용 파악

Gateway | 정답 | ④Gateway | 정답 | ④Gateway | 정답 | ④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무덤을 만드는 프로젝트는 원래 
1505년에 미켈란젤로에게 주어졌지만 그 무덤은 
154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완공되었다. 그것은 교황
이 요청한 대로 미켈란젤로가 직접 설계하였다. 설계에
는 약 40개의 조각상이 필요했고, 그 무덤은 거대한 
구조물이 될 것이었다. 무덤의 초기 작업이 시작되고 
나서 채 일 년도 되지 않아 그것은 자금 부족으로 중단
되었다. 교황 율리우스 2세가 1513년에 사망했을 
때, 그는 자신의 무덤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돈을 남겼
고,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수년간
의 조각 작업 이후에, 그는 그 무덤의 가장 유명한 조
각상 중 하나인 ‘Moses’를 완성했다. 하지만 그 다
음 교황인 레오 10세는 그 프로젝트를 지속하는 것에 
관심이 거의 없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의 규모
는 축소되었고, 그 무덤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수정되었
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originally 원래
❍❍❍ call for ~을 필요로 하다, ~을 요구하다
❍❍❍ lack 부족, 결핍
❍❍❍ scale 규모
❍❍❍ design 설계하다, 설계
❍❍❍ statue 조각상
❍❍❍ completion 완성
❍❍❍ revise 수정하다, 변경하다
❍❍❍ request 요청하다
❍❍❍ initial 초기의
❍❍❍ carve 조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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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수학자 Solomon Lefschetz의 삶

 Solomon Lefschetz was born in Moscow and then educated in Paris. 

Barred from an academic career in France because he was not a 

citizen, he studied engineering and e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At 

age twenty-three, a terrible accident altered the course of his life. 

Lefschetz was working for Westinghouse in Pittsburgh when a 

transformer explosion burned off his hands. His recovery took years, 

during which he suffered from deep depression, but the accident 

ultimately became the impetus to pursue his true love, mathematics. He 

enrolled in a Ph.D. program at Clark University, soon fell in love with 

and married another mathematics student, and spent nearly a decade 

in obscure teaching posts in Nebraska and Kansas. After days of 

exhausting teaching, he wrote a series of brilliant, original and highly 

influential papers that eventually resulted in his professorship at 

Princeton.

* impetus 추동력, 자극제  ** obscure 무명의, 잘 알려지지 않은

① 프랑스 시민이었지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② 23세 때 폭발 사고를 가까스로 면했다.
③ 부상에서의 회복 중에 의기소침해하지 않았다.
④ 네브래스카 주와 캔자스 주의 잘 알려진 교수였다.
⑤ 독창적인 논문으로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01 | 정답 | ⑤01 | 정답 | ⑤01 | 정답 | ⑤

 Solomon Lefschetz는 모스크바에서 태어나서 
이후 파리에서 교육을 받았다.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프랑스에서 학자의 생활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는 공
학을 공부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23살에 끔찍한 
사고가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 Lefschetz는 
피츠버그의 Westinghouse에서 근무하고 있었는
데, 그때 변압기 폭발로 양손이 불타 떨어져 나갔다. 
그의 회복은 수년이 걸렸고 그 기간 중에 그는 심한 우
울증을 앓았지만, 그 사고는 궁극적으로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수학을 추구하게 하는 추동력이 되었다. 
그는 Clark 대학에서 박사 과정에 등록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수학 전공 학생과 사랑에 빠져 그 사
람과 결혼하였고, 네브래스카 주와 캔자스주에서 무명
의 교수직에서 거의 십년을 보냈다. 진을 빼는 교수의 
나날을 보낸 후, 결국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직이라는 
결과를 낳게 한 일련의 뛰어나고 독창적이고 매우 영향
력이 있는 논문을 썼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bar ~ from …: ~에게 …을 금하다
❍❍❍ alter 바꾸다, 변화시키다
❍❍❍ depression 우울증
❍❍❍ exhausting 진을 빼는,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 academic career 학자의 생활
❍❍❍ transformer 변압기
❍❍❍ ultimately 궁극적으로
❍❍❍ influential 영향력이 있는
❍❍❍ emigrate 이민을 가다
❍❍❍ burn off ~을 태워 없애다
❍❍❍ enroll in ~에 등록하다
❍❍❍ professorship 교수직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일련의 뛰어나고 독창적이고 매우 영향력이 있는 논문을 
써서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는 글의 마지막 표현(he 
wrote a series of brilliant, original and 
highly influential papers that eventually 
resulted in his professorship at 
Princeton)으로 보아, ⑤가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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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Sacred Heart Academy 로봇 공학 캠프

Socred Heort Acodemy Robotics Comp

￭ Dates: August 4 - August 8 

￭ Times: 9:00 a.m. - 1:00 p.m.

￭ Where: Sacred Heart Academy Art Room

￭ Mentor: Mr. Thomas Marino

￭ Who: Rising 5th graders to rising 8th graders

￭ Cost: $100 per student (12 student minimum to hold camp and 18 

          student maximum)

￭ Activities: 

  ž Discovering the fun in science and technology

  ž Real-world application of science and math concepts

  ž Hands-on problem solving

  ž Programming experience

  ž Learning teamwork skills

  ž Designing, building, and programming autonomous robots

￭ Questions: Mr. Thomas Marino at tmarino @ sacredheartva.org

 If you would like your child(ren) to attend, please complete an 

application form per child and mail it with payment to: Sacred Heart 

Academy, 110 Keating Drive, Winchester,YA22604.

Registration closes when full or by Wednesday, July 13.

① 8월 중 4일 동안 4시간씩 진행된다.
② 참가 대상에 학년 제한은 없다.
③ 비용은 학생 1인당 100달러이고 최소 인원은 18명이다.
④ Thomas Marino씨에게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⑤ 한 아이당 신청서 한 장을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

02 | 정답 | ⑤02 | 정답 | ⑤02 | 정답 | ⑤

Sacred Heart Academy 로봇 공학 캠프

■날짜: 8월 4일~ 8월 8일

■시간: 오전 9시~ 오후 1시

■장소: Sacred Heart Academy Art 
Room

■멘토: Thomas Marino 씨

■대상: 5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에서 8학년에 올라
가는 학생들까지

■비용: 학생당 100달러(캠프를 여는 최소 인원은 
학생 12명이고, 18명이 최대 인원입니다.)

■활동

•과학과 기술에서 재미의 발견

•과학과 수학 개념의 실생활 응용

•직접 해 보는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체험

•팀워크 기술 배우기

•자율 로봇 설계, 제작, 그리고 프로그래밍

■문의: tmarino@sacredheartva.org로 
Thomas Marino씨에게 자녀(들)가 참석하기
를 바라시면, 한 아이당 한 장의 신청서를 작성하셔
서 Sacred Heart Academy, 110 
Keating Drive, Winchester, VA 
22604로 납입금과 함께 우편물로 보내 주십시오.

등록은 인원이 꽉 찰 때나 7월 13일 수요일에 마감됩
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minimum 최소한도
❍❍❍ hands-on 직접 해 보는[실천하는]
❍❍❍ application form 신청서
❍❍❍ maximum 최대한도
❍❍❍ autonomous 자율적인
❍❍❍ payment 납입금, 지불금
❍❍❍ application 응용
❍❍❍ attend 참석하다
❍❍❍ registration 등록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If you would like your child(ren) to 
attend, please complete an application 
form per child ~.에서 여러 자녀가 참석할 경우에, 
한 아이당 신청서 한 장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
로, ⑤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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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치하지 않는 것   수목원 답사 캠프

My World, My Back Yard

hosted by

EAST TEXAS ARBORETUM

1601 Patterson Road, Athens, TX7515l

903-675-5630

￭ What: The East Texas Arboretum will host 3 one-day Day Camps.

￭ Dress: Children will be both inside and outside during the day. Dress 

            your children in comfortable clothes and shoes and provide 

            sunscreen.

￭ Lunch: Snacks and drinks are provided, but children must bring a 

            sack lunch.

￭ Registration Fee: $25.00 per Day Camp

                         ($40.00 for two children in same family)

For Information call East Texas Arboretum at 903-675-5630.

Mail registration form to:

East Texas Arboretum,

PO Box 2231, Athens, TX 75751

① 참가 어린이는 실내외에서 활동하게 된다.
② 참가 어린이에게 간식과 점심이 제공된다.
③ 한 가정에서 두 자녀가 참가하면 할인 혜택이 있다.
④ 3개의 주간 캠프 모두 참가 연령 제한이 있다.
⑤ 각 캠프가 시작되기 3일 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03 | 정답 | ②03 | 정답 | ②03 | 정답 | ②

나의 세계, 나의 뒤뜰

동 텍사스 수목원 주최
Texas, Athens, Patterson 로 1601번지
우편번호 75751
전화 903-675-5630

� 무엇을: 동 텍사스 수목원은 세 개의 일일 주간 캠
프를 주최합니다.

� 복장: 어린이들은 낮 동안 실내와 실외 양쪽 모두
에 있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편한 옷과 신
발을 착용시키고 자외선 차단제를 주십시오.

� 점심: 간식과 음료가 제공되지만, 어린이들은 도시
락을 지참해야 합니다.

� 등록비: 주간 캠프 하나당 25달러
(한 가정에서 자녀 두 명이 오면 40달러)

주간 캠프 1 

마법의 정원
우리 마법의 정원을 답사하러 오세요.
거기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알게 될까요?
6월 18일 목요일
연령: 유치원~4학년
시간: 오전 9:00~오후 3:30
6월 15일까지 등록하세요.

주간 캠프 2 
아찔한 곤충의 세계
오싹하게 하는, 기어 다니는 생물이 우리 숲과 연못에 
아주 많아요.

그것들은 작을까요, 아니면 클까요? 그것들은 기어 다
닐까요, 아니면 날아다닐까요?

7월 6일 화요일
연령: 유치원~4학년
시간: 오전 9:00~오후 3:30
7월 3일까지 등록하세요.

주간 캠프 3

나무, 다람쥐, 새

숲을 답사하여 우리의 나무와 그 나무 안에 집을 짓는 
동물에 대해 알아보세요.

8월 6일 목요일
연령: 유치원~4학년
시간: 오전 9:00~오후 3:30
8월 3일까지 등록하세요.
문의 사항은 동 텍사스 수목원 903-675-5630번
으로 전화하세요.

신청서는 우편으로 아래 주소로 보내 주세요.
동 텍사스 수목원

Texas, Athens, 사서함 2231번 (우편번호 
75751)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host 주최하다
❍❍❍ explore 답사하다, 탐사하다

Day Camp 1 Day Camp 2 Day Camp 3
Magie Gardens

Come explore our Magic
Gardens.

What will you find living there?
Thurs., June 18th

Ages: Kindergarten - 4th grade
9:00 a.m.-3:30 p.m.

Please sign up by June 15th.

Buggy Daze
Creepy crawlers abound in our
forest and pond. Will they be 

small or large? Will they crawl 
or fly?

Tues., July 6th
Ages: Kindergarten-4th grade

9:00 a.m.-3:30 p.m.
Please sign up by July 3rd.

Trees, Squirrels & Birds
Explore the forest and learn 

about our threes and the animals 
that make their homes in them.

Thurs., Aug. 6th
Age: Kindergarten-4th grade

9:00 a.m.-3:30 p.m.
Please sign up by Aug. 3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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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wler 기어 다니는 것
❍❍❍ sack lunch (먹고 나서 통을 버릴 수 있는) 

도시락
❍❍❍ daze 헌혹, 아찔함
❍❍❍ abound 아주 많다, 풍부하다
❍❍❍ registration fee 등록비
❍❍❍ creepy 오싹하게 하는
❍❍❍ PO Box (우펀) 사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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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어린이들에게 간식과 음료가 제공되지만 도시락을 
지참해야한다고 했으므로 ②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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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Ontario Online Homework Help

Ontorio Online Homoruork Hclp

 As part of the Ministry's Provincial e-Learning Strategy, the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Independent Learning Center launched a 

new project called Homework Help. All Ontario Mathematics students 

enrolled in Grades 7-10 have access to this resource.

 Students log on to Homework Help and using an interactive chat room, 

they can obtain personalized tutoring from a certified Ontario 

Mathematics teacher. Chats take place Sunday to Thursday evenings 

from 5:30-9:30 p.m. Homework Help is no cost.

Registration Information

ž Students may register using their Ontario Education Number and date 

of birth at homeworkhelp.ilc.org.

ž It is recommended that students use an anonymous username and 

password when registering.

ž Teachers and guests can register to access various tools and 

resources but will be unable to interact in the Tutor Chat Rooms.

① 7~1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자격증이 있는 수학 교사로부터 개인 지도를 받는다.
③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4시간 동안 채팅방이 운영된다.
④ 등록 시 사용자 이름은 실명으로 해야 한다.
⑤ 교사와 미등록 이용자는 개인 교사 채팅방에서 교류할 수 없다.

04 | 정답 | ④04 | 정답 | ④04 | 정답 | ④

Ontario Online Homework Help

(연방) 교육부의 지방 전자학습 전략의 일환으로, 
Ontario주 교육부와 독립학습센터는 
Homework Help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7~10학년에 등록된 모든 Ontario 
주의 수학 과목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이 자료실을 이
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Homework Help에 
로그인하고 쌍방향 채팅방을 이용하여 자격을 갖춘 
Ontario 주의 수학 교사로부터 개별화된 지도를 받
을 수 있습니다. 채팅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이루어집니다. 
Homework Help는 무료입니다.

등록 정보

•학생들은 Ontario 교육 번호와 생년월일을 이용하
여 homeworkhelp.ilc.org에서 등록할 수 있습
니다.

•등록 시 학생들이 익명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
할 것을 권장합니다.

•교사와 미등록 이용자는 다양한 툴과 학습 자료 이용
을 위해 등록할 수 있지만, 개인교사 채팅방에서 교류
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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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nch 시작하다 개시하다, 착수하다
❍❍❍ have access to ~을 이용할 수 있다, ~에 

접근하다
❍❍❍ certified 자격을 갖춘
❍❍❍ recommend 권하다, 추천하다
❍❍❍ enroll 등록하다
❍❍❍ personalized 개별화된
❍❍❍ registration 등록
❍❍❍ anonymous 익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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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할 때 학생들에게 익명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
할 것을 권하고 있으므로 ④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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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도표 정보 글로 옮기기

Gateway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The above graph shows the percentages of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5 or more times per day by age group and gender in 

Canada in 2008. ① Most notably, in each age group, the percentage of 

female consumption of fruit and vegetables 5 or more times per day 

was higher than that of males. ② Across all age groups, less than 50 

percent of males consumed fruit and vegetables 5 or more times per 

day. ③ Among female groups, the 25 to 34 age group showed the 

highest percentage; among male groups, the 12 to 17 age group did 

so. ④ The percentage gap between males and females in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5 or more times per day was smallest in the 12 

to l7 age group, and largest in the 18 to 24 age group. ⑤ The 

percentage of female consumption of fruit and vegetables 5 or more 

times per day in the 18 to 24 age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the 35 

to 44 age group by 0.1 percentage point.

10 도표 정보 글로 옮기기10 도표 정보 글로 옮기기10 도표 정보 글로 옮기기

Gateway | 정답 | ④Gateway | 정답 | ④Gateway | 정답 | ④

2008년 캐나다의 하루 5회 이상 과일 및 채소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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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getable 채소
❍❍❍ consumption 섭취, 소비
❍❍❍ gender 성(性) 
❍❍❍ notably 현저하게
❍❍❍ gap 차이

 위 도표는 2008년 캐나다에서 연령대와 성별에 따
른 하루에 5회 이상 과일 및 채소 섭취 비율을 보여 
준다.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각 연령대에 있어서 하루
에 5회 이상 과일 및 채소를 섭취한 여성의 비율은 남
성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하루
에 5회 이상 과일 및 채소를 섭취한 남성의 비율은 
50%가 되지 않았다. 여성 집단 중 25~34세의 연
령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남성 집단 중에서는 
12~17세의 연령대가 그러하였다. 하루에 5회 이상 
과일 및 채소 섭취에서 남성과 여성 간 비율의 차이는 
12~17세의 연령대에서 가장 작았고, 18~24세의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18~24세의 연령대에서 하루
에 5회 이상 과일 및 채소를 섭취한 여성의 비율은 
35~44세의 연령대에서의 여성의 비율보다 0.1%
포인트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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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게임에 대한 태도

 The above chart shows what percentage of adults share the same 

attitudes towards video games. ① About a quarter of all adults think 

most video games are a waste of time, while 24% don't think most 

games are a waste of time. ② 17% of adults think most games help 

develop good problem solving skills, while l6% don't think this is true. 

③ Additionally, 47% think this is true of some games but not others. ④ 

When asked whether games promote teamwork and communication, 

23% of adults responded that they do not think most games promote 

these traits — less than double the percentage of those who think they 

do. ⑤ 30% of adults do not think most games are a better form of 

entertainment than TV almost three times the percentage of those who 

think this is true.

01 | 정답 | ④01 | 정답 | ④01 | 정답 | ④

(비디오 게임에 관한) 다음의 특성에 대해 …라고 생
각하는 모든 성인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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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lity 특성, 자질
❍❍❍ promote 증진하다
❍❍❍ teamwork 협동작업
❍❍❍ entertainment 오락
❍❍❍ attitude 태도
❍❍❍ additionally 뿐만 아니라, 게다가
❍❍❍ trait 특성

 위 도표는 성인의 어느 정도의 비율이 비디오 게임에 
대해 같은 태도를 공유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모든 
성인의 약 4분의 1은 대부분의 비디오 게임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반면, 24%는 대부분의 게임이 시
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인의 17%는 대부분
의 게임이 훌륭한 문제 해결 능력을 계발하는 데 도움
을 준다고 생각하는 반면, 16%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47%는 이것이 어떤 
게임의 경우에는 사실이지만 또 어떤 게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게임이 협동작업과 의사소통
을 증진하는 지를 물었을 때, 성인의 23%는 대부분
의 게임이 이러한 특성을 증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다고 답했는데, 이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
의 두 배에 못 미친다. 성인의 30%는 대부분의 게임
이 TV보다 더 나은 오락 형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데, 이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비율의 
거의 세 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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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협동작업과 의사소통을 증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성인의 비율은 23%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
(10%)의 두 배가 넘는다. 따라서 ④가 도표의 내용과 일
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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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성별에 따른 색 선호도

 The above graph shows the color preferences of a sample of 1,974 

men and women. ① Blue was the most preferred color by both men 

and women, chosen by 42 percent of men and 29 percent of women. 

② Green was the second most preferred color by men, while purple 

was the second most preferred color by women. ③ In fact, the 

percentage of females who preferred purple was over three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ir male counterparts. ④ As for the color 

preferences for red and yellow, there was a relatively small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a 1 percentage point difference. ⑤ The 

least preferred color was pink for men and orange for women, 

accounting for 1 percent and 3 percent respectively.

02 | 정답 | ③02 | 정답 | ③02 | 정답 | ③

성별에 따른 색 선호도

※ 1,974명의 남녀가 보라색, 파랑, 초록색, 노랑, 
주황색, 빨강, 또는 분홍색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
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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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ference 선호
❍❍❍ gender 성별
❍❍❍ counterpart 대등 관계에 있는 사람
❍❍❍ as for ~에 대해 말하자면
❍❍❍ relatively 비교적
❍❍❍ account for ~의 비율을 차지하다
❍❍❍ respectively (언급한 순서대로) 각각

위 도표는 1,974명의 남녀로 구성된 표본의 색 선호
도를 보여 준다. 파랑은 남녀 둘 다 가장 선호하는 색
이었는데, 남성들의 42%와 여성들의 29%에 의해 
선택되었다. 남성들이 두 번째로 가장 선호하는 색은 
초록색이었지만, 여성들이 두 번째로 가장 선호하는 색
은 보라색이었다. 사실, 보라색을 선호하는 여성들의 
비율은 보라색을 선호하는 남성들의 비율보다 세 배 넘
게 높았다. 빨강 그리고 노랑에 대한 색 선호도에 관해 
말하자면, 남녀 사이에 비교적 작은 차이가 있었는데, 
1%포인트의 차이였다. 가장 덜 선호되는 색은 남성들
의 경우 분홍색이고 여성들의 경우 주황색이었는데, 
(언급된) 순서대로 각각1%와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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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을 선호하는 비율은 여성이 27%이고 남성이 
12%이므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두 배 넘게 높
지만 세 배에는 훨씬 못 미친다. 따라서 ③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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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은퇴 자금에 대한 미국 성인들의 우려

Worries about Retirement Finances in the United States

 The above graph shows the concern of American adults about 

retirement financing in 2009 and 2012. ① Overall, a larger proportion of 

Americans were worried about their retirement finances in 2012 than in 

2009. ② In 2012, adults between the ages of 35 and 44 ranked ahead 

of every other age group in terms of their concern about retirement 

finances. ③ Between 2009 and 2012, the percentage of adults aged 55 

to 64 who worried about their retirement finances increased by 13 

percentage points, the largest increase among all the age groups. ④ 

Both in 2009 and in 2012, those 65 years old and older were the least 

likely to express concern, with less than a third reporting worries about 

their retirement funds in both years. ⑤ The percentage point change 

for the age group 65 and older was the same as for the age group 18 

to 34.

03 | 정답 | ③ 03 | 정답 | ③ 03 | 정답 | ③ 

미국의 은퇴 자금에 대한 우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retirement 은퇴, 퇴직
❍❍❍ concern 우려, 걱정
❍❍❍ overall 대체로
❍❍❍ in terms of ~ 면에서
❍❍❍ finance 자금을 대다; 자금
❍❍❍ fund 자금, 기금

 위 도표는 은퇴 자금에 대한 2009년과 2012년 
미국 성인들의 우려를 보여 준다. 대체로, 2009년보
다 2012년에 더 큰 비율의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은
퇴 자금에 대해 걱정을 했다. 2012년에 은퇴 자금에 
대한 우려라는 측면에서 35~44세의 성인들이 다른 
모든 연령층을 능가했다. 2009년과 2012년 사이 
자신들의 은퇴 자금에 대해 걱정을 한 55~64세까지 
성인들의 비율은 13%포인트가 증가했는데, 이는 모
든 연령 집단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이다. 2009년
과 2012년 두 해 모두 65세 이상이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이 가장 낮았는데, 두 해 모두 (이 연령 집단에
서) 3분의 1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은퇴 자
금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65세 이상 연령 집단의%
포인트 변화는 18~34세에 이르는 연령 집단의 그것
과 같았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자신들의 은퇴 자금에 대
해 걱정하는 비율의 차이가 가장 큰 연령 집단은 35~ 44
세 집단이다. 이들은 2009년의 20%에서 2012년의 
49%로 29%포인트가 증가했다. 따라서 ③은 도표 내용
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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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휴가 여행의 숙박 시설 형태

 The above graph shows the share of holiday trips of EU residents in 

2011 by mail means of accommodation. ① Private tourist 

accommodation such as second homes took up the largest portion for 

domestic holiday trips, while hotels and similar establishments did so 

for outbound holiday trips. ② In domestic holiday trips, more than 

two-thirds of trips were spent at private tourist accommodations. ③ In 

outbound holiday trips, however, less than one-third of trips were spent 

at private tourist accommodations. ④ More than 20% of domestic 

holiday travel was spent at hotels and similar establishments. ⑤ For 

outbound holiday trips, staying at hotels or similar establishments 

accounted for 52.8% and 14.1% of holiday trips were spent at other 

collective accommodation establishments.

04 정답 ④04 정답 ④04 정답 ④

2011년 EU국가 거주자들의 숙박 수단별 휴가 여행 
점유율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share 점유율
❍❍❍ means 수단, 방법
❍❍❍ accommodation 숙박
❍❍❍ establishment 시설
❍❍❍ domestic 국내의
❍❍❍ outbound 외국행의

 위 도표는 2011년 주요 숙박 수단별 EU 국가 거
주자들의 휴가여행 점유율을 보여 준다. 국내 휴가 여
행에서는 두 번째 집(별장)과 같은 개인 여행자 숙박 
시설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반면, 해외 휴가 여행
에서는 호텔과 또 그와 비슷한 종류의 시설이 그러했
다. 국내 휴가여행에서는 3분의 2가 넘는 여행이 개인 
여행자 숙박시설에서 보내졌다. 그러나 해외 휴가 여행
에서는 3분의 1에 못 미치는 여행이 개인 여행자 숙
박 시설에서 보내졌다. 국내 휴가 여행의 20%가 넘
는 비율이 호텔과 그와 유사한 시설에서 보내졌다. 해
외여행에서는 호텔이나 비슷한 시설에서 지내는 비율이 
52.8%를 차지했고 휴가여행의 14.1%가 기타 다
른 공동 숙박 시설에서 보내졌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국내 휴가 여행에서 호텔과 그와 유사한 시설에서의 숙박
은 18.2%를 차지하므로 ④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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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빈칸 채우기

Gateway 빈칸에 적절한 것 

 Not all interesting discoveries have an obvious application. If you 

believe you have something, but you're not sure what exactly it's going 

to be good for, don't give up. Many innovations languished in labs for 

years until they were _______________. Teflon, an extremely slippery 

synthetic substance employed as a coating on cooking utensils, was 

invented in 1938, but it didn't coat its first pan till 1954. The Post-it note 

was built on the back of some not-very-good glue. Its inventor believed 

it might have value, but it took him five years to find a potentially 

profitable use for it. HP had a breakthrough with a super-accurate 

thermometer that was created in the HP Labs. Despite its accuracy, 

there was no clear use for the device until it was used to measure 

fluctuations in ocean temperature.  *languish 시들해지다

① replaced by new ones
② matched to a product
③ backed up by a theory
④ found to be eco-friendly
⑤ tested for their accuracy

11 빈칸 채우기11 빈칸 채우기11 빈칸 채우기

Gateway | 정답 | ②Gateway | 정답 | ②Gateway | 정답 | ②

흥미로운 발견이 모두 다 명백하게 (실생활에) 응용되
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에 유용할지 잘 모른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라. 많은 혁신 제품들이 수년 동안 
실험실에 시들해져 있다가 상품으로 연결되었다. 조리 
기구의 코팅 막으로 쓰이는 매우 미끈거리는 합성 물질
인 Teflon은 1938년에 발명되었지만, 1954년이 
되어서야 최초의 냄비에 코팅을 했다. Post-it 메모
장은 성능이 별로 좋지 않은 어떤 풀의 결과로 만들어
졌다. 그것의 발명가는 그것이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의 잠재적 수익 용도를 찾는 데 5년이 
걸렸다. HP는 HP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초정밀 온도
계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정확성에도 불구하고 
해수 온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때까지 그 장
치에 대한 분명한 용도가 없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obvious 명백한, 분명한
❍❍❍ application 응용(성), 적용(성)
❍❍❍ innovation 혁신적인 것, 혁신
❍❍❍ extremely 매우 
❍❍❍ slippery 미끈거리는, 미끄러운 
❍❍❍ synthetic 합성한, 인조의
❍❍❍ substance 물질, 본질
❍❍❍ cooking utensil 조리 기구
❍❍❍ coat 코팅을 하다, 테를 투르다
❍❍❍ on the back of ~의 결과로
❍❍❍ potentially 잠재적으로
❍❍❍ profitable 수익성이 있는
❍❍❍ breakthrough 획기적인 발전, 돌파구
❍❍❍ super-accurate 초정밀의, 매우 정확한
❍❍❍ thermometer 온도계
❍❍❍ device 장치, 기기
❍❍❍ fluctuation 변화, 변동, 오르내림
❍❍❍ temperature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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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빈칸에 적절한 것   직업 목표 설정

 What's the best way to set goals? To start with, be as __________ as 

you can. Instead of your goal being, "I want to work in computers," your 

goal might be, "I want a career as a software developer for a major 

company." Instead of your goal being, "I want a career working in some 

aspect of the Web," your goal might be, "I want to be the director of 

Web design for a large, prestigious entertainment company." Instead of 

your goal being, "I want to be involved in e-commerce," your goal might 

be, "I want to be the Web developer for a large television shopping 

network. I want to develop a site that will help increase business."

① flexible 
② realistic
③ unified
④ specific
⑤ ambitious 

01 | 정답 | ④01 | 정답 | ④01 | 정답 | ④

 목표를 설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가
능한 한 구체적이어야 한다. 목표를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싶다’라고 세우는 대신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자라는 직업을 원한다’라고 목표를 세울 수도 있을 것
이다. 목표를 ‘웹의 특정 측면에서 일하는 직업을 원한
다’라고 세우는 대신 ‘크고 명망 있는 연예 회사에서 
웹 디자인 책임자가 되고 싶다’라고 세울 수도 있다. 
목표를 ‘전자 상거래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세우는 대신 
‘대형 텔레비전 쇼핑 망의 웹 개발자가 되고 싶다. 사
업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사이트를 개발하고 싶
다’라고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career 직업, 직장 생활
❍❍❍ be involved in ~에 참여하다
❍❍❍ prestigious 명망 있는, 일류의
❍❍❍ e-commerce 전자 상거래
❍❍❍ entertainment 연예, 오락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목표 설정이라는 내용을 다룬 글의 주제문에 해당하는 부
분이 빈칸으로 제시되어 있고, 이어지는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은 ④‘구체적’이다.
① 신축적(융통성 있는) ② 현실적 ③ 통합적(통일된) ⑤ 
야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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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빈칸에 적절한 것   공예 작품의 가격

 Keep in mind that whether you sell your pieces directly to the 

customer at a craft fair or market them through a shop or gallery, your 

prices should not be ____________. While you cannot control the price 

at which a buyer will resell your work, you can control your own prices 

and provide a suggested retail price. If a customer or shop owner finds 

out that you are selling the same work cheaper out of your studio or at 

a fair, that person is not going to feel good about the price he or she 

paid for the work. A shop or gallery owner will feel that you are 

undercutting his or her efforts to sell your work. Remember that you are 

building a relationship with people — that means being fair.

① consistent
② affected
③ predictable
④ overlooked
⑤ posted

02 정답 ②02 정답 ②02 정답 ②

 여러분이 자신의 작품을 공예 박람회에서 고객에게 직
접 판매하든지 상점이나 화랑을 통해서 내놓든지 가격
은 (그것에 의해) 영향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
하라. 구매상이 여러분의 작품을 재판매하는 가격을 여
러분이 관리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자신이 매기는 가격
은 관리하여 권장 소매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 어떤 고
객이나 상점 주인이 여러분이 동일한 작품을 여러분의 
작업실이나 박람회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이 그 작품에 지불한 가
격에 대해 좋지 않은 기분을 느낄 것이다. 상점이나 화
랑 주인은 작품을 판매하려는 (그들) 자신의 수고를 여
러분이 무력하게 만든다고 느낄 것이다. 여러분은 사람
과의 관계를 쌓는 것이며 그것은 공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keep in mind 명심하다
❍❍❍ craft fair 공예 박람회
❍❍❍ retail price 소매가격
❍❍❍ piece 작품
❍❍❍ market (상품을) 내놓다
❍❍❍ fair 공정한
❍❍❍ directly 직접적으로
❍❍❍ suggest 권하다, 추천하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자신이 만든 작품을 여러 경로를 통해 판매할 경우 자신
이 직접 판매하는 가격이 다른 가격보다 저렴하지 않아야 한
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는 ②‘영향 받는’이 가장 적절하
다.
① 일관된 ③ 예측 가능한
④ 무시되는 ⑤ 게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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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빈칸에 적절한 것   상상력을 통한 시각화의 힘

 Think about it! Everything that is in the room, or place, where you are 

reading this book was first created in someone's mind. It began as an 

idea that was later transformed into reality through a variety of steps. 

Yes, from your clothes, to the lamp, the chair, the table, and your 

house, everything began in someone's mind. Then it went from the 

mind to the drawing board, to the production facility, to the store, to 

your living room. Everything begins in someone's mind. This is the way 

it has always been and this is the way that it will always be. If you want 

to do something good for yourself and your family, start learning how to 

use your imagination to become the person you want to be. Create the 

life that you want to live through the effective use of vision and 

visualization. What __________ is what you will be!

① you do
② you see
③ others say
④ you imitate
⑤ others think of

03 | 정답 | ②03 | 정답 | ②03 | 정답 | ②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있
는 방이나 그 어떤 장소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군가의 마
음속에서 맨 처음 창조되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단계
를 거쳐 나중에 현실로 바뀐 하나의 아이디어로 시작되
었다. 그렇다. 여러분의 옷에서 램프, 의자, 탁자, 그리
고 여러분의 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은 마음에서 제도
판으로, 생산 시설로, 상점으로, 여러분의 거실로 옮겨 
갔다. 모든 것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이것
은 늘 그래 온 방식이고, 또 앞으로 늘 그러할 방식이
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해 무언가 좋은 것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상상력을 이용하여 여러분이 되기 원
하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라. 상상력과 시
각화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해 여러분이 살기 원하는 삶
을 만들어 내라. 여러분이 보는 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될 것이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transform 바꾸다, 변형시키다
❍❍❍ drawing board 제도판, 화판
❍❍❍ visualization 시각화
❍❍❍ effective 효과적인
❍❍❍ facility 시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맨 처음 누군가가 마음속으로 
그려 보면서 시작되었듯이 성취하기 원하는 모습은 먼저 마음
속에 그려 보며 시각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여러분이 보는’이다.
① 여러분이 하는
③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④ 여러분이 모방하는
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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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빈칸에 적절한 것   두 가지 유형의 힘

 When I was a boy, I admired my grandfather. He was a powerful 

shaman. One day when he felt I was old enough to understand, he told 

me, "José, there are two types of power that one can acquire. One type 

is used for your own personal reasons. The other is used for the 

benefit of your people. You can walk the road to the first type of power 

or to the second. But let me tell you this: the second road is the road to 

happiness." Because my grandfather was a very wise man, I took his 

advice, and I have stayed on the second road. Whenever the gods give 

me something, I immediately pass it on for _______________.

① my own freedom
② my financial success
③ good decision-making
④ the use of my people
⑤ effective communication

04 | 정답 | ④04 | 정답 | ④04 | 정답 | ④

 소년이었을 때 나는 내 할아버지를 존경했다. 그는 영
향력 있는 주술사였다. 내가 (어떤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고 느꼈던 어느 날 그가 내게 말
했다. “Jose,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한 가지는 네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를 위
해 사용된다. 다른 한 가지는 네 종족들을 위해 사용된
다. 너는 첫 번째 유형의 힘이나 두 번째 유형의 힘으
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네게 이렇
게 말하겠다. 두 번째 길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내 
할아버지는 매우 현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나는 그의 
조언을 따랐고 항상 두 번째 길에 있다. 신이 내게 무
엇인가를 줄 때마다, 나는 내 종족들의 사용을 위해 그
것을 즉시 넘겨준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admire 존경하다
❍❍❍ shaman 주술사, 샤먼
❍❍❍ acquire 얻다, 습득하다
❍❍❍ for the benefit of ~을 위해
❍❍❍ immediately 즉시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필자는 할아버지의 조언대로 힘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
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족들을 위해 쓰는 길을 걷
고 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은 ④‘내 
종족들의 사용’이다.
① 내 자신의 자유
② 나의 재정적인 성공
③ 좋은 의사결정
⑤ 효과적인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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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빈칸에 적절한 것   쇼핑객의 행동 경향

 According to Paco Underhill, the founder of a market research and 

consulting company in New York, shoppers entering a new store need 

a few moments, about five to fifteen paces, to settle down and get their 

bearings. They need to slow down from walking speed to shopping 

speed, particularly if they've just rushed in from a parking lot or a busy 

street. As a result, they take little notice of anything placed right at the 

entrance. "I guarantee it," Underhill observes. "Put a pile of fliers or a 

stack of shopping baskets just inside the door: Shoppers will barely see 

them, and will almost never pick them up. ___________________, and 

the fliers and baskets will disappear. It's a law of nature — shoppers 

need a landing strip."  * landing strip 착륙 활주로

① Move them ten feet in 
② Place a notice at eye level 
③ Play lively and upbeat music 
④ Have the staff lead customers in 
⑤ Design them to be visually appealing 

05 | 정답 | ①05 | 정답 | ①05 | 정답 | ①

 시장 조사와 컨설팅을 겸하는 뉴욕에 있는 한 회사의 
설립자인 Paco Underhill에 따르면 생소한 상점
에 들어오는 쇼핑객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변 환경
에 익숙해지기 위해 다섯 걸음에서 열다섯 걸음 정도 
되는 잠시 동안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특히 그들이 주
차장 혹은 붐비는 거리에서 서둘러 막 들어왔다면 걷는 
속도에서 쇼핑하는 속도로 (걸음을) 늦출 필요가 있다. 
그 결과, 그들은 바로 출입구에 놓인 그 어떤 것이라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 “나는 확신합니다. 전단지 더
미나 쇼핑 바구니 더미를 출입구의 바로 안쪽에 놓아 
보세요. 쇼핑객들은 그것들을 거의 보지 못할 것이고 
그것들을 집어 드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것들을 10피트 안쪽으로 옮겨 놓으세요. 그러면 그 전
단지와 바구니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
입니다. 쇼핑객들은 착륙 활주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Underhill은 말한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founder 설립자
❍❍❍ get one's bearings ~의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다
❍❍❍ entrance 출입구
❍❍❍ pile 더미
❍❍❍ barely 거의 ~아니게[없이]
❍❍❍ appealing 흥미를 끄는, 매력적인
❍❍❍ settle down 마음을 가라앉히다
❍❍❍ observe (의견을) 말하다, 발언하다, 논평하다
❍❍❍ filer 전단지
❍❍❍ notice 안내문, 통지
❍❍❍ take notice of ~을 알아차리다
❍❍❍ stack 더미
❍❍❍ upbeat 경쾌한, 명랑한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생소한 상점에 들어오는 쇼핑객들은 쇼핑할 마음의 준비
를 하고 상점의 환경에 익숙해지는 데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출입구 바로 안쪽에 놓아둔 광고 전단지나 쇼핑 
바구니는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
갈 가장 적절한 말은 ①‘그것들을 10피트 안쪽으로 옮겨 놓
으세요’이다.
② 눈높이에 안내문을 위치시키세요
③ 활기차고 경쾌한 음악을 트세요
④ 직원이 고객을 안내해서 들어오게 하세요
⑤ 그것들을 시각적으로 흥미를 끌게 디자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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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빈칸에 적절한 것   자존감과 낙관주의

 Several studies have found that people with low self-esteem ________ 

more readily than do people with high self-esteem. For instance, in the 

weeks prior to an exam, both people with high and with low self-esteem 

were optimistic in their exam-score estimates. However, in the moments 

prior to receiving their exam feedback, people with low self-esteem 

were more likely than people with high self-esteem to underestimate the 

exam scores they would receive. Moreover, just prior to receiving their 

exams, people with low self-esteem reported more thoughts about 

things that would lead to a poor exam score, whereas people with high 

self-esteem reported more thoughts about things that would lead to a 

good exam score.  * self-esteem 자존감  *optimistic 낙관하는

① avoid trying new things
② attempt risky behaviors
③ surrender their optimism
④ focus on not making mistakes
⑤ care what others think about them

06 | 정답 | ③06 | 정답 | ③06 | 정답 | ③

 몇몇 연구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높은 자
존감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손쉽게 낙관적 생각을 버린
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면 시험 보기 몇 주 전에
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과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
람 모두 자신의 시험 점수 추정치에 대해 낙관적이었
다. 그러나 시험 결과를 받기 전의 시기에는 낮은 자존
감을 가진 사람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보다 자신이 
받을 시험 점수를 더 낮게 평가하는 가능성이 높았다. 
더욱이 시험 문제지를 받기 바로 전에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낮은 시험 점수로 이어질 것들에 대한 생
각을 더 많이 한다고 말했으며 반면에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시험 점수로 이어질 것에 대한 생
각을 더 많이 한다고 말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readily 손쉽게, 쉽사리
❍❍❍ feedback 결과
❍❍❍ surrender 버리다, 포기하다
❍❍❍ estimate 추정(치)
❍❍❍ self-esteem 자존감
❍❍❍ optimistic 낙관하는
❍❍❍ underestimate (비용 규모 등을) 너무 적게 

잡다, 과소평가하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자신의 시험 점수 결과 예측에 대해 자존감이 높은 사람
들은 끝까지 낙관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데 비해 낮은 자존감
을 가진 사람들은 시험 점수를 받기 얼마 전부터 직전까지는 
자신의 점수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내용의 글이므
로 빈칸에는 ③‘낙관적 생각을 버린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피한다
② 위험한 행동을 시도한다
④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
⑤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신경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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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2 연결어(구) 넣기

Gateway 연결어구

 Problems can be distinguished according to whether they are 

reasonable or unreasonable. Reasonable problems are of the kind that 

can be solved in a step-by-step manner. A crossword puzzle is of this 

nature. Given a sufficient vocabulary, the empty spaces can be filled in 

one by one. Unreasonable problems, ___(A)___, cannot be treated this 

way because the task contains some 'trick' or 'catch' that must be 

understood before someone can arrive at a solution. This feature 

frustrates any step-by-step process that proceeds without the realization 

that "things aren't what they seem." ___(B)___, successful problem 

solving in these cases requires that the person acquire an insight into 

the nature of the trick. Riddles provide commonplace instances of such 

insight problems, such as the classic riddle that the Sphinx posed to 

Oedipus.

① in contrast … Hence
② in contrast … Nevertheless
③ for example … Hence
④ for example … Besides
⑤ in addition … Nevertheless

12 연결어(구) 넣기12 연결어(구) 넣기12 연결어(구) 넣기

Gateway | 정답 | ①Gateway | 정답 | ①Gateway | 정답 | ①

문제는 그것들이 합리적인지 또는 비합리적인지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 합리적인 문제는 단계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다. 크로스워드 퍼즐(십자
말풀이)이 이런 성격의 것이다. 충분한 어휘가 주어지
면 빈 공간을 하나씩 채울 수 있다. 반면에, 비합리적
인 문제는 누군가가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기 전에 반
드시 이해되어야 하는 어떤 ‘속임수’ 또는 ‘함정’을 그 
과업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특성은 ‘상황이 겉보기와는 다르다’라
는 인식 없이 진행되는 어떤 단계적인 과정도 실패하게 
한다. 이런 이유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성공적
인 문제 해결은 그 사람이 속임수의 성격에 대한 통찰
력을 획득하는 것을 요구한다.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
에게 제기했던 고전적인 수수께끼 같은 수수께끼가 그
런 통찰력 문제의 아주 흔한 사례를 제공한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distinguish 구별하다
❍❍❍ catch 함정, 올가미
❍❍❍ proceed 진행되다
❍❍❍ riddle 수수께끼
❍❍❍ pose (문제 등을) 제기하다
❍❍❍ sufficient 충분한
❍❍❍ feature 특성
❍❍❍ acquire 획득하다, 손에 넣다
❍❍❍ commonplace 흔한, 평범한
❍❍❍ vocabulary 어휘
❍❍❍ frustrate 실패하게 하다
❍❍❍ insight 통찰력
❍❍❍ instance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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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결사   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는 방법

Lack of familiarization with water is the most frequent reason for the 

general fear of water during the first swimming lessons. It is, 

___(A)___, particularly important to make this familiarization interesting, 

by using a lot of games and exercises, which emphasize the fun aspect 

of games and movement in the water as well as playing with others. If 

the process of familiarization with water can take place in ideal 

environmental conditions (in a manageable area, with lots of play 

equipment, etc.), and if success is achieved following encouragement 

from the side (praise, recognition) and reaches even self-praise, even 

anxious beginners can overcome their fears and learn to move around 

in water by themselves. ___(B)___, anxious swimmers become 

courageous swimmers, who feel at ease in water and can swim, dive 

and play safely.

① however … On the contrary
② however … In this way
③ for instance … In other words
④ therefore … In this way
⑤ therefore … On the contrary

01 | 정답 | ④01 | 정답 | ④01 | 정답 | ④

물에 대한 익숙함의 결여가 첫 번째 수영 수업 시 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의 가장 흔한 이유이다. 따라서 많
은 게임과 운동을 사용하여 익숙해지는 이 과정을 흥미
롭게 만드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 이러한 게임과 운동
은 다른 사람들과 노는 것뿐만 아니라 물속에서의 게임
과 움직임의 재미있는 면을 강조한다. 물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이상적인 환경 조건에서 (관리하기 쉬운 지역에
서, 많은 놀이 장비를 갖추고, 등등) 일어날 수 있다
면, 그리고 주변으로부터의 격려(칭찬, 인정)를 받은 
후 성공이 성취되어 자기 칭찬에까지 이르면, 불안해하
는 초보자들조차도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혼자 물
속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불안해하며 수영하던 사람들이 용감한 수영가로 변모하
는데, 그들은 물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안전하게 수
영과 잠수와 놀이를 할 수 있게 된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lack 결여, 없음
❍❍❍ general 막연한, 일반적인
❍❍❍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 encouragement 격려
❍❍❍ overcome 극복하다
❍❍❍ familiarization 익숙해짐, 익숙하게 할 
❍❍❍ frequent 흔히 있는, 빈번한
❍❍❍ emphasize 강조하다
❍❍❍ aspect 면, 양상
❍❍❍ ideal 이상적인
❍❍❍ equipment 장비, 설비
❍❍❍ recognition 인정
❍❍❍ anxious 불안한, 염려하는
❍❍❍ by oneself 혼자, 다른 사람 없이
❍❍❍ courageous 용기 있는, 용감한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A) 물에 대한 익숙함의 결여를 물에 대한 막연한 두려
움의 이유로 제시하고 나서 물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흥미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therefore가적절하다.
❍❍❍ (B) 물에 익숙해지는 과정의 바람직한 조건 두 가지를 
제시하고 나서 불안해하던 사람들이 용감하게 수영하게 된다고 
했으므로 In this way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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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결사   좌우를 나타내는 낱말의 사용이 더 어려운 이유

 Something about the words 'right' and 'left' makes them more difficult 

to use than 'up' and 'down,' or 'above' and 'below,' or 'front' and 'back.' 

Think firstly about 'above' and 'below.' To decide if one object is above 

another, we need to know what is 'up' and what is 'down.' That is easy 

— hold something in the air and let go. The way it falls is 'down' 

because gravity means things go down and not up. ___(A)___, 'near' 

and 'far' or 'front' and 'back' are easy — one can touch the front of an 

object which is nearer but can't touch the back, which is further away. 

But what about left and right? There is nothing obvious in space, such 

as gravity or the length of our arms, which tells us which way is right 

and which left. Right and left will, ___(B)___, be harder to use.

① Likewise … therefore 
② Likewise … however
③ In addition … however
④ Nevertheless … therefore 
⑤ Nevertheless … for instance 

02 | 정답 | ①02 | 정답 | ①02 | 정답 | ①

‘오른쪽’과 ‘왼쪽’이란 ‘말’에 관한 뭔가가 그 말들을 
‘위로’와 ‘아래로’나 ‘위에’와 ‘아래에’, 혹은 ‘앞쪽’과 
‘뒤쪽’보다 사용하기 더 어렵게 만든다. 우선 ‘위에’와 
‘아래에’를 생각해 보라. 하나의 물체가 다른 것의 위에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 ‘위’이고 무엇
이 ‘아래’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은 쉬운데, 뭔가
를 공중에 들고 있다가 놓아라. 중력은 사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뜻하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뜻하지 않으
므로 그것이 떨어지는 쪽이 ‘아래쪽’이다. 마찬가지로, 
‘가까운’과 ‘먼’ 또는 ‘앞쪽’과 ‘뒤쪽’은 쉽다. 한 물체의 
더 가까이에 있는 앞쪽은 만질 수 있지만 더 멀리 떨어
져 있는 뒤쪽은 만질 수 없다. 하지만 왼쪽과 오른쪽에 
관해서는 어떤가? 중력이나 우리의 팔 길이와 같이 공
간상에서 어느 쪽이 오른쪽이고 어느 쪽이 왼쪽인지를 
알려주는 명백한 것이 없다. 따라서 오른쪽과 왼쪽은 
사용하기에 더 어려울 것이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firstly 우선, 첫째로
❍❍❍ obvious 명백한
❍❍❍ let go (손에서) 놓다
❍❍❍ space 공간, 장소
❍❍❍ gravity 중력
❍❍❍ length 길이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A) ‘above’와 ‘below’를 구분하기 쉬운 것처럼 
‘near’와 ‘far’ 혹은 ‘front’와 ‘back’도 구분하기가 
쉽다는 유사한 내용이 뒤따르고 있으므로 빈칸에 적절한 말은 
Likewise이다.
❍❍❍ (B)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할 수 있는 명백한 공간적 단
서가 없는 것이 ‘원인’이라면, 이 말들을 사용하기가 더 어려
워지는 것은 그것의 ‘결과’에 해당하므로 빈칸에 적절한 말은 
therefor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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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결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의 특징

 One characteristic of critical thinkers is control of one's mental 

activities. John Dewey once observed that more of our time than most 

of us care to admit is spent "trifling with mental pictures, random 

recollections, pleasant but unfounded hopes, flitting, half-developed 

impressions." Good thinkers are no exception. ___(A)___, they have 

learned better than poor thinkers how to stop that casual, 

semiconscious drift of images when they wish and how to fix their 

minds on one specific matter, examine it carefully, and form a judgment 

about it. They have learned, ___(B)___, how to take charge of their 

thoughts, to use their minds actively as well as passively.

*trifle 게으름을 부리다 ** flitting 휙 스쳐가는

① However … otherwise
② However … in other words
③ Therefore … otherwise
④ Therefore … in other words
⑤ Similarly … for example

03 | 정답 | ②03 | 정답 | ②03 | 정답 | ②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는 자신의 정신 
활동에 대한 통제이다. John Dewey가 우리 대부
분이 인정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우리의 시간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상, 임의의 옛 생각, 유쾌하지만 
근거 없는 희망, 휙 스쳐가는, 반쯤 생긴 인상으로 게
으름을 부리는 데 쓰인다고 언젠가 말했다. 사고가 뛰
어난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심결에 
반의식 상태에서 하는 그런 심상의 표류를 원할 때 그
만두는 방법과 하나의 구체적인 일에 마음을 정하고 그
것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그것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방법을 사고가 서툰 사람보다 더 잘 익혔다. 달리 말
해,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즉 자신의 마음을 
수동적으로나 능동적으로나 사용하는 방법을 익혔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characteristic 특징
❍❍❍ admit 인정하다
❍❍❍ half-developed 반쯤 생긴
❍❍❍ drift 표류, 떠내려 감
❍❍❍ actively 능동적으로
❍❍❍ critical 비판적인, 결정적인
❍❍❍ random 임의의, 되는 대로의
❍❍❍ trifle 게으름을 부리다
❍❍❍ flitting 획 스쳐가는
❍❍❍ observe (소견을) 말하다
❍❍❍ recollection 옛 생각, 회상
❍❍❍ impression 인상, 느낌
❍❍❍ casual 무심결의, 일시적인, 우연한
❍❍❍ take charge of ~을 통제하다, ~에 대해서 

책임지다
❍❍❍ passively 수동적으로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빈칸 (A)로 시작하는 문장은 사고가 뛰어난 사람이 마
음을 하나에 집중하는 방법을 익혔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앞 문장과 의미상 대조 관계에 있다. 따라서 However가 
가장 적절하다. 
❍❍❍ 빈칸 (B)를 포함하는 문장은 사고가 뛰어난 사람이 자신
의 생각을 통제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앞 문장의 내용
을 달리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in other words가 가
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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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결어   해안 환경에 대한 극심한 압박

 Coasts are typical environments in which human impacts have led 

to a whole range of changes with considerable variation in their 

degree of impact. The coast is typically a highly populated area. 

___(A)___, many people see the coast as a place to spend their 

leisure time, taking advantage of the beaches and attractive scenery; 

indeed, some people may associate the coast purely with such 

activities. Also, coasts are seen as places to develop industrial or 

port sites, taking advantage of abundant water supplies, transport 

links, and sheltered areas for loading and unloading ships. 

___(B)___, the coastal zone experiences intense pressure from 

various sectors of the community. This pressure has the potential to 

cause change and environmental damage, if not carefully managed.

① In contrast … As a result 
② In contrast … In short
③ For instance … Otherwise 
④ In addition … As a result 
⑤ In addition … Otherwise

04 | 정답 | ④04 | 정답 | ④04 | 정답 | ④

해안은 인간의 영향이 그 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온갖 변화를 일으켜 온 전형적인 환경이다. 해
안은 전형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해안을 해변과 멋진 경치를 이용하
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여기는데, 정말이지 
어떤 이들은 해안을 순전히 그런 활동과 연관시킬지도 
모른다. 또한, 해안은 풍부한 급수, 수송 연결망, 짐을 
싣는 배와 짐을 내리는 배를 위한 보호 시스템을 갖춘 
지역을 이용하여 산업 또는 항만 부지를 개발하는 장소
로 여겨진다. 그 결과, 해안 지대는 지역 사회의 다양
한 부문으로부터 극심한 압박을 겪게 된다. 이러한 압
박은 주의 깊게 처리되지 않으면 변화와 환경 훼손을 
야기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coast 해안
❍❍❍ impact 영향
❍❍❍ considerable 상당한
❍❍❍ variation 편차, 변화의 양(정도)
❍❍❍ highly populated 인구 밀도가 높은
❍❍❍ take advantage of ~을 이용하다
❍❍❍ scenery 경치, 풍경
❍❍❍ associate 연관시키다
❍❍❍ abundant 풍부한
❍❍❍ sheltered 보호 시스템을 갖춘
❍❍❍ loading 선적, 짐 싣기
❍❍❍ unloading 하역, 짐 내리기
❍❍❍ intense 극심한
❍❍❍ sector 부문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A) 빈칸 앞에서는 해안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
는 내용이 언급되었고, 빈칸 뒤에서는 해안이 여가 시간을 보
내는 장소로 여겨진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는데, 둘 모두 해안의 
환경이 극심한 압박을 받는 이유에 해당하므로, 첨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In addition이 가장 적절하다. 
❍❍❍ (B) 빈칸 앞에서는 해안이 인구 밀도가 높으며, 여가 활
동 및 산업과 항만을 위한 장소라는 내용이 언급되었고, 빈칸 
뒤에서는 극심한 압박을 겪는다는 점이 언급되었으므로,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As a result가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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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3 무관한 문장 찾기

Gateway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Scientific experiments should be designed to show that your 

hypothesis is wrong and should be conducted completely objectively 

with no possible subjective influence on the outcome. ① Unfortunately 

few, if any, scientists are truly objective as they have often decided 

long before the experiment is begun what they would like the result to 

be. ② This means that very often bias is (unintentionally) introduced 

into the experiment, the experimental procedure or the interpretation of 

results. ③ It is all too easy to justify to yourself why an experiment 

which does not fit with your expectations should be ignored, and why 

one which provides the results you 'hoped for' is the right one. ④ It is 

important to draw a meaningful result from the experiment on peer 

group activities. ⑤ This can be partly avoided by conducting 

experiments 'blinded' and by asking others to check your data or repeat 

experiments.

13 무관한 문장 찾기13 무관한 문장 찾기13 무관한 문장 찾기

Gateway | 정답 | ④Gateway | 정답 | ④Gateway | 정답 | ④

과학 실험은 자신의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 주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결과에 미치는 그 어떤 주관적 영향도 
배제한 채로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유
감스럽게도, 진정으로 객관적인 과학자는 있다 해도 거
의 없는데, 이는 그들이 흔히 실험이 시작되기 오래 전
에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지를 이미 결정해 놓기 
때문이다. 이것은 편견이 매우 흔히 실험, 실험 절차 
또는 결과의 해석에 (무심코) 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자신의 기대와 어긋나는 실험이 왜 무시되어야 하
는지, 그리고 자신이 ‘소망했던’ 결과를 가져다주는 실
험이 왜 옳은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정당화하기는 너무
나 쉽다. (또래 집단 활동에 관한 실험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여러분이 ‘결
과를 전혀 모른 채’ 실험을 수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게 여러분의 데이터를 점검하거나 실험을 똑같이 해 보
라고 요청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hypothesis 가설
❍❍❍ subjective 주관적인
❍❍❍ unintentionally 무심코
❍❍❍ justify 정당화하다 
❍❍❍ conduct 수행하다
❍❍❍ outcome 결과
❍❍❍ procedure 절차
❍❍❍ peer group 또래 집단
❍❍❍ objectively 객관적으로
❍❍❍ bias 편견, 편향
❍❍❍ interpretation 해석



수능특강 라이트수능특강 라이트수능특강 라이트
HTTP://CAFE.NAVER.COM/EC789

변형변형변형   ➪➪➪ 빈칸 - 글순서 - 문장넣기 - 어법 - 어휘 - 연결어구 - 내용(불)일치 - 제목 - 주제 - 요지 - 요약 - 심경 - 지시어 빈칸 - 글순서 - 문장넣기 - 어법 - 어휘 - 연결어구 - 내용(불)일치 - 제목 - 주제 - 요지 - 요약 - 심경 - 지시어 빈칸 - 글순서 - 문장넣기 - 어법 - 어휘 - 연결어구 - 내용(불)일치 - 제목 - 주제 - 요지 - 요약 - 심경 - 지시어 ------------ ------------ ------------SEVEN 8 NINE

영어카페영어카페영어카페789789789- 67 -

01.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친구를 고용하는 것의 위험성

 There is no denying that friendship on the job usually interferes with 

performance. ① It is natural to want to employ your friends when 

you find yourself in time of need because you know them and 

cannot depend on a stranger. ② However, truth be told, you do not 

know your friends as well as you imagine. ③ Your friends can be 

very valuable resources in answering the question of what to do with 

your life. ④ The more favours and gifts you supply to your friends, 

the less gratitude you receive. ⑤ It has been discovered that when 

some of your friends who directly report to you become your best 

friends, you might sometimes need to tolerate poor performance in 

order to maintain healthy relationships.

01 | 정답 | ③01 | 정답 | ③01 | 정답 | ③

일할 때는 우정이 대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것
을 부정할 수 없다. 여러분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 분의 친구를 고용하기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들을 알
고 있고 낯선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
만 사실을 말하자면 여러분은 상상하는 것만큼 여러분
의 친구를 잘 알지 못한다.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때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의 친구에
게 더 많은 호의와 선물을 제공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을 더 적게 받게 된다. 여러분에게 직접 
보고하는 여러분의 몇몇 친구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
구가 된다면 여러분은 때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
해 형편없는 업무 수행을 참아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
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There is no ~ing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performance 업무 수행, 실적
❍❍❍ truth be told 사실을 말하자면
❍❍❍ favour 호의
❍❍❍ tolerate 참다, 견디다
❍❍❍ employ 고용하다
❍❍❍ valuable 귀중한
❍❍❍ supply 제공하다
❍❍❍ maintain 유지하다
❍❍❍ interfere with ~에 방해가 되다
❍❍❍ in time of need 어려운 때에
❍❍❍ resource 자산, 자원
❍❍❍ gratitude 감사(하는 마음)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주어진 글은 직장에서 친구와 함께 일하는 것의 위험성에 
관한 내용인데 ③은 친구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
으므로 ③이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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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새의 먹이인 야생 식물의 열매와 씨앗

 Many folks feed birds by putting out store-bought seeds, but a better 

way to provide food is via your wildlife plantings. If you can grow a 

variety of plants so that seeds and fruits are available year-round, it will 

be easier for both you and the birds. ① Then, even if you are not 

home, the birds will be provided for. ② And you will not feel the need 

to trudge out to the feeder during a snowstorm if the birds can find food 

in your wildlife garden. ③ Snow can protect animals and plants by 

acting like a warm blanket. ④ Therefore, when planning your garden, 

grow a variety of plants whose fruits or seeds ripen from early spring to 

fall. ⑤ Some late-bearing plants will hold on to their fruits and seeds 

well into winter, which is extremely important because this is the most 

difficult time of year for all animals to find food.

*trudge 터벅터벅 걷다

02 | 정답 | ③02 | 정답 | ③02 | 정답 | ③

많은 사람들이 가게에서 산 씨앗을 내다 놓음으로써 새
들에게 먹이를 주지만 먹이를 주는 더 나은 방법은 여
러분이 심은 야생 식물에 의한 것이다. 씨앗과 열매를 
1년 내내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양한 식물을 재
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새들 둘 다에게 더 편할 것이
다.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없어도 새들은 (먹이를) 제
공받을 것이다. 그리고 새들이 여러분의 야생 식물 정
원에서 먹이를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눈보라가 몰아
칠 때 (새의) 먹이통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가야 할 필
요를 느끼지 않아도 될 것이다. (눈은 따뜻한 담요처럼 
작용함으로써 동물과 식물을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정원을 계획할 때 이른 봄에서 가을에 이르기까지 열매
나 씨앗이 익는 다양한 식물을 재배하라. 열매를 늦게 
맺는 몇몇 식물은 겨울이 아주 깊을 때까지 열매와 씨
앗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것은 몹시 중요한데, 
이때가 한 해 중 모든 동물이 먹이를 찾기가 가장 어려
운 시기이기 때문이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seed 씨, 씨앗
❍❍❍ via ~에 의하여, ~을 매개로 하여
❍❍❍ year-round 1 년 내내, 연중 계속되는
❍❍❍ feeder (새, 동물의) 먹이통
❍❍❍ a variety of 다양한
❍❍❍ ripen 익다, 원숙하다
❍❍❍ hold on to ~을 계속 가지고 있다
❍❍❍ extremely 몹시, 극단적으로
❍❍❍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쓸모 있는
❍❍❍ blanket 담요
❍❍❍ late-bearing 열매를 늦게 맺는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주어진 글은 정원에 심은 야생 식물이 새들에게 훌륭한 
먹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눈이 담요처럼 식물과 
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③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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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정치적 도구로서의 스포츠

 Any factor that greatly affects human emotions can be effectively used 

as a strong political tool. Many times, throughout history, religion has 

been this factor. ① In a more modern example, we see that sports 

were not only used for political ends in ancient history, but they 

continue to be used this way even in modern times. ② For instance, 

when Hitler rose to power in Germany, he claimed that the German 

race was the most supreme race in the world. ③ As he tried to use 

every means available to convince the world of his views, sports were 

not an exception. ④ In this case, it is said that sports served diplomatic 

functions contributing to cultural understanding and world peace. ⑤ 

However, America was eager to prove him wrong, and in addition to 

the battlefield, the two opponents waged war in the sports arena.

*supreme 최고의

03 | 정답 | ④03 | 정답 | ④03 | 정답 | ④

인간의 감정에 대단히 영향을 끼치는 어떠한 요인이라
도 사실상 강력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역사
를 통틀어 많은 경우에, 종교가 이런 요인이었다. 더 
현대적인 예에서, 우리는 스포츠가 고대의 역사에서 정
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현
대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히틀러가 독일에서 권력을 얻었을 때, 
그는 게르만족이 세계에서 최고의 종족이라고 주장했
다. 그가 온 세계에 자신의 관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가
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려고 노력했으므로, 스포츠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경우에, 스포츠가 문화적 이해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외교적 기능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이 그가 틀렸다는 것을 간절히 입증하고 싶
어 해서, 그 두 상대는 전장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경기
장에서도 전쟁을 벌였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factor 요인, 요소
❍❍❍ affect 영향을 끼치다
❍❍❍ effectively 사실상, 실제로
❍❍❍ religion 종교
❍❍❍ end 목적 
❍❍❍ rise to power 권력을 얻다
❍❍❍ means 수단, 방법
❍❍❍ convince 납득시키다
❍❍❍ exception 예외
❍❍❍ opponent 상대, 적수
❍❍❍ wage 수행하다
❍❍❍ arena 운동 경기장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이 글은 스포츠가 권력자나 국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요지를 담고 있다. 따라
서 스포츠가 문화적 이해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외교적 
기능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④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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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연극이 지닌 특성과 매력

 Film resembles theater in several ways, but it does not serve the 

same need as theater. ① Why do we prefer to attend our children's 

weddings in person, when we could stay at home and watch a 

videotape or a DVD of the event? ② Why pay a high price for 

tickets to the big game, drive for hours, and then burn in the hot sun 

on a hard stadium seat, when you could see the game closer up on 

TV? ③ Theater is immediate, its actions present to participants and 

audience. ④ Theater appears to be in such dark eclipse that it has 

no popular audience. ⑤ And in the theater you are part of a 

community of watchers, while in a cinema you are alone, or alone 

with your partner, whose hand you squeeze from time to time.

04 | 정답 | ④04 | 정답 | ④04 | 정답 | ④

영화는 여러 면에서 연극과 비슷하지만, 연극과 동일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왜 우리는 집에 머무
르며 자녀의 결혼식 비디오테이프 또는 DVD를 볼 
수 있는데도, 몸소 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선호하는
가? 왜 여러분은 TV로 빅게임을 더 가깝게 볼 수 있
는데도, 그 게임의 관람권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여
러 시간 운전을 하며, 그런 다음에는 딱딱한 경기장 좌
석에 앉아 뜨거운 태양 아래서 피부를 햇볕에 태우는
가? 연극은 직접적이며, 그 행위는 참여자와 관객에게 
현존한다. (연극은 참으로 암울한 퇴색기에 처하여 대
중적인 관객이 없는 듯 보인다.) 그리고 극장에서는 여
러분이 관객 공동체의 일부인 반면에, 영화관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혼자이거나 이따금 여러분이 손을 
꽉 움켜쥐는 파트너와 함께 할 뿐이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resemble 비슷하다, 닮다
❍❍❍ in person 몸소, 직접
❍❍❍ immediate 직접적인
❍❍❍ squeeze 꽉 쥐다
❍❍❍ from time to time 이따금, 가끔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연극이 지닌 특성과 매력을 다룬 글이므로 연극이 너무나
도 어두운 퇴색의 국면에 있어 대중적인 관객이 없어 보인다
는 내용인 ④는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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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4 문단 내 글의 순서정하기

Gateway 글의 순서

 Cultural characteristics are not only passed from parents to children, 
but may be passed on from any one individual to another by word of 
mouth or by writing.

(A) Like those infectious diseases, cultural habits such as pop music 

preferences and clothing fashions may spread very quickly nowadays, 

especially through the media of radio and television.

(B) So some cultural changes may be adopted quite quickly by a whole 

population. Transmission of culture is rather like transmission of an 

infection. Flu and colds spread very quickly, especially with the large 

amount of contact that people now have with each other.

(C) However, other deep-roote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races and 

racial subgroups are much more difficult to change. These are the 

cultural patterns that are so resistant to alteration that they have the 

appearance of being inherent.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14 문단 내 글의 순서정하기14 문단 내 글의 순서정하기14 문단 내 글의 순서정하기

Gateway | 정답 | ②Gateway | 정답 | ②Gateway | 정답 | ②
문화적 특징들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구두로 또는 글을 통해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될 수 있다. (B) 그래서 어떤 문
화적 변화들은 전체 인구에 의해 상당히 빠르게 채택될 
수 있다. 문화의 전파는 전염병의 전파와 상당히 비슷
하다. 독감과 감기는 매우 빨리 퍼지는데, 오늘날 사람
들이 서로와 갖는 많은 양의 접촉으로 인해 특히 그렇
다. (A) 그러한 전염성 질병들처럼, 대중음악의 선호
와 의류의 유행 같은 문화적인 습관들은 오늘날 매우 
빠르게 퍼질 수 있는데, 라디오와 텔레비전이라는 매체
를 통해 특히 그럴 수 있다. (C) 하지만 민족과 민족
적 하위 집단의 다른 뿌리 깊은 문화적 특징들은 바꾸
기가 훨씬 더 어렵다. 이것들은 변화에 매우 저항적이
어서 선천적인 것처럼 보이는 문화적 양식이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characteristic 특징
❍❍❍ word of mouth 구두, 구전
❍❍❍ transmission 전파, 전염
❍❍❍ alteration 변화, 변경
❍❍❍ infectious 전염성의
❍❍❍ infection 전염(병), 감염
❍❍❍ inherent 선천적인, 내재하는
❍❍❍ preference 선호
❍❍❍ subgroup 하위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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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글의 순서   미래에도 경쟁력을 갖춘 직업

 There are some future-proof jobs that cannot be done by a machine 
or outsourced to cheaper labor. These include what they call 
high-touch jobs such as nursing and teaching, which involve a high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A) Technology refers to the closeness of world-class research facilities; 

talent is the gathering of bright, like-minded people from varied 

backgrounds; and tolerance is an open, progressive culture that 

embraces "outsiders" and difference.

(B) Cities become attractive to right-brained executives and innovators 

when they score highly on the Three Ts: technology, talent and 

tolerance.

(C) They also include occupations that involve the application of 

creativity and imagination. But, as Richard Florida points out in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these types of jobs don't work just 

anywhere.

*outsource (작업이나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다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01 | 정답 | ⑤01 | 정답 | ⑤01 | 정답 | ⑤

기계로 할 수 없거나 혹은 더 싼 인력에 외부 위탁할 
수 없는, 미래에도 경쟁력을 갖춘 몇 가지 직업이 있
다. 이에는 간호와 교육 같은 이른바 대인 접촉을 하는 
직업이 포함되는데, 이 직업들은 높은 수준의 감성(感
性) 지능을 수반한다. (C) 그것들은 또한 창의력과 
상상력의 응용을 수반하는 직업도 포함한다. 하지만 ‘창
조 계급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Richard Florida
가 지적하듯 이러한 종류의 직업이 그저 아무 곳에서나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B) 우뇌 형 경영자와 혁신
자들이 기술(technology), 재능(talent), 관용
(tolerance)이라는 ‘3T’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할 
때 도시는 그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된다. (A) 기술이
란 세계 수준의 연구 시설에 가까운 것을 나타내고, 재
능이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명석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
람들을 모으는 것이고, 관용이란‘국외자’와 차이를 받아
들이는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문화이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future-proof 미래에도 경쟁력을 갖춘
❍❍❍ refer to ∼을 나타내다
❍❍❍ progressive 진보적인
❍❍❍ executive 경영자
❍❍❍ involve 수반하다, 포함하다
❍❍❍ high-touch 대인 접촉의
❍❍❍ facility 시설
❍❍❍ embrace 받아들이다, 포옹하다
❍❍❍ innovator 혁신자
❍❍❍ application 응용, 적용
❍❍❍ emotional intelligence 감성(感性) 지능
❍❍❍ tolerance 관용, 용인
❍❍❍ right-brained 우뇌의
❍❍❍ occupation 직업
❍❍❍ imagination 상상력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이 글의 중심 생각은 미래에도 경쟁력을 갖춘 직업은 특정
한 조건하에서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주어진 글이 미
래에도 경쟁력을 갖춘 직업의 특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또 
다른 특성 규정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글 (C)가 오고, 글 
(C)에서 이러한 직업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제한적이
라고 했으므로 그 구체적 예를 제시한 글 (B)가 온 뒤, 글 
(B)에 언급된‘3T’의 구체적 설명에 해당하는 글 (A)가 그 
뒤를 잇는 것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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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글의 순서   선물의 문화적 의미

 Imagine you are invited to the birthday party of one of your work col-
leagues and as a present you bring her a bouquet of roses. Merely 
imagining this right now probably makes us feel uncomfortable.

(A) But why? A rose is a flower, it looks nice, it smells good, etc. It is 

just as nice as a sunflower, in fact, but the reaction of the receiver (and 

of those witnessing the gift) will certainly be very different.

(B) They mean different things, and this meaning determines the 

perceived value in a given context. If your colleague is happily married, 

to give her the roses will cause some embarrassment at the very least.

(C) The reason why we feel uncomfortable with roses as a gift, but not 

sunflowers, is the meaning they convey in this context. Roses stand for 

romance and love. A sunflower, in contrast, stands for happiness.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02 | 정답 | ①02 | 정답 | ①02 | 정답 | ①

여러분이 직장 동료의 생일 파티에 초대되어 장미꽃 한 
다발을 그녀에게 선물로 가져간다고 상상해 보라. 단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질 것이다. (A) 하지만 왜일까? 장미는 꽃이
며, 예쁘고, 향기도 좋고 등등이다. 사실 그것은 해바
라기에 못지않게 훌륭하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또 그 
선물을 목격하는 사람)의 반응은 분명히 매우 다를 것
이다. (C) 선물로서 장미를 불편하게 느끼지만 해바라
기는 그렇지 않은 이유는 그것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전
달하는 의미 때문이다. 장미는 로맨스와 사랑을 의미한
다. 그에 반해서 해바라기는 행복을 의미한다. (B) 그
것들은 다른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가 주어진 상황
에서 인식되는 가치(참뜻)를 결정한다. 여러분의 동료
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면 그녀에게 장미를 주는 
것은 아무리 못해도 당혹감 정도는 야기할 것이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bouquet 꽃다발
❍❍❍ witness 목격하다
❍❍❍ at the very least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 stand for ~을 의미하다
❍❍❍ merely 단지, 그저
❍❍❍ perceive 인지하다
❍❍❍ in contrast 그에 반해서
❍❍❍ reaction 반응
❍❍❍ embarrassment 당혹감
❍❍❍ convey 전달하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직장 동료의 생일 선물로 장미를 준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일이라는 주어진 글의 내용에 이어 장미와 
해바라기가 모두 예쁜 꽃이지만 장미를 선물하는 것은 해바라
기를 선물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내용인 (A)가 이어지고, 다
음에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에 관한 내용인 (C)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받아들여
지는 의미에 대해 정리해 주는 내용인 (B)가 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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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글의 순서   연기에서 집중력의 필요성

 Most people, under ordinary circumstances, have relatively short at-
tention spans. A few people, however, have the ability to concentrate 
for long periods of time, sometimes longer than their physical bodies 
can tolerate.

(A) Every actor must have this same basic mental strength, the ability 

to concentrate for long periods of time while surrounded by infinite 

distractions. The capacity to concentrate separates great acting from 

good acting.

(B) A racecar driver must have the ability to concentrate for hours on 

end while moving at speeds in excess of 200 miles per hour with only 

inches separating his car from his opponent's. Any lapse of 

concentration means certain failure — or worse. Only after the race is 

complete can the winning driver physically relax and enjoy his victory.

(C) Onstage, concentration is the ability to focus your energy toward a 

single sequence of actions. These actions may be directed toward an 

object, yourself, another person, or a group of people, including the 

audience in certain types of theatre.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03 | 정답 | ②03 | 정답 | ②03 | 정답 | ②

일상적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의 지속 시간
이 비교적 짧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장시간 동안, 
때로는 신체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B) 경주용 차 운전자는 단지 몇 
인치만이 자신의 차와 상대의 차를 갈라놓은 채로 시속 
200마일을 초과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동안 장시간 계
속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집중력의 어떤 
실수도 확실한 실패 혹은 더 나쁜 것을 의미한다. 우승
한 운전자는 경주가 마무리되고 나서야 비로소 신체적
으로 긴장을 풀고 자신의 승리를 즐길 수 있다. (A) 
모든 배우는 이와 똑같은 기본 정신력, 즉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무수한 것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을 때 장시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훌륭한 연기와 괜찮은 연기를 갈라놓는다. (C) 
무대 위에서 집중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한 장면의 (연
속되는) 행위로 집중시키는 능력이다. 이런 행위는 사
물, 여러분 자신, 다른 사람, 혹은 특정한 유형의 극장
에 있는 관객을 포함하여 한 무리의 사람들을 향할 수 
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ordinary 일상적인 통상의
❍❍❍ attention span 주의 지속 시간
❍❍❍ infinite 무수한, 무한한
❍❍❍ separate ∼ from ... ∼와 …을 

가르다[분리하다]
❍❍❍ distraction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 주의 산만
❍❍❍ on end 계속
❍❍❍ in excess of ∼을 초과하여
❍❍❍ lapse 실수, 잘못
❍❍❍ circumstance 상황, 환경
❍❍❍ tolerate 견디다, 참다
❍❍❍ opponent (경기·논쟁 따위의) 상대, 적
❍❍❍ sequence (영화 등의 연속된) 한 장면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어떤 사람들에게는 장시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주어진 글 뒤에는 그 사례로 경주용 차 운전자를 소개하는 
(B)가 이어지고, 배우도 훌륭한 연기를 위해 경주용 차 운전
자가 가진 것 같은 정신력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하는 (A)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무대 위에서의 집중력에 대
해 언급하는 (C)는 (A)의 배우의 능력과 연결되는 내용으
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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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글의 순서   브랜드의 기원과 역할

The word brand is derived from the Old Norse word brandr, which 
means to burn by fire. From this 11th-century Northern Germanic ori-
gin, the word has been added to the dictionary of the 21st-century 
modern life.

(A) Ancient Egyptians marked their livestock with hot irons, and the 

process was widespread in Europe during the Middle Ages, not to 

mention in the American West centuries later.

(B) The dynamics of the brand reputation helped build better 

businesses even back then, and the role of the brand has continued 

ever since.

(C) Such branding helped ranchers, both ancient and contemporary, to 

separate cattle after they grazed in communal ranges; in addition, 

herders with quality livestock were able to distinguish themselves from 

those ranchers with inferior animals.

* communal 공동의 ** inferior 열등한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04 | 정답 | ①04 | 정답 | ①04 | 정답 | ①
‘브랜드’라는 말은 옛 스칸디나비아어 단어인 
‘brandr’에서 파생된 것인데, 그 말은 불에 탄다는 
의미이다. 이 11세기의 북부 게르만어에서 기원하여, 
그 말은 (이제) 21세기 현대 생활의 사전에 더해졌다. 
(A) 고대 이집트인들은 달구어진 인두로 자신들의 가
축을 표시했는데, 그 방식이 중세에 유럽에 널리 퍼졌
고, 수 세기 이후에 미국의 서부에서는 말할 것도 없
다. (C) 그러한 낙인찍기는 공동 방목장에서 소들이 
풀을 뜯은 이후에 옛날이나 당대에나 목장 주인들이 소
들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게다가 품질이 뛰어
난 가축을 가진 목부(牧夫)들은 자기 자신들을 질 낮
은 가축을 가진 목장주들과 구별 지을 수 있었다. (B) 
브랜드 명성의 힘은 거슬러 올라가 그 당시에도 더 나
은 사업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브랜드의 역할
은 이후로 줄곧 지속되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be derived from ~에서 파생하다, ~에서 
유래하다

❍❍❍ Germanic 게르만어의, 게르만의
❍❍❍ hot iron 달구어진 인두
❍❍❍ dynamics 힘, 원동력
❍❍❍ rancher 목장 주인
❍❍❍ graze 풀을 뜯다
❍❍❍ herder 목부(收夫)
❍❍❍ Old Norse 옛 스칸디나비아어(語)의
❍❍❍ livestock 가축
❍❍❍ not to mention ∼은 말할 것도 없이
❍❍❍ reputation 명성, 평판
❍❍❍ contemporary 당대의, 동시대의
❍❍❍ range 방목장
❍❍❍ distinguish oneself from 자신을 ∼와 

구별 짓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브랜드’라는 말의 기원과 그 의미의 역사적 확장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는 주어진 글 다음에, 낙인 작업이 이루어진 과
정과 그 과정의 전파를 설명하는 내용의 (A)가 이어지고, 그
러한 낙인 과정(작업)이 당시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설명
하는 내용의 (C)가 온 후, 브랜드의 이러한 역할이 그 당시
에서부터 줄곧 계속되어 왔다는 내용의 (B)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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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5 문단속에 문장 넣기

Gateway 문장 넣기

Surprised by the vision of an unfamiliar silhouette pushing into the 
house, these dogs were using their eyes instead of their noses.

Remember when you were little and you imagined that adults had 

infinite power? Surely someone who could drive the car, open the juice 

container, and reach the sink could make it stop raining. (�) I think 

that's the same expectation that we have with respect to our dogs and 

their ability to smell. (‚) Because they are so good at using their 

noses, we assume that they can smell anything, anytime. (ƒ) But dogs 

use other senses, too, and the brains of both humans and dogs tend to 

intensify one sense at a time. („) Many owners have been snapped at 

by their dogs when they returned home with a new hairdo or a new 

coat. (…) Their noses may be remarkable, but they're not always 

switched on.

15 문단속에 문장 넣기15 문단속에 문장 넣기15 문단속에 문장 넣기

Gateway | 정답 | ⑤Gateway | 정답 | ⑤Gateway | 정답 | ⑤

여러분은 어려서 성인들은 무한한 힘이 있다고 상상했
던 때를 기억하는가? 차를 운전할 수 있고, 주스 병을 
열 수 있고, 싱크대에 손이 닿을 수 있는 사람은 틀림
없이 비를 그치게 할 수 있을 터였다. 그것은 우리의 
개들과 그 개들의 냄새 맡는 능력에 관하여 우리가 가
지는 기대와 똑같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개들이 
코를 사용하는 데 매우 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개들이 어느 것이든, 언제든지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개들은 다른 감각도 또한 사용하고, 인
간의 뇌나 개의 뇌나 모두 한 번에 한 가지 감각을 강
화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주인들이 머리 모양을 새로 
하거나 새 코트를 입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들의 개
들이 덤벼들었던 경험이 있다. 낯선 형체가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광경에 의해 깜짝 놀란 이 개들은 코 대
신에 눈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개의 코는 훌륭할 
수 있지만 늘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silhouette 외형(윤곽), 실루엣
❍❍❍ with respect to ~에 관하여
❍❍❍ intensify 강화하다, 증강하다
❍❍❍ hairdo 머리형, (여자의) 머리 치장법
❍❍❍ infinite 무한한, 한량없는
❍❍❍ assume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다다
❍❍❍ snap at (기다렸다는 듯이) ∼에 덤벼들다, ∼을 

덥석 물다
❍❍❍ remarkable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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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장 넣기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사고 능력

At the personal level, globalization brings about an ever-quickening 
pace of life.

 Whether we like it or not, globalization is changing the way we work 

and live. (�) First of all, we are increasingly faced with complex 

problems that affect the whole world, whether it is global warming, 

pollution, financial crises, or new epidemics. (‚) We need good thinking 

and creative ideas to coordinate efforts to solve these problems. (ƒ) 

We have a huge amount of information available, but what we learn 

today might easily become obsolete tomorrow. („) Although fast 

changes also bring new opportunities, we now have to compete with 

talented people across the world. (…) To be successful in this 

environment, we need good thinking skills that can help us make 

reliable decisions and acquire new knowledge quickly.

*obsolete 더 이상 쓸모없는

01 | 정답 | ③01 | 정답 | ③01 | 정답 | ③

좋든 싫든, 세계화가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우선, 그것이 지구 온난화이든, 오염
이든, 재정 위기이든, 아니면 신종 유행병이든, 우리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복잡한 문제들에 점점 더 직
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훌륭한 사고와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세계화가 계속해
서 빨라지는 삶을 초래한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양의 
가용 정보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내일이면 
쉽사리 더 이상 쓸모없게 될 수 있다. 빠른 변화가 새
로운 기회를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전 세
계의 인재들과 경쟁해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지식
을 빠르게 습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ever-quickening 계속해서 빨라지는
❍❍❍ affect 영향을 끼치다
❍❍❍ crisis 위기 (pl. crises)
❍❍❍ reliable 확실한, 믿을만한
❍❍❍ epidemic 유행병, 전염병
❍❍❍ acquire 습득하다
❍❍❍ obsolete 더 이상 쓸모없는
❍❍❍ financial 재정의
❍❍❍ coordinate 조직화하다, 조정하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주어진 문장은 개인의 차원에서 세계화가 빠른 속도의 삶
을 초래한다는 내용인데, ③ 앞에서 전 세계 차원의 세계화
의 부정적인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덕
목을 설명하고 있고, ③뒤에서 세계화로 인해 개인의 삶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에게 필요한 덕목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은 ③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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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문장 넣기   2인칭 대명사 you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What's more, the word can sometimes create the wrong impression.

Although you want to focus on the reader or listener, don't overuse or 

misuse the second-person pronoun you. (�) Readers and listeners 

appreciate genuine interest; on the other hand, they feel bitter about 

obvious attempts at manipulation. (‚) The authors of some sales 

messages, for example, are guilty of overkill when they include you 

dozens of times in a direct-mail promotion. (ƒ) Consider this statement: 

You cannot return merchandise until you receive written approval. („) 

The word you appears twice, but the reader may feel singled out for 

criticism. (…) In the following version, the message is less personal and 

more positive: Customers may return merchandise with written 

approval.

* overkill 과잉 ** merchandise 상품

02 | 정답 | ③02 | 정답 | ③02 | 정답 | ③

비록 여러분이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
고 싶을지라도, 2인칭 대명사 ‘you’를 과도하게 사용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마라.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진심 어린 관심을 높이 평가하지만, 반면에 그들은 조
종하려는 명백한 시도에 대해서는 야속하게 여긴다. 예
를 들어 일부 판촉 메시지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광고용 
우편물 홍보에서 ‘you’를 수십 번이나 포함시켜 과잉
의 과오를 저지른다. 더구나 그 단어는 때때로 그릇된 
인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다음의 진술을 생각해보라. 
‘당신은 당신이 서면 승인을 받고나서야 비로소 상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you’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
지만, 읽는 사람은 비판 대상으로 지목된 것으로 느낄 
수 있다. 다음의 변형된 진술에서 그 메시지는 덜 개인
적이고 더 긍정적이다. ‘고객들은 서면 승인을 받아 상
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second-person 2인칭의
❍❍❍ genuine 진심 어린
❍❍❍ manipulation 조종, 조작
❍❍❍ statement 진술
❍❍❍ single out ∼을 지목하다, ∼을 선발하다
❍❍❍ version 변형(된 것), 이형
❍❍❍ pronoun 대명사
❍❍❍ overkill 과잉
❍❍❍ merchandise 상품
❍❍❍ feel bitter about ∼에 대해 야속하게 여기다
❍❍❍ promotion 홍보, 판촉 활동
❍❍❍ written approval 서면 승인
❍❍❍ criticism 비판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주어진 문장은 What’s more로 시작하면서 ‘you’
라는 단어가 그릇된 인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you’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일으키는 문제에 
관한 언급이 끝나는 문장 다음, 그리고 ‘you’의 사용이 그릇
된 인상을 만들어 내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시작되는 문장 앞
인 ③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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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문장 넣기   소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

Overeating is a double attack on the body's limited resources of 
energy.

 It takes 50% of our energy to digest a meal of fruits, vegetables, 

grains, and nuts. (�) If our meal consists of cooked and processed 

foods, our body will direct about 80% of its energy toward digestion. 

(‚) Heavy meals, with fat and sugar, can take up to 14 hours to digest, 

forcing your body to work all through the night and early hours of the 

morning. (ƒ) No wonder you're not full of energy after a night's sleep. 

(„) So, if you eat more raw fruits and vegetables and less fat and 

sugar you'll regain some of that lost energy. (…) Not only does it cause 

the body to work overtime digesting food, but the extra weight that we 

have to carry throughout the day saps even more energy.

* sap (기력을) 소모시키다, 악화시키다

03 | 정답 | ⑤03 | 정답 | ⑤03 | 정답 | ⑤

과일, 채소, 곡물, 그리고 견과의 한 끼 식사를 소화시
키는 데는 우리가 가진 에너지의 50%가 필요하다. 
우리가 먹는 식사가 조리되고 가공된 음식으로 구성되
어 있다면, 우리 몸은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의 약 
80%를 쏟을 것이다. 지방과 설탕이 들어간, 소화가 
잘 안 되는 식사는 소화되는 데 최대 14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밤새도록, 그리고 
이른 아침 시간 내내 일을 해야만 한다. 하룻밤을 자고 
난 후에 활력이 넘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먹고 지방과 설탕을 
덜 섭취한다면, 잃어버린 그 활력의 일부를 되찾을 것
이다. 과식은 신체의 제한된 에너지 자원을 이중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그것은 몸이 음식을 소화시키면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하도록 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견뎌야만 하는 가외의 체중은 훨씬 더 많은 기력을 소
모시킨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overeating 과식
❍❍❍ grain 곡물
❍❍❍ raw fruit 생과일
❍❍❍ limited 제한된
❍❍❍ consist of ∼로 구성되어 있다
❍❍❍ regain 되찾다 회복하다
❍❍❍ sap (기력을) 소모시키다, 약화시키다
❍❍❍ digest 소화되다, 소화시키다
❍❍❍ processed 가공된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이 글은 소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서술하는 내용이
다. 주어진 문장은 과식이 몸의 에너지 자원을 이중으로 공격
한다고 했으므로, 과식이 몸의 에너지 자원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서술하는 내용 앞인 ⑤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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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문장 넣기   우주여행

Nevertheless, the continued interest in space tourism indicates that 
the concept is an emerging market.

 Human curiosity about the stars predates travel and tourism as we 

know it today, so it is not surprising that travel into space should be 

gaining in popularity. (�) In this regard, Brown identifies a number of 

studies demonstrating public interest in space tourism. (‚) Despite this 

interest, the prohibitively expensive cost of space travel makes it clear 

that not too many of us are likely to be getting a "moon-tan" in the near 

future. (ƒ) The establishment of many space tourism companies and 

the building of spaceports in New Mexico,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Sweden are clear signals that space tourism has a future. („) 

Wikipedia lists twenty-nine private companies offering or planning 

manned spaceflights. (…) The two most prominent companies seem to 

be Space Adventures and Virgin Galactic.

* predate ~보다 (시간상) 앞서다

04 | 정답 | ③04 | 정답 | ③04 | 정답 | ③

별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바의 여행과 관광보다 시간상 앞서기 때문에, 우주여행
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Brown은 우주여행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보여 주는 수많은 연구를 찾아낸다.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엄두도 못 낼 만큼 비싼 우주여행의 비용은 
우리들 중 썩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미래에 ‘달빛으로 
피부를 그을리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여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
심은 그 개념이 신흥 시장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많은 
우주관광 회사의 설립과 뉴멕시코, 아랍에미리트 연방, 
스웨덴의 우주 공항 건설은 우주여행에 미래가 있다는 
분명한 신호이다. 위키피디아는 유인(有人) 우주 비행
을 내놓거나 계획하고 있는 29개의 개인 회사를 열거
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두 개의 회사는 Space 
Adventures와 Virgin Galactic으로 보인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indicate 보여 주다, 나타내다
❍❍❍ gain in popularity 인기를 얻다
❍❍❍ prohibitively 엄두를 못 낼 만큼
❍❍❍ manned 유인의
❍❍❍ concept 개념
❍❍❍ in this regard 이것과 관련하여
❍❍❍ establishment 설립, 기관
❍❍❍ spaceflight 우주 비행
❍❍❍ emerging 신흥의, 최근 생겨난
❍❍❍ identify 찾다, 발견하다
❍❍❍ spaceport 우주 공항
❍❍❍ prominent 두드러진, 현저한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이 글의 중심 생각은 우주여행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③ 바로 앞 문장에서 가까운 미래에 많은 사
람들이 우주여행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
어 놓지만, ③ 바로 다음의 문장은 우주여행에 필요한 회사
의 설립과 공항 건설을 근거로 우주여행에 미래가 있다는 긍
정적 전망을 보여 준다. 따라서 부정적 전망으로부터 긍정적 
전망으로 방향을 틀어 우주여행이 신흥 시장이라고 규정하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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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6 문단 요약

Gateway 요약 

 There are two types of managers in business organizations: functional 

managers and project managers. Both types of managers have different 

roles and qualities. Functional managers head one of a firm's 

departments such as marketing or engineering, and they are specialists 

in the area they manage. They are skilled at breaking the components 

of a system into smaller elements, knowing something of the details of 

each operation for which they are responsible. On the other hand, 

project managers begin their career as specialists in some field. When 

promoted to the position of project manager, they must transform from 

technical caterpillar to generalist butterfly. They oversee many 

functional areas, each with its own specialists. Therefore, what is 

required is an ability to put many pieces of a task together to form a 

coherent whole. Thus, to understand a frog, for example, functional 

managers cut it open to examine it, but project managers watch it swim 

with other frogs and consider the environment.

* caterpillar 애벌레
⇩

In business organizations, compared with the functional managers 
who generally ___(A)___ what forms a system, project managers fo-
cus on ___(B)___ all of its elements.

① analyze … splitting ② analyze … combining
③ modify … distributing ④ assemble … dividing
⑤ assemble … blending

16 문단 요약16 문단 요약16 문단 요약

Gateway | 정답 | ②Gateway | 정답 | ②Gateway | 정답 | ②

 기업 조직에는 기능적 관리자와 사업 관리자라는 두 
가지 유형의 관리자가 있다. 두 가지 유형의 관리자 모
두는 서로 다른 역할과 자질을 지니고 있다. 기능적 관
리자들은 마케팅부나 기술부와 같은 회사의 부서 중 한 
부서를 이끌고, 자신이 관리하는 영역의 전문가이다. 
그들은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더 작은 요소로 나누는 
데 능숙하고, 자신이 담당하는 각 사업의 세부사항의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 반면에 사업 관리자들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경력을 시작한다. 사업 관리자의 지
위로 승진되면 그들은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애벌레
에서 여러 분야에 대해 많이 아는 나비로 바뀌어야 한
다. 그들은 많은 기능 영역들을 감독하는데, 각각의 그 
기능 영역에는 그 자체의 전문가들이 있다. 따라서 (그
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과업의 많은 부분을 모아 
일관성 있는 통일체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
므로 예를 들어 개구리를 이해하기 위해 기능적 관리자
들은 그것을 절개해서 그것을 조사하지만, 사업 관리자
들은 그것이 다른 개구리들과 헤엄치는 것을 지켜보고 
그 환경을 고려한다.

⇩
기업 조직에서, 보통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분석하는 
기능적 관리자들에 비해 사업 관리자들은 그것(시스템)
의 요소 전부를 결합하는 것에 집중한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head 이끌다, 통솔하다
❍❍❍ specialist 전문가
❍❍❍ component 구성 요소, 성분
❍❍❍ transform from ~ to …: ~에서 …으로 

바뀌다
❍❍❍ generalist 다방면에 걸쳐 많이 아는 (사람)
❍❍❍ coherent 일관성 있는
❍❍❍ firm 회사
❍❍❍ be skilled at ∼에 능숙하다
❍❍❍ be responsible for ∼을 담당하다, ∼을 

책임지다
❍❍❍ technical 전문적인, 기술적인
❍❍❍ oversee 감독하다
❍❍❍ examine 검사[조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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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요약   시간당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심적 태도

 People who are paid by the hour volunteer less of their time and tend 

to feel more nervous or impatient when they are not working. In an 

experiment carried out by Sanford DeVoe and Julian House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two different groups of people were asked to 

listen to the same passage of music — the first 86 seconds of "The 

Flower Duet" from the opera "Lakmé." Before the song, one group was 

asked to calculate their hourly wage. The participants who made this 

calculation ended up feeling less happy and more impatient while the 

music was playing. "They wanted to get to the end of the experiment to 

do something that was more profitable," Mr DeVoe explains.

⇩
According to the experiment by DeVoe and Julian House, people who 
see their time in terms of ___(A)___ tend to be more ___(B)___ when 
they are not working.

① leisure … anxious ② money … relaxed
③ leisure … satisfied ④ money … anxious
⑤ efficiency … relaxed

01 | 정답 | ④01 | 정답 | ④01 | 정답 | ④

 시간당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하는 시간이 
더 적고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더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경향이 있다. 토론토 대학교의 Sanford 
DeVoe와 Julian House가 수행한 실험에서, 
서로 다른 두 집단의 사람들이 동일한 악절, 즉 오페라 
“Lakme”에 나오는 “The Flower Duet”의 
초반 86초 부분을 들어 보라고 요청받았다. 노래에 앞
서 한 그룹은 자신들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보라고 요
청받았다. 이러한 계산을 한 참여자들은 그 음악이 재
생되는 동안 결국 덜 유쾌하고 더 안절부절못하는 기분
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득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그 실험을 끝내고 싶어 했어요.”라고 DeVoe 
씨가 설명한다.

⇩
DeVoe와 Julian House의 실험에 따르면, 자
신들의 시간을 돈이라는 면에서 보는 사람들이 일을 하
고 있지 않을 때 더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volunteer 자원하다; 자원 봉사자
❍❍❍ passage <음악> 악절
❍❍❍ nervous 초조한
❍❍❍ calculate 계산하다
❍❍❍ impatient 안절부절못하는, 짜증을 내는
❍❍❍ wage 임금
❍❍❍ participant 참가자 
❍❍❍ end up 결국 ∼하게 되다
❍❍❍ profitable 수익성이 있는, 이득이 되는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이 글의 중심 생각은 자신들의 시간을 돈의 관점으로 파
악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더 불안해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각각 money와 anxiou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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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요약   상대방을 지지하기 위한 경청의 자세

 When listening to provide support, it's important to avoid judgmental 

responses. Although Western culture emphasizes evaluation, we don't 

always need to judge others or what they feel, think, and do. When we 

judge what another says, we move away from that person and his or 

her feelings. To restrain evaluative tendencies, ask whether you really 

need to pass judgment in the present moment. Only if someone asks 

for our judgment should we offer it when we are listening to support. 

Even if our opinion is sought, we should express it in a way that 

doesn't offend others. Sometimes people excuse judgmental comments 

by saying, "I mean this as constructive criticism." Too often, however, 

the judgments are not constructive and harsher than needed. Good 

relational listening includes responses that support others.

⇩
It is desirable to ___(A)___our judgment in listening to support others, 
and it is necessary not to be ___(B)___when we have to give them 
feedback.

① repeat … specific     ② repeat … offensive
③ determine … compassionate    ④ suspend … specific
⑤ suspend … offensive 

02 | 정답 | ⑤02 | 정답 | ⑤02 | 정답 | ⑤

 (누군가를) 지지해 주려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는 판단을 하는 반응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구 문
화가 평가를 강조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항상 다른 사
람들이나 그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판단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하
는 것을 판단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감정
으로부터 멀어진다. 평가하는 성향을 억제하기 위해서
는 여러분이 정말로 현재의 순간에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는지를 물어보아라. 우리가 지지해주려고 듣고 있을 
때에는 어느 누군가가 우리의 판단을 부탁할 경우에만 
판단을 제공해야만 한다. 우리의 의견을 구한다고 해
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 방식으
로 의견을 표현해야만 한다. 때때로 사람들은 “저는 이
것을 건설적인 비판의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라는 
말로 비판적인 의견 제시에 대해 해명한다. 그러나 너
무나도 자주, 판단은 건설적이지 않으며 필요 이상으로 
더욱 가혹하다. 훌륭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듣기는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반응을 포함한다.

⇩
다른 사람을 지지하려고 (그들의 말을) 들을 때는 우리
의 판단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피드백을 해 주어야 할 때에는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것
이 필요하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compassionate 인정 많은, 동정하는
❍❍❍ constructive 건설적인
❍❍❍ emphasize 강조하다
❍❍❍ evaluation 평가
❍❍❍ evaluative 평가의
❍❍❍ excuse 해명하다, 변명하다
❍❍❍ harsh 가혹한
❍❍❍ judgemental 판단의
❍❍❍ offend 불쾌하게 하다
❍❍❍ present 현재의
❍❍❍ relational 관계를 나타내는
❍❍❍ response 반응
❍❍❍ restrain 억제하다
❍❍❍ seek 구하다, 추구하다
❍❍❍ tendency 성향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누군가를 지지해 주려고 그들의 말을 들을 때는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그들에게 피드백을 해 주어야 할 
때에는 불쾌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글의 주된 내용이므로, 요약문의 빈칸 (A), (B)에는 
각각 suspend와 offensive가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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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요약   부정적 행위를 더 이전의 행동인 것처럼 기억하려는 경향

 We continually create false personal narratives. By enhancing 

ourselves and derogating others, we automatically create biased 

histories. We were more moral, more attractive, more beneficial to 

others than in fact we were. Recent evidence suggests that forty- to 

sixty-year-olds naturally push memories of negative moral actions 

roughly ten years deeper into their past than memories of positive 

ones. Likewise, there is a similar but not so pronounced bias regarding 

nonmoral actions that are positive or negative. An older self acted 

badly; a recent self acted better. I am conscious of this in my own life. 

When saying something personal, whether negative or positive, I 

displace it farther in the past, as if I am not revealing anything personal 

about my current self, but this is especially prominent for negative 

information — it was a former self acting that way.

* derogate (가치 ž 명예 따위를) 떨어뜨리다
⇩

We tend to feel ___(A)___about ourselves by creating false memories 
concerning our negative actions, moral or nonmoral, as if we had 
done the actions ___(B)___ than we actually did.

① good … earlier
② good … faster
③ confused … better
④ bad … earlier
⑤ bad … faster

03 | 정답 | ①03 | 정답 | ①03 | 정답 | ①

 우리는 끊임없이 개인에 관한 거짓된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우리 자신의 가치는 높이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
는 떨어뜨림으로써 우리는 자동적으로 편향된 이력을 
만들어 낸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그랬던 것보다 더 
도덕적이었고, 더 매력적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용했다는 것이다. 40세에서 60세의 사람들은 자연
스럽게 부정적인 도덕적 행위에 대한 기억을 긍정적인 
도덕적 행위에 대한 기억보다 대략 10년 더 멀리 자
신의 과거로 밀어낸다고 최근의 증거는 시사한다. 마찬
가지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도덕과 관계없는 행위
에 관해서는 유사하지만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은 편향
이 있다. 옛날의 자신은 나쁘게 행동했지만, 최근의 자
신은 더 낫게 행동했다는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의 삶에
서 이것을 의식한다.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이든지 개인
적인 것을 말할 때 나는 마치 현재의 내 자신에 관한 
개인적인 것은 어떤 것도 드러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것을 더 먼 과거로 옮겨 놓지만, 이것은 부정적인 정
보에 있어서 특히 두드러진다. 즉,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은 이전의 자신이었다는 것이다.

⇩
우리는, 도덕적이든 도덕과 관계없든, 우리의 부정적인 
행위를 우리가 실제로 했던 것보다 더 이전에 했던 것
처럼 그 행위에 관한 잘못된 기억을 만들어 냄으로써 
자신을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continually 끊임없이
❍❍❍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 beneficial 유용한, 유익한
❍❍❍ roughly 대략, 대충
❍❍❍ pronounced 뚜렷한 현저한
❍❍❍ non moral 도덕과 관계없는, 윤리적·도덕적 범주 

외의
❍❍❍ displace (원래 위치에서) 옮겨 놓다
❍❍❍ prominent 두드러진, 현저한
❍❍❍ enhance (가치·능력·매력 등을) 높이다 향상하다
❍❍❍ biased 편향된, 선입견이 있는
❍❍❍ negative 부정적인
❍❍❍ positive 긍정적인
❍❍❍ regarding ∼에 관해서(는)
❍❍❍ be conscious of ∼을 의식하고 있다
❍❍❍ reveal (알려지지 않은 것을) 드러내다, 알리다
❍❍❍ former 이전의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도덕적인 행동이든 
도덕과 관계없는 행동이든 부정적인 행동은 더 이전에 했던 
것처럼 기억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요약문의 빈칸 
(A)에는 good이, 빈칸 (B)에는 earlier가 가장 적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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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요약   발화 ‘yeah’의 함축된 의미에 대한 문화적 시각차

 Cultural miscommunication can occur between speakers of the 

same language with differing cultural backgrounds. A British boss 

asked a new, young American employee if he would like to have an 

early lunch at 11 A.M. each day. The employee answered as 

agreeably as he could, "Yeah, that would be great!" The boss, 

hearing the word yeah instead of the word yes, assumed that the 

employee was rude and ill-mannered. The boss responded rudely 

and coldly, "With that kind of attitude, you might as well forget about 

lunch!" The employee was hurt and confused. What had gone 

wrong? In the process of the employee's encoding agreement (the 

intended meaning) into yeah (a word symbol) and then the boss's 

decoding of that same symbol, the boss received a message entirely 

different from the message the employee had meant to send.

⇩
Cultural miscommunication happened when the utterance of "yeah" by 
an American employee made a British boss think the American was 
___(A)___, but the employee never knew or intended his utterance to 
be ___(B)___ that way by the boss.

① familiar … distorted  ② familiar … interpreted
③ sociable … employed ④ impolite … interpreted
⑤ impolite … employed

04 | 정답 | ④04 | 정답 | ④04 | 정답 | ④

 문화적 차이에 따른 잘못된 의사소통이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동일한 언어 화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
다. 한 영국인 상사가 신출내기 젊은 미국인 사원에게 
매일 오전 11시에 이른 점심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물
었다. 그 사원이 “예(yeah), 그거 좋겠어요!”라고 
최대한 흔쾌히 대답했다. 단어 ‘yes’ 대신에 단어 
‘yeah’를 듣자, 그 상사는 그 사원이 무례하고 예의
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 상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
는 점심은 잊어버리는 편이 나을 거야!”라고 무례하고 
차갑게 응답했다. 그 사원은 감정이 상하고 어리둥절해
졌다.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인가? 사원이 동의(의도된 
의미)를 ‘yeah’(단어 기호)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상
사가 동일한 그 기호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그 상사는 
그 사원이 전하려고 의도한 메시지와 전혀 다른 메시지
를 받은 것이다.

⇩
문화적 차이에 따른 잘못된 의사소통이 미국인 사원의 
발화 ‘yeah’가 영국인 상사로 하여금 그 미국인이 무
례하다고 생각하게끔 했을 때 일어났지만, 그 사원은 
자신의 발화가 상사에 의해 그렇게 해석되리라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고 의도하지도 않았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cultural miscommunication 문화적 
차이에 따른 잘못된 의사소통

❍❍❍ agreeably 흔쾌히, 기분 좋게
❍❍❍ might as well ~하는 편[것]이 낫다
❍❍❍ decode 해독하다
❍❍❍ sociable 사교적인, 사귀기 쉬운
❍❍❍ ill-mannered 예의가 없는
❍❍❍ confused 어리둥절한
❍❍❍ entirely 전혀, 아주
❍❍❍ employee 사원, 직원
❍❍❍ attitude 태도
❍❍❍ encode 말로 표현하다, 부호화하다
❍❍❍ distort 왜곡하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매일 이른 점심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묻는 영국인 상사에
게 젊은 미국인 신입 사원이 ‘yeah’라고 동의하자 그 상사
는 그가 무례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원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글의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요약문의 빈칸 
(A)에는 impolite가, 빈칸 (B)에는 interpreted가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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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7 장문 독해: 1지문 2문항

Gateway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True understanding inevitably requires a knowledge of context. The 

proper way of understanding a beast in a zoo is a telling example. At 

the zoo, visitors may witness a great beast pacing behind the bars of 

its cage. They may observe and admire the creature, its amazing bone 

structure, and its magnificent coat. However, no matter how long 

visitors spend in front of that cage, they will never truly understand the 

beast. True understanding can only come from seeing the creature in 

its natural surroundings and, in turn, the ways in which its presence 

affects its environment. 

 What is true of the mysterious beast in the zoo is also true of science. 

To fully understand science, it must be considered within the society in 

which it functions. Science is not conducted in a __________. It is 

embedded within a social fabric, and just as a flesh-and-blood beast 

influences and is influenced by its environment, so too do science and 

society mutually influence one another. Society, through ethical and 

economic constraints, exerts a powerful influence on what science 

accomplishes. At the same time, the results of science have profound, 

and sometimes unexpected, impacts on every human being on earth. 

Therefore, to make sense of science-related issues, it is critical to 

recognize the bi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society.

* exert 행사하다, 발휘하다

01 제목
① Animal Society: A Mirror of Ourselves
② A New Perspective for Studying Zoology
③ What Has Science Done for You Recently?
④ Why Does Science Need Critical Thinking?
⑤ Understanding Science: Society Does Matter

02 빈칸
① vacuum  ② pattern  ③ moment  ④ community  ⑤ conflict

17 장문 독해: 1지문 2문항17 장문 독해: 1지문 2문항17 장문 독해: 1지문 2문항

Gateway | 정답 | 01 ⑤ 02 ①Gateway | 정답 | 01 ⑤ 02 ①Gateway | 정답 | 01 ⑤ 02 ①

 진정한 이해에는 필연적으로 상황을 아는 것이 필요하
다. 동물원의 동물을 이해하는 올바른 방법이 효과적인 
예이다. 동물원에서 방문객들은 큰 동물이 우리의 창살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그들은 
그 동물과 그 동물의 놀라운 골격 그리고 아주 멋진 털
가죽을 관찰하며 감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방문객들
이 그 우리 앞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
도 그들은 결코 진정으로 그 동물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진정한 이해는 그 동물을 자연 환경 속에서 보
고 그 결과 그것의 존재가 그것이 속한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을 보는 데서만 생겨날 수 있다. 

 동물원의 그 신비한 동물에 해당되는 것이 과학에 대
해서도 해당된다. 과학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
학은 그것이 기능하는 사회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과학은 진공 상태 내에서 행해지지 않는다. 과학은 사
회 구조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고, 실체가 있는 동물이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 것처럼 과학과 사회도 또한 상
호 간에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사회는 윤리적 제약과 
경제적 제약을 통해 과학이 성취하는 것에 강력한 영향
력을 행사한다. 동시에 과학의 결과물은 지구 상의 모
든 사람에게 심대한 그리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과학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
해서 과학과 사회 간의 양방향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telling 효과적인
❍❍❍ pace 왔다 갔다 하다
❍❍❍ flesh-and-blood 실체가 있는, 현실의
❍❍❍ constraint 제약, 구속
❍❍❍ embedded 내재하는, 박혀 있는
❍❍❍ bidirectional 양방향의



수능특강 라이트수능특강 라이트수능특강 라이트
HTTP://CAFE.NAVER.COM/EC789

변형변형변형   ➪➪➪ 빈칸 - 글순서 - 문장넣기 - 어법 - 어휘 - 연결어구 - 내용(불)일치 - 제목 - 주제 - 요지 - 요약 - 심경 - 지시어 빈칸 - 글순서 - 문장넣기 - 어법 - 어휘 - 연결어구 - 내용(불)일치 - 제목 - 주제 - 요지 - 요약 - 심경 - 지시어 빈칸 - 글순서 - 문장넣기 - 어법 - 어휘 - 연결어구 - 내용(불)일치 - 제목 - 주제 - 요지 - 요약 - 심경 - 지시어 ------------ ------------ ------------SEVEN 8 NINE

영어카페영어카페영어카페789789789- 87 -

01~02   사랑의 기초로서의 이해

 We really have to understand the person we want to love. If our love 

is only a will to possess, it is not love. If we only think of ourselves, if 

we know only our own needs and ignore the needs of the other person, 

we cannot love. We must look deeply in order to see and understand 

the needs, aspirations, and suffering of the person we love. This is the 

ground of real love. You cannot resist loving another person when you 

really understand him or her. 

 From time to time, sit close to the one you love, hold his or her hand, 

and say, "Darling, do I understand you enough? Am I making you 

suffer? Please tell me so that I can learn to love you properly. I don't 

want to make you suffer, and if I do so because of my ignorance, 

please tell me so that I can love you better, so that you can be happy." 

If you say this in a voice that communicates your real openness to 

__________, the other person may cry. That is a good sign, because it 

means the door of understanding is opening and everything will be 

possible again.

01 제목
① Love conquers All
② What True Love Means
③ Share Your Feelings with Others
④ What You Hope for Is What You Get
⑤ Communicate with as Many as Possible

02 빈칸
① lean ② change ③ explore
④ volunteer ⑤ understand

[01~02] | 정답 | 01 ② 02 ⑤[01~02] | 정답 | 01 ② 02 ⑤[01~02] | 정답 | 01 ② 02 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진실로 이
해해야만 한다. 우리의 사랑이 단지 소유하려는 의지라
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단지 자신만을 생각
한다면, 우리가 자기 자신의 요구만 알고 상대방의 요
구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사랑
하는 사람의 요구, 염원, 고통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는 우리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
의 기초이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진실로 이해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앉아 그 사람의 손을 잡
고 “임이여, 내가 당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나요? 내
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내가 당신을 바르게 사랑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말해주세요. 당신을 고통스
럽게 만들고 싶지 않은데, 나의 무지함으로 인해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당신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해 주세요.”라고 말
하라. 여러분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여러분의 진정
한 열린 마음을 전달해 주는 목소리로 이 말을 한다면, 
그 상대방은 울지도 모른다. 그것은 이해의 문이 열리
고 있고 모든 것이 다시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
기 때문에 좋은 징조이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possess 소유하다
❍❍❍ aspiration 염원, 포부
❍❍❍ resist 참다, ~에 저항하다
❍❍❍ openness 여린 마음, 솔직함
❍❍❍ ignore 무시하다
❍❍❍ suffering 고통
❍❍❍ ignorance 무지, (어떤 일을) 모름
❍❍❍ conquer 물리치다, 극복하다
❍❍❍ need 요구, 욕구
❍❍❍ ground 기초, 동기
❍❍❍ communicate 전달하다, 소통하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01 이 글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진실로 이해해야 하며, 사랑을 위해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노력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②‘진정한 사랑이 의미하는 것’이다.
① 사랑은 만난을 물리친다
③ 자신의 감정을 남과 나누라
④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이 얻는 것이다
⑤ 가능한 한 많은 이와 소통하라

❍❍❍ 02 빈칸이 있는 문장 앞뒤에 무지함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과 이해의 문이 열
린다는 내용이 각각 나오는 것으로 보아,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해하려는’이다.
① 배우려는 ② 변하려는
③ 탐사하려는 ④ 자원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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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선택권 부여를 통한 자녀의 책임감 키우기

 One great thing about author Leo Buscaglia is his continued 

persistence in asking himself a question that his father instilled in him 

from his early childhood. Each day at the dinner table, his father would 

ask, "Leo, what have you learned today?" Leo had to have a quality 

answer. If he hadn't learned anything really interesting in school that 

day, he would run and get the encyclopedia to study something that he 

could share. He says that to this day he won't go to bed until he has 

learned something new that is of value. As a result, he's constantly 

stimulating his mind, and a great deal of his passion and love for 

__________ has come from this question, asked repeatedly, begun 

decades ago.

 What are some questions that would be useful for you to ask of 

yourself on a regular basis? I know two of my favorite are the most 

simple. They help me to turn around any challenges that may come up 

in my life. They are simply, "What's great about this?" and "How can I 

use this?" By asking what's great about any situation, I usually find 

some powerful, positive meaning, and by asking how I can use it, I can 

take any challenge and turn it into a benefit. So what are your 

questions you can use to change your emotional states or give you the 

resources you truly desire?

* persistence 끈덕짐, 고집

03 제목
① Be Curious About Everything
② Don't Ask Questions, Just Do It!
③ Increase Your Force of Attraction
④ Your Questions of Destiny Determine Who You Are
⑤ Good Childhood Habits Pav Off Throughout Your Life

04 빈칸
① helping ② nature
③ learning ④ change
⑤ performing

[03~04] | 정답 | 03 ④ 04 ③[03~04] | 정답 | 03 ④ 04 ③[03~04] | 정답 | 03 ④ 04 ③

 작가 Leo Buscaglia에 있어 정말 좋은 점 하나
는 그의 아버지가 유년 시절부터 그에게 심어 준, 지속
적으로 끈덕지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매
일 저녁 식탁에서, 그의 아버지가 ‘Leo야, 오늘 무엇
을 배웠니?’라고 곧잘 묻곤 했다. Leo는 양질의 답
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다. 학교에서 그날 정말 흥미로
운 것을 배운 것이 없었다면, 그는 곧잘 뛰어가서 백과
사전을 가져와 (아버지와) 공유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공부하곤 했다. 그는 오늘까지도 가치 있는 새로운 뭔
가를 배워야만 잠자리에 든다고 말한다. 그 결과, 그는 
변함없이 자신의 생각을 자극하고 있고, 배움에 대한 
그의 열정과 애정의 상당 부분이 수십 년 전에 시작되
어 반복적으로 제기된 이 질문으로부터 생겼다.

 정기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볼 유용할 질문들이 
무엇인가? 나는 내가 선호하는 질문 중 두 개가 가장 
단순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들은 나로 하여금 나
의 삶에서 생길지도 모를 어떤 난제라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그것들은 그저 ‘이것에 있어서 무엇이 대
단한가?’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일 뿐이
다. 어떠한 상황에 관한 것이라도 무엇이 대단한지 물
음으로써 나는 대개 어떤 강력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찾
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물음으로써 나는 
어떠한 난제라도 받아들여 그것을 이로운 것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변화시키
거나 진정으로 바라는 자질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사용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질문은 무엇인가?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instill 심어 주다, 주입시키다
❍❍❍ to this day 오늘까지도
❍❍❍ passion 열정, 정열
❍❍❍ turn around 호전시키다
❍❍❍ positive 긍정적인
❍❍❍ quality 양질의, 우수한
❍❍❍ constantly 변함없이, 항상
❍❍❍ decade 십 년간, 열 개 한 벌
❍❍❍ challenge 난제, 도전
❍❍❍ benefit 이로운 것, 이득
❍❍❍ encyclopedia 백과사전
❍❍❍ stimulate 자극하다
❍❍❍ on a regular basis 정기적으로
❍❍❍ come up 생기다, 발생하다
❍❍❍ resource (보통 복수형) 자질, 방책, 자원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03 매일같이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를 단련하여 삶의 난제를 이로운 것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자신의 숙명의 질문이 자신의 모습을 결정한다’이다.
① 모든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라
② 질문하지 말고, 그냥 행하라!
③ 자신의 매력을 향상시키라
⑤ 유년기의 좋은 버릇이 평생 득이 된다
❍❍❍ 04 Leo Buscaglia가 수십 년 동안 매일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가치 있는 새로운 
것을 배웠다는 내용으로 보아 그가 이런 과정을 통해 열정과 
사랑을 갖게 된 것은 배움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말은 ③‘배움’이다. 
① (남) 돕기 ② 자연 ④ 변화 ⑤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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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장문 독해: 1지문 3문항

Gateway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In 1887, when the land was up for sale, grandpa bought two 
hundred acres from the Granger family. In 1918, (a)he bought another 
two hundred. It was good rich land. However, there were bank loans for 
and taxes on the land. Unfortunately, there had not been enough 
money from the cotton to pay both of them and live on. To make things 
worse, the price of cotton dropped in 1930.

(B) Some of it belonged to Stacey, Christopher, and John, not to 
mention the part that belonged to big mama and mama. However, papa 
never divided the land in his mind; it was simply the land of our family. 
For it, (b)he would work the long, hot summer pounding steel; mama 
would teach and run the farm; and big mama, in her sixties, would work 
like a woman in her twenties in the cotton fields and keep the house; 
but always, the taxes would be paid. Papa said that one day I would 
understand.

(C) When he came back from Louisiana, I asked papa why he had to 
go away and why the land was so important. (c)He took my hand and 
said in his quiet way: "Look out there, Cassie. All that belongs to you. 
You will never have to live on other people's land. As long as the family 
survives, you will have your own place. That's important. You may not 
understand now, but one day you will." I looked atpapa strangely, for I 
knew that all the land did not belong to me.

(D) That was why papa had gone to work, ending up in Louisiana in 
1931. (d)He set out looking for work, first going far north and south, 
and finally west into Louisiana. It was there he found work laying track 
for the railroad. He worked the remainder of the year away from us, not 
returning until the deep winter. The following spring after the planting 
was finished, (e)he did the same. Now it was 1933, and papa was 
again in Louisiana laying track.

01 순서 
① (B) - (D) - (C)     ② (C) - (B) - (D)     ③ (C) - (D) - (B)
④ (D) - (B) - (C)     ⑤ (D) - (C) - (B)

02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03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grandpa’는 1887년에 2000에이커의 땅을 샀다.
② 1930년에 면화 가격이 하락했다.
③ ‘big mama’는 60대에 목화밭 일을 하지 않았다.
④ ‘I’는 ‘papa’에게 왜 그 땅이 중요한지 물었다.
⑤ ‘papa’는 Louisiana에서 철로를 놓는 일을 한 적이 있다.

18 장문 독해 1지문 3문항18 장문 독해 1지문 3문항18 장문 독해 1지문 3문항

Gateway | 정답 | 01 ⑤ 02 ① 03 ③Gateway | 정답 | 01 ⑤ 02 ① 03 ③Gateway | 정답 | 01 ⑤ 02 ① 03 ③

(A) 그 땅이 매물로 나온 1887년에 할아버지는 
Granger 가족에게서 200에이커의 땅을 샀다. 
1918년에 그는 또 200에이커의 땅을 샀다. 그것은 
상당히 비옥한 땅이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은행 융자
와 세금이 있었다. 불행하게도 그 두 가지 모두의 비용
을 치르고 먹고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돈이 면
화에서 나오지 않았었다. 설상가상으로 1930년에 면
화 가격이 하락했다.

(D) 그로 인해 아빠는 일을 하러 나섰고 결국 1931
년에 Louisiana에 있게 되었다. 그는 일을 찾으면
서 처음에는 멀리 북쪽과 남쪽으로 갔고 마지막에는 
Louisiana 서쪽으로 갔다. 바로 거기에서 그는 철
도의 철로를 놓는 일을 찾았다. 그는 우리와 멀리 떨어
져 그 해의 남은 기간 동안 일을 했고, 한겨울이 되어
서야 돌아왔다. 파종이 끝난 그 다음해 봄에, 그는 (이
전과) 똑같이 했다. 그때는 1933년이었고, 아빠는 
다시 Louisiana에서 철로를 놓았다.

(C) 아빠가 Louisiana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그
가 왜 멀리 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 땅이 그렇게 중
요한지를 그에게 물었다. 그는 내손을 잡고 조용히 말
했다. “저 밖을 보아라, Cassie야. 전부가 너의 것
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 땅에서 살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다. 가족이 살아 있는 동안은 너는 자신의 터를 가
질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
할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이해할 것이다.”나는 이상하
다는 듯이 아빠를 바라보았는데, 왜냐하면 나는 그 땅 
전부가 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
다.

(B) 할머니와 엄마의 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땅의 
일부는 Stacey, Christopher 그리고 John의 
것이었다. 하지만 아빠는 마음속에서는 그 땅을 결코 
나누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순전히 우리 가족
의 땅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위해, 그는 강철을 두
들기면서(철로를 놓으면서) 길고 무더운 여름에 일했
고, 엄마는 가르치고 농장을 경영했으며, 60대의 할머
니는 20대의 여인처럼 목화밭에서 일하고 집안일을 했
지만, 언제나 (그 토지에 대한) 세금을 냈다. 아빠는 
언젠가 내가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up for sale 팔려고 내놓은
❍❍❍ not to mention ∼은 말할 것도 없이
❍❍❍ as long as ∼하는 동안은
❍❍❍ bank loan 은행 융자
❍❍❍ belong to ∼의 것이다, ∼에 속하다
❍❍❍ end up 결국 ∼로 끝나다
❍❍❍ to make things worse 설상가상으로
❍❍❍ pound 마구 치다[두드리다]
❍❍❍ set out 시작하다, 착수하다
❍❍❍ track 철로, 선로
❍❍❍ remainder 나머지
❍❍❍ planting 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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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제40대 미국 대통령 Ronald Reagan의 어린 시절 일화

(A) On August 2, 1928, 17-year-old Ronald Reagan called to swimmers 
at Lowell Park in Dixon, Illinois, to come out of the water. The sun was 
setting, and his duties as a lifeguard were coming to an end for the day 
when he suddenly heard the sound of splashing water. He ran to the 
edge of the Rock River and peered out across the black water. In the 
twilight, (a)he saw a shape splashing in the water. A swimmer had 
failed to listen to Reagan's call and was struggling against the strong 
current.

(B) Reagan pulled the man out of the water. His boss, Mr. Graybill, was 
waiting for (b)him at the water's edge and resuscitated the unconscious 
swimmer. The swimmer's narrow escape from death brought Reagan's 
number of rescues up to twenty-five.

(C) Without a moment's hesitation, Reagan ran into the water. Because 
the swift current could quickly carry (c)him downstream, Reagan knew 
he could not swim straight toward the drowning man. He swam in a 
curve upriver, allowing the current to carry him to the swimmer. Reagan 
knew time was running out. The man had already slipped below the 
surface once before Reagan got to (d)him.

(D) The man panicked. He grabbed onto Reagan and began to pull him 
under. The two men struggled to stay afloat. Thinking quickly, Reagan 
had to punch the man into unconsciousness to make him stop 
squirming. (e)He then wrapped his arm around the limp swimmer and 
began swimming back against the current. It took all of Reagan's 
strength to make it back to shore.  *squirm 움직거리다

01 순서 
① (B) - (D) - (C)     ② (C) - (B) - (D)     ③ (C) - (D) - (B)
④ (D) - (B) - (C)     ⑤ (D) - (C) - (B)

02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03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하루 일과가 끝날 무렵에 물이 첨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② 전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 본 경험이 없었다.
③ 물에 빠진 수영객을 발견하자 즉시 물에 뛰어들었다.
④ 강의 상류 쪽을 향해 곡선을 그리면서 수영했다.
⑤ 수영객을 주먹으로 때려서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01~03] | 정답 | 01 ③ 02 ④ 03 ②[01~03] | 정답 | 01 ③ 02 ④ 03 ②[01~03] | 정답 | 01 ③ 02 ④ 03 ②

(A) 1928년 8월 2일에 17세의 Ronald 
Reagan은 일리노이 주의 Dixon에 있는 
Lowell Park에서 수영객들에게 물 밖으로 나오라
고 소리쳤다. 해가 지고 있었고, 인명 구조원으로서 그
날 그의 임무가 끝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는 갑자기 
물이 첨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Rock River
의 가장자리로 달려갔고, 검은 강물을 내다보았다. 황
혼 속에서, 그는 한 형체가 물속에서 첨벙거리는 것을 
보았다. 한 수영객이 Reagan이 외치는 소리를 듣
지 못했고, 강한 물살을 맞아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C)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Reagan은 물로 뛰어들
었다. 급한 물살이 그를 금세 강 아래쪽으로 떠내려 보
낼 수 있었기에, Reagan은 자신이 물에 빠진 남자
를 향해 곧바로 헤엄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는 강 위쪽으로 곡선을 그리며 헤엄쳐서 물살이 그를 
그 수영객에게 데려가도록 했다. Reagan은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남자는 
Reagan이 그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미 한 번 수면 
아래로 빠져 들어갔다.

(D) 그 남자는 허둥댔다. 그는 Reagan을 꽉 붙잡
은 채, 그를 물속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 두 남
자는 떠 있기 위해 허우적거렸다.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서, Reagan은 그 남자가 움직거리는 것을 멈추도
록 하기 위해 그를 주먹으로 때려 의식을 잃게 해야 했
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축 늘어진 수영객을 팔로 감고 
물살에 대항하며 헤엄쳐 나오기 시작했다. 강가로 되돌
아오는 데 Reagan의 모든 힘이 소진되었다.

(B) Reagan은 그 남자를 물 밖으로 끌어냈다. 그
의 상사인 Graybill 씨가 강 가장자리에서 그를 기
다리고 있었고, 의식을 잃은 그 수영객을 인공호흡으로 
소생시켰다. 그 수영객이 간신히 목숨을 건짐으로써 
Reagan의 구조 횟수는 25회로 늘어났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lifeguard 인명 구조원
❍❍❍ twilight 황혼
❍❍❍ unconscious 의식을 잃은
❍❍❍ rescue 구조
❍❍❍ downstream 하류로
❍❍❍ run out 다 되다
❍❍❍ afloat 물에 떠서
❍❍❍ splash 첨벙거리는 소리를 내다
❍❍❍ struggle 허우적거리다
❍❍❍ narrow escape from death 간신히 

목숨을 건짐
❍❍❍ hesitation 망설임, 주저
❍❍❍ drowning 물에 빠진
❍❍❍ panic 허둥대다, 당황하다
❍❍❍ punch 주먹으로 때리다
❍❍❍ peer out 내다보다
❍❍❍ current 물살
❍❍❍ swift 급한, 신속한
❍❍❍ upriver 강의 상류로
❍❍❍ grab 붙들다
❍❍❍ limp 축 늘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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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   파국으로 끝난 좋은 직장 동료 간의 관계

(A) Sean and Tony were good colleagues before Sean was named 

chair of the board and chief executive officer of a company. As a board 

member, Tony had voted enthusiastically for Sean's appointment 

because in addition to liking (a)him, he thought Sean had the 

intelligence and background for the job. But once they began working 

together, things started to fall apart.

(B) Board meetings thereafter became occasions for shouting matches 

between the two of them, with the other board members looking on in 

disappointment and disapproval. Before long, Sean was advised to 

resign and forced to leave (b)his position in the company, and Tony 

resigned in disgrace soon after. This was a sad ending to what could 

have been a wonderful working relationship.

(C) At one point, Sean ordered Tony to stop conferring with an 

employee representative privately, which was not an unreasonable 

request. But the public manner in which he told Tony made (c)him feel 

as though Sean was trying to control him. He reacted with anger and 

outrage, blasting Sean during a board meeting. Tony's anger was a 

hurtful blow to Sean, so (d)his response in defense was also anger.

(D) Although very talented, Sean was not fully prepared to work with 

board members like Tony, who had their own ideas about how things 

should be done. In addition, Sean rarely took the time to invite others 

to join in (e)his decision-making process. As a result, despite the many 

excellent decisions he made for the company, he displeased members 

of his board because he made almost all decisions by himself.

[04~06] | 정답 | 04 ⑤ 05 ③ 06 ④[04~06] | 정답 | 04 ⑤ 05 ③ 06 ④[04~06] | 정답 | 04 ⑤ 05 ③ 06 ④

(A) Sean과 Tony는 Sean이 한 회사의 이사
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로 임명되기 전에는 좋은 동료였
다. 이사로서Tony는 그를 좋아하는 것 외에도 
Sean이 그 일에 걸맞은 지력과 경력을 갖추고 있다
고 생각했기 때문에 Sean의 지명을 열렬히 찬성하는 
표를 던졌다. 하지만 일단 그들이 함께 일하기 시작하
자,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D) 매우 재능이 있었지만, Sean은 Tony와 같은 
이사들과 같이 일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는
데, 이들은 일이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그들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Sean은 시간을 
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를 좀처럼 청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가 회사를 위해 
내린 많은 뛰어난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의 모든 
결정을 혼자서 했기 때문에 이사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
다.

(C) 어느 때인가 Sean이Tony에게 직원 대표와 
사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부당한 요청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Tony에게 말
한 공개적인 방식이 그로 하여금 마치 Sean이 자신
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는 것처럼 느끼게 하였다. 그는 
분노와 격분의 반응을 보였고 이사회 회의에서 Sean
을 비난하였다. Tony의 분노는 Sean의 마음에 상
처를 주는 일격이어서, 자신을 방어하는 그의 대응 또
한 분노였다.

(B) 그 후의 이사회 회의는 그들 두 사람 간의 고함
지르기 시합의 현장이 되었고, 다른 이사들은 실망감과 
반감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오래지 않아 Sean은 
사임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회사에서의 그의 직책에서 
물러나도록 강요당했으며, Tony는 이후 곧 불명예스
럽게 사직했다. 이것은 훌륭한 업무 관계가 될 수도 있
었을 일의 슬픈 결말이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colleague 동료, 동업자
❍❍❍ enthusiastically 열렬히, 열광적으로
❍❍❍ thereafter 그 후에
❍❍❍ look on 지켜보다, 구경하다
❍❍❍ before long 오래잖아, 얼마 후
❍❍❍ working relationship 업무 관계
❍❍❍ employee representative 직원 대표
❍❍❍ unreasonable 부당한, 불합리한
❍❍❍ outrage 격분, 격노
❍❍❍ response in defense 방어하는 대응
❍❍❍ rarely 좀처럼~하지 않는, 드물게
❍❍❍ invite ~ to ... ~에게 ...하기를 청하다
❍❍❍ decision-making process 의사결정 과정
❍❍❍ by oneself 혼자서
❍❍❍ name 임명하다, 지명하다
❍❍❍ appointment 임명, 지명
❍❍❍ occasion (~에 적합한) 현장, 기회
❍❍❍ disappointment 실망
❍❍❍ force ~ to... ~에게 ...하기를 강요하다
❍❍❍ order ~ to... ~에게 ...하기를 지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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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순서 
① (B) - (D) - (C)     ② (C) - (B) - (D)     ③ (C) - (D) - (B)
④ (D) - (B) - (C)     ⑤ (D) - (C) - (B)

05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06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회사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② 이사회에서 Tony와 큰소리로 다투었다.
③ Tony에게 직원 대표와의 사적인 협의를 그만두라고 했다.
④ 일에 관해 주관이 있는 이사들과의 협업에 능숙했다.
⑤ 회사를 위해 뛰어난 결정을 많이 내렸다.

❍❍❍ public manner 공개적인 방식
❍❍❍ blast 비난하다; 폭발시키다
❍❍❍ talented 재능이 있는
❍❍❍ take the time to 시간을 내어 ~하다
❍❍❍ join in 참여하다, 합류하다
❍❍❍ chair of the board 이사회 의장
❍❍❍ fall apart 틀어지다, 결딴나다
❍❍❍ shouting match 고함지르기 시함
❍❍❍ disapproval 반감, 못마땅함
❍❍❍ in disgrace 불명예 속에서
❍❍❍ confer with ~와 협의하다
❍❍❍ privately 사적으로
❍❍❍ react 반응하다
❍❍❍ hurtful blow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격
❍❍❍ prepared to ~할 준비가 된
❍❍❍ displease ~의 기분을 상하게 하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04 (A)에 회사의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로 임명되
고 나서 Sean이 좋은 동료였던 Tony와 함께 일하기 시
작하자,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Sean이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사들과 협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회사의 거의 모
든 결정을 독단으로 내렸다는 내용이 나오는 (D)가 (A) 바
로 다음에 이어져야 한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글은 
Sean과 Tony의 관계가 이사회 회의에서 고함을 질러대
며 싸우는 사이로 발전하게 된 과정을 소개하는 (C)이어야 
하며, 마지막 글은 이러한 불필요한 반목의 결과로 두 사람 
모두 회사를 떠나야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B)이어야 한다. 
❍❍❍ 05 (a), (b), (d), (e)는 Sean을 가리키지만, 
(c)는Tony를 가리킨다.
❍❍❍ 06 Sean이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
각하는 이사들과 협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Sean was not fully prepared to work 
with board members like Tony, who 
had their own ideas about how things 
should be done) 내용으로 보아 ④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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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9 인물 및 일화

Gateway 일치하지 않는 것   예술가 Tammy Rahr

 During her childhood years, the artist Tammy Rahr spent a lot of time 

outdoors making things from flowers and dirt. Then Tammy and her 

family moved from the woodlands of New York State to an urban city 

outside of Los Angeles, California. The experience made her more 

aware of what was going on in the world. After returning to New York 

State with her family, Tammy faced another lesson in growing up. A 

gifted student, she was sent to college when she was just 14. Tammy 

was able to earn her high school diploma and some college credit 

before trying her hand at a number of different jobs. Eventually, she 

moved to Santa Fe, New Mexico, and studied at the Institute of 

American Indian Arts. After graduating from the institute, she remained 

active with it and the museum there.

① 어린 시절에 꽃과 흙으로 무언가를 만들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② New York 주에서 California로 이사했다.
③ 가족과 함께 New York 주로 되돌아갔다.
④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했다.
⑤ Institute of American Indian Arts에서 공부했다.

19 인물 및 일화19 인물 및 일화19 인물 및 일화

Gateway | 정답 | ④Gateway | 정답 | ④Gateway | 정답 | ④

예술가 Tammy Rahr는 어린 시절에 꽃과 흙으로 
무언가를 만들며 많은 시간을 야외에서 보냈다. 그 후
에 Tammy와 그녀의 가족은 뉴욕 주의 삼림 지역에
서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도시로 이사했
다. 그 경험은 그녀로 하여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더 잘 인식하게 했다. Tammy는 가족과 뉴욕 
주로 돌아온 이후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교
훈에 접했다. 그녀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이었으므로 겨
우 14세에 대학에 보내졌다. Tammy는 고등학교 
졸업장과 얼마간의 대학 학점을 받을 수 있었고 그 후 
몇 가지 다른 일에 손을 댔다. 마침내 그녀는 New 
Mexico 주 Santa Fe로 이주했고 Institute 
of American Indian Arts에서 공부하였다. 
그 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여전히 그 대학과 거기에 
있는 박물관에서 활동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dirt 흙
❍❍❍ woodland 삼림 지역 
❍❍❍ urban 도시의, 도회지의
❍❍❍ gifted 재능이 있는
❍❍❍ earn 받다
❍❍❍ diploma 학위
❍❍❍ credit 학점
❍❍❍ institute 대학, 기관
❍❍❍ remain 여전히 ~이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Tammy는 고등학교 졸업장과 얼마간의 대학 학점을 
받을 수 있었다는 부분(Tammy was able to 
earn her high school diploma and 
some college credit)에서 ④가 글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카페영어카페영어카페789789789
HTTP://CAFE.NAVER.COM/EC789

변형변형변형   ➪➪➪ 빈칸 - 글순서 - 문장넣기 - 어법 - 어휘 - 연결어구 - 내용(불)일치 - 제목 - 주제 - 요지 - 요약 - 심경 - 지시어 빈칸 - 글순서 - 문장넣기 - 어법 - 어휘 - 연결어구 - 내용(불)일치 - 제목 - 주제 - 요지 - 요약 - 심경 - 지시어 빈칸 - 글순서 - 문장넣기 - 어법 - 어휘 - 연결어구 - 내용(불)일치 - 제목 - 주제 - 요지 - 요약 - 심경 - 지시어 ------------ ------------ ------------SEVEN 8 NINE

HTTP://CAFE.NAVER.COM/EC789- 94 -

01 순서   일상의 작은 변화가 주는 즐거움

My mom and I were shopping in a food store on a busy Friday after-
noon when we ran into my high school theater teacher and her son.

(A) The next time we went shopping, my mom and I became Sophia 

and Esmeralda from Spain. I don't remember much about what we 

shopped for, but I do remember how much fun we had talking with 

Spanish accents.

(B) They kept a straight face even as we grinned from ear to ear. We 

later found out that each time they shop for food, they pick a character 

and an accent for the day.

(C) They were chatting with each other in the frozen food section with 

heavy New York accents. When we said hello, they introduced 

themselves as visitors from the Bronx.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01 | 정답 | ⑤01 | 정답 | ⑤01 | 정답 | ⑤

 엄마와 나는 분주한 어느 금요일 오후 식품점에서 물
건을 사던 중에 고등학교 연극 담당 선생님과 그분의 
아들을 우연히 만났다. (C) 그들은 냉동식품 부문에서 
강한 뉴욕 억양으로 서로 대화하고 있었다. 우리가 인
사를 건넸을 때, 그들은 Bronx 출신의 방문객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B) 그들은 우리가 입이 귀에 걸
릴 정도로 활짝 웃었을 때도 무표정한 얼굴을 하였다. 
그들이 식품 쇼핑을 할 때마다 그날의 인물과 억양을 
고른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됐다. (A) 그 다음 
번에 엄마와 내가 쇼핑하러 갔을 때, 우리는 스페인 출
신의 Sophia와 Esmeralda가 되었다. 나는 우
리가 무엇을 쇼핑했는지는 별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스
페인 억양으로 대화하면서 매우 즐거워했다는 것은 잘 
기억하고 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run into ∼을 우연히 만나다
❍❍❍ keep a straight face 무표정한 얼굴을 하다
❍❍❍ character 인물
❍❍❍ Bronx 뉴욕 북부의 행정구
❍❍❍ accent 억양
❍❍❍ grin from ear to ear 입이 귀에 걸랄 정도로 

활짝 웃다
❍❍❍ section 부문, 구역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엄마와 함께 쇼핑하던 중에 학교 연극 담당 선생님과 그
분의 아들을 우연히 만났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 서로 
인사와 소개를 주고받는 내용의 (C)가 이어지고, 그들이 하
고 있던 행동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내용의 (B)가 온 후, 
그들을 따라함으로써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의 (A)가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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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문장 넣기   Habitat for Humanity의 활약

These were answered, at least in part, in 1989 when hurricane Hugo 
hit South Carolina with violent force.

 Some people said Habitat for Humanity wouldn't work, but it did and it 

continues to, even though most of the volunteers have little or no 

experience in construction. (①) Cash and materials are donated by 

individuals, churches, corporations, and many other kinds of 

organizations. (②)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give freely of their time 

and skills. (③) At first there were legitimate questions about whether 

houses built in this fashion would be sufficiently strong. (④) The 

hurricane left nearly one hundred thousand people homeless and was 

the most damaging hurricane in U.S. history to that date. (⑤) Yet every 

single one of the hundreds of Habitat homes in the state survived the 

storm.

* Habitat for Humanity 빈곤층의 주거 정비를 지원하는 국제 조직

02 | 정답 | ④02 | 정답 | ④02 | 정답 | ④

어떤 사람들은 Habitat for Humanity가 잘되
어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자원봉사자들 대부분
이 거의 또는 전혀 건축 경험이 없어도 그것은 잘되어 
갔고 또 계속 잘되고 있다. 개인, 교회, 기업, 그리고 
많은 다른 종류의 기관들이 현금과 (건축) 자재를 기부
하고 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기술을 
기꺼이 바치고 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지어진 집
이 충분히 튼튼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한 의문이 있었
다. 허리케인 Hugo가 맹렬한 힘으로 South 
Carolina 주를 강타한 1989년에, 적어도 부분적
으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졌다. 그 허리케
인은 거의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집을 잃게 하
였는데 그 당시까지 미국 역사에서 가장 극심한 피해를 
준 허리케인이었다. 그러나 그 주에 있는 수백 채의 
Habitat 주택 하나하나가 모두 그 폭풍우를 견뎌 냈
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violent 맹렬한
❍❍❍ corporation 기업, 회사
❍❍❍ freely 기꺼이
❍❍❍ to that date 그 당시까지
❍❍❍ construction 건축
❍❍❍ all walks of life 사회 각계각층
❍❍❍ legitimate 타당한, 정당한
❍❍❍ survive (위기 등을) 견뎌 내다
❍❍❍ donate 기부하다
❍❍❍ give of ~을 아낌없이 바치다
❍❍❍ fashion 방식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주어진 문장은 앞에서 언급된 의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
지는 부분의 도입 문장이다. 주어진 문장 다음에는 답변의 구
체적 내용이 언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의 위치로 
가장 적절한 곳은 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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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제목   William Randolph Hearst의 일화

 In 1925, when the newspaper magnate William Randolph Hearst 

moved into his California castle, San Simeon, he wanted the best in 

modern technology. Back then it was awkward and time-consuming to 

tune radio receivers to the various stations, so Hearst had several 

radios installed in the basement of San Simeon, each tuned to a 

different station. The speaker wires ran to Hearst's private suite on the 

third floor, where they were routed into a fifteenth-century oak cabinet. 

At the push of a button, Hearst could listen to the station of his choice. 

Such ease of selection was a marvel in his day. Today it's a standard 

feature on every car radio.

① What You Hear Is What You Learn
② Not Every Innovation Is a Success
③ Practice Makes Your Work Outstanding
④ Yesterday's Luxury, Today's Necessity
⑤ Invention: A Product of Keen Observation

03 | 정답 | ④03 | 정답 | ④03 | 정답 | ④

 1925년, 신문업계의 거물인 William 
Randolph Hearst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의 대
저택인 San Simeon으로 이주해 들어갔을 때, 그
는 현대 과학기술의 최고를 원했다. 그 당시에 라디오 
수신기를 다양한 방송국에 채널을 맞추는 것은 불편하
면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Hearst는 여러 
대의 라디오를San Simeon의 지하실에 설치하도
록 하였는데, 각각 다른 방송국 채널에 맞춰져 있었다. 
스피커 선들이3층에 있는Hearst의 개인 스위트룸으
로 연결되었고, 그곳에서 그것들은 15세기 오크 나무
로 만든 캐비닛 안으로 보내졌다. 하나의 버튼을 눌러 
Hearst는 자신이 고른 방송국을 청취할 수 있었다. 
그러한 선택의 용이함은 그의 시대에는 놀라운 일이었
다. 오늘날 그것은 모든 자동차 라디오의 표준 사양이
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castle 대저택, 성
❍❍❍ time-consuming 많은 시간이 걸리는
❍❍❍ basement 지하실
❍❍❍ oak 오크, 떡갈나무
❍❍❍ marvel 놀라운 일, 경이
❍❍❍ outstanding 돋보이는, 뛰어난
❍❍❍ awkward 불편한, 쓰기 나쁜
❍❍❍ tune ~에 (주파수를) 맞추다
❍❍❍ suite 스위트룸
❍❍❍ cabinet 캐비닛, 장, 진열용 선반
❍❍❍ standard feature 표준 사양
❍❍❍ luxury 사치(품)
❍❍❍ install 설치하다, 가설하다
❍❍❍ route (방향을) ~로 돌리다
❍❍❍ selection 선택
❍❍❍ innovation 혁신
❍❍❍ keen 날카로운, 예리한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William Randolph Hearst가 여러 대의 라
디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라디오를 청취한 것은 당시로 보면 
일부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놀라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표
준적인 사양이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④‘과거의 사치는 오늘날
의 필수’가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듣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② 모든 혁신이 성공작인 것은 아니다
③ 연습은 여러분의 일을 돋보이게 한다
⑤ 발명: 날카로운 관찰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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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문장 넣기   알프레드 대왕의 어린 시절 일화

Although he could not read, Alfred was greatly attracted to the book 
and was determined to own it.

As a young boy, King Alfred the Great received little formal schooling. 

(�) He did possess a highly retentive memory and particularly enjoyed 

listening to the court poets reciting poetry. (‚) One day his mother, 

holding a fine manuscript book in her hand, said to Alfred and his elder 

brothers, "I will give this book to whichever one of you can learn it most 

quickly." (ƒ) Forestalling his brothers, he took it to someone who read 

it through to him. („) Then he went back to his mother and repeated 

the whole thing to her. (…) This talent was the foundation of Alfred's 

later reputation as scholar, translator, and patron of learning.

* retentive 기억력이 좋은, 보유력이 있는 ** forestall ~을 앞지르다

04 | 정답 | ③04 | 정답 | ③04 | 정답 | ③

어릴 적 소년 시절에 알프레드 대왕은 정식 학교 교육
을 거의 받지 못했다. 그는 대단히 좋은 기억력을 가지
고 있었고 특히 궁정 시인들이 시를 낭송하는 것을 즐
겨 들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손에 좋은 필사본 
책을 쥐고 알프레드와 그의 형들에게 “이 책을 너희 중 
어느 누구라도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사람에게 주겠
다.”라고 말했다. 비록 책을 읽지 못했지만, Alfred
는 그 책에 크게 매료되어 그 책을 갖기로 결심했다. 
형들을 앞질러 그는 그에게 끝까지 읽어 줄 사람에게 
책을 가지고 갔다. 그다음 그는 어머니에게 돌아와 그
녀에게 모든 것을 그대로 전하였다. 이런 재능이 학자, 
번역가 그리고 학문의 후원자로서의 Alfred의 만년의 
명성의 기반이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attract 매료하다, (주의, 흥미 등을) 끌다
❍❍❍ court poet 궁정 시인
❍❍❍ repeat 그대로 전하다[옮기다]
❍❍❍ determined (단단히) 결심한, 단호한
❍❍❍ recite 낭송하다, 암송하다
❍❍❍ reputation 명성, 평판
❍❍❍ retentive 기억력이 좋은, 보유력이 있는
❍❍❍ forestall ∼을 앞지르다
❍❍❍ formal schooling 정식 학교 교육
❍❍❍ manuscript book 필사본 잭
❍❍❍ patron 후원자, 보호자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글을 읽지 못했지만 책에 매료되어 그 책을 갖기로 결심
했다는 주어진 문장은 그 책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문장 
바로 다음이면 서 알프레드가 형들을 앞질러 그에게 책을 읽
어 줄 사람에게 그 책을 가져갔다는 문장 바로 앞인 ③에 들
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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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0 인문과학

Gateway 글의 순서   색깔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color has been studied for decades. For example, in a 
factory, the temperature was maintained at 72°F and the walls were 
painted a cool blue-green. The employees complained of the cold.

(A)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warm and cool hues seem to be used 

effectively by the coaches of the Notre Dame football team. The locker 

rooms used for half-time breaks were reportedly painted to take 

advantage of the emotional impact of certain hues.

(B) The home-team room was painted a bright red, which kept team 

members excited or even angered. The visiting-team room was painted 

a blue-green, which had a calming effect on the team members. The 

success of this application of color can be noted in the records set by 

Notre Dame football teams.

(C) The temperature was maintained at the same level, but the walls 

were painted a warm coral. The employees stopped complaining about 

the temperature and reported they were quite comfortable.

* hue 색조, 색상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20 인문과학20 인문과학20 인문과학

Gateway | 정답 | ④Gateway | 정답 | ④Gateway | 정답 | ④

 색깔의 영향은 수십 년 동안 연구되어 왔다. 예를 들
어 어떤 공장에서 온도가 72℉로 유지되었고, 벽은 
차가운 (빛깔의) 청록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종업원들
이 춥다고 불평했다. 

(C) 온도는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지만 벽은 따뜻
한 산호색으로 칠해졌다. 종업원들은 온도에 대한 불평
을 멈추었고, 그들은 매우 편안하다고 말했다. 

(A) 따뜻하고 차가운 색조의 심리적 효과는 Notre 
Dame 미식축구 팀 코치들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이
용되는 것 같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경기의) 중간 휴
식 시간에 사용되는 라커룸이 특정한 색조의 정서적인 
영향을 이용하기 위해서 칠해졌다고 한다. 

(B) 홈 팀의 라커룸은 선홍색으로 칠해졌는데, 이것은 
팀원들을 계속 흥분 상태로 있게 하거나 심지어 화 나 
있게 했다. 원정 팀의 라커룸은 청록색으로 칠해졌는
데, 이것은 팀원들에게 진정 효과가 있었다. 색깔의 이
러한 적용의 성공은 Notre Dame 미식축구 팀이 
세운 전적에서 주목해 볼 수 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impact 영향
❍❍❍ maintain 유지하다
❍❍❍ reportedly 전하는 바에 의하면, 소문에 따르면
❍❍❍ calming effect 진정 효과
❍❍❍ note 주목하다, 주의하다
❍❍❍ temperature 온도
❍❍❍ complain of ∼에 대해 불평하다
❍❍❍ take advantage of ∼을 이용하다
❍❍❍ application 적용, 응용
❍❍❍ coral 산호색, 산호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벽의 색깔 때문에 춥다고 불평한 공장 종업원들에 대해 
언급한 주어진 문장 뒤에는 벽을 따뜻한 산호색으로 칠하자 
온도에 대한 불평을 멈추었다는 내용의 (C)가 오고, 따뜻하
고 차가운 색조의 심리적 영향을 이용한 Notre Dame 
미식축구 팀 코치들을 언급한 (A)가 이어진 다음, 홈 팀과 
원정 팀의 라커룸 색깔을 어떻게 달리했고, 그것이 팀원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하는 (B)가 이어지는 것이 글의 
흐름상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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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장 넣기  가치관

However, values can be somewhat controversial because people in-
terpret and apply them differently.

 We hear the word values a lot — values education, national values, 

moral values, family values, personal values. (�) Generally, values are 

the unspoken rules supporting a culture or society, identifying what 

should be judged as good or evil or what is important or worthwhile. 

(‚) One person's personal values may be seen by others as 

old-fashioned or odd. (ƒ) Another's may be condemned as weak, 

offensive and, perhaps most of all, unacceptable. („) Some people do 

not identify with the values of other religious or cultural groups. (…) 

Major wars have been fought over values (and perceptions of values).

01 | 정답 | ②01 | 정답 | ②01 | 정답 | ②

우리는 가치관 교육, 국가의 가치관, 도덕적 가치관, 
가족의 가치 관, 개인적 가치관처럼 ‘가치관’이라는 말
을 많이 듣는다. 일반적으로 가치관은, 무엇이 선 또는 
악으로 판단되어야 하는지, 또는 무엇이 중요하거나 가
치 있는 것인지를 식별하여, 어떤 문화나 사회를 뒷받
침하는 무언의 규칙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치관을 다
양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가치관은 다소 논쟁
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한 사람의 개인적 가치관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구식이거나 이상한 것으로 보일 수
도 있다. 또 다른 사람의 개인적 가치관은 설득력이 없
고, 불쾌하고, 그리고 어쩌면 무엇보다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 집단이나 문화 집단의 가치관에 동질감을 가지지 
못한다. 중대한 전쟁은 가치관(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둘러싸고 행해져 왔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controversial 논쟁의 소지가 있는
❍❍❍ identify 식별하다, 동질감을 가지다
❍❍❍ odd 이상한
❍❍❍ perception 인식, 지각
❍❍❍ interpret 해석하다, 이해하다
❍❍❍ worthwhile 가치 있는
❍❍❍ condemn 비난하다
❍❍❍ apply 적용하다
❍❍❍ old-fashioned 구식의
❍❍❍ offensive 불쾌한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이 글은 가치관의 정의와 그것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논쟁
과 싸움에 관한 내용으로, 주어진 문장은 사람들이 가치관을 
두고 다양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한 사람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문장 
앞인 ②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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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인류학 연구의 전체적인 범주 증가

 The global scope of anthropological studies has actually ① increased 

over the past century. In the early 1900s, anthropologists concentrated 

on the non-Western, preliterate, and technologically ② simple societies 

of the world and were content to leave the study of industrial societies 

to other disciplines. In recent decades, however, anthropologists have 

devoted increasing attention to cultural and subcultural groups in 

industrialized areas while ③ continuing their studies of more exotic 

peoples of the world. It is not ④ common today for anthropologists to 

apply their field methods to the study of the Hutterites of Montana, rural 

communes in California or urban street gangs in Chicago. Only when 

the ⑤ whole range of human cultural variation is examined will 

anthropologists be in a position to test the accuracy of theories about 

human behavior.

* Hutterite 후터파 교도 ** commune 공동 생활체

02 | 정답 | ④02 | 정답 | ④02 | 정답 | ④

 인류학 연구의 전체적인 범주가 지난 세기에 걸쳐 실
제로 늘어났다. 1900년대 초에 인류학자들은 세계의 
비서양의, 문자사용 이전의, 그리고 기술적으로 단순한 
사회에 집중하였고 산업 사회 연구는 다른 학문 분야에
게 맡겨 두는 데 만족했다. 하지만 최근 몇 십 년 동안
에 인류학자들은 세계의 더 이국적인 민족들에 대한 연
구를 계속하는 한편, 산업화 지역에 있는 문화 집단과 
하위문화 집단에 점차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오
늘날 인류학자들이 그들의 현장 조사법을 몬태나 주의 
후터파 교도, 캘리포니아 주의 전원 공동 생활체, 또는 
시카고의 도시 지역 길거리 갱단에 적용하는 것은 흔치
(→ 드물지) 않다. 오직 인간 문화 변형의 전체 범주
가 조사되고 나서야 인류학자들은 인간 행동에 관한 이
론들의 정확성을 시험할 수 있을 것이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scope 범위, 영역
❍❍❍ content 만족하는
❍❍❍ subcultural 하위문호 의
❍❍❍ variation 변형
❍❍❍ anthropological 인류학의
❍❍❍ discipline (학문) 분야
❍❍❍ industrialized 산업화된
❍❍❍ be in a position to do ~할 수 있다
❍❍❍ preliterate 문자사용 이전의
❍❍❍ devote 기울이다, 바치다
❍❍❍ exotic 이국적인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인류학 연구의 전체적인 범주가 늘어났다는 것이 핵심 내
용이므로, 오늘날에는 이전에 연구 대상이 아니었던 곳에서 흔
히 인류학 연구가 진행된다는 흐름이 되도록 ④의
common을uncommon 정도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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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요지   철학의 유용성

 There's an old saying that philosophy doesn't bake any bread, which is 

supposed to indicate its uselessness. However, let's not miss the forest 

because of the trees. Philosophy may not actually put food on the 

table, but it does do something else that is even more important. 

Philosophy decides who owns the bakery. It decides who gets to eat 

the bread,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some people get to eat more 

bread than others. Behind every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there is 

a philosophy, and we can be sure that somebody is paying attention to 

it.

① 실생활의 이면에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② 다양성을 수용해야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하다.
③ 유용성을 추구할 때 철학은 순수성을 잃게 된다.
④ 철학적 고민이 없다면 과학은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
⑤ 경제 정책을 입안할 때 인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03 | 정답 | ①03 | 정답 | ①03 | 정답 | ①

 철학으로는 어떤 빵도 구워 내지 못한다는 옛 격언이 
있는데, 이는 그것(철학)의 무용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나무들 때문에 숲을 놓치지 말자. 철
학이 실제로 탁자 위에 음식을 올려놓지 못할 수도 있
지만,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일을 정말로 한다. 
철학은 누가 빵집을 소유하는지를 결정한다. 그것은 누
가 그 빵을 먹게 되는지,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상황에서 더 많은 빵을 먹게 되는지를 
결정한다. 모든 정치와 경제 체제 이면에 철학이 있고, 
우리는 누군가 그것(철학)에 주목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saying 격언, 속담
❍❍❍ indicate 보여 주다, 나타내다
❍❍❍ be supposed to ~하는 것으로 

여겨지다[생각되다]
❍❍❍ circumstance 상황, 환경
❍❍❍ pay attention to ~에 주목하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당장 유용성을 고려하면 철학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
만 모든 실생활과 관련된 정치와 경제 체제 이면에 철학이 존
재한다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다. 따라서 ①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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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결사   자장가

 Lullabies have been documented across a wide range of cultures and 

have thus attracted attention in evolutionary studies. Lullabies also 

show a similarity of form and function across cultures, which might lead 

one to suspect that infants are innately tuned to this specific musical 

form. ___(A)___, this cross-cultural commonness and similarity may 

simply reflect the fact that infants find vocalizations with certain 

characteristics (such as slow tempo and smooth, repetitive, falling pitch 

contours) to be soothing. Furthermore, infants usually find rituals 

comforting. ___(B)___ it may not be surprising that adults all over the 

world arrive at similarly structured musical rituals for the purpose of 

soothing infants.

* lullaby 자장가 ** contour (음악) 음조 곡선

① However … Thus
② For example … By contrast
③ However … By contrast
④ In fact … Thus
⑤ For example … Similarly

04 | 정답 | ①04 | 정답 | ①04 | 정답 | ①

 자장가는 다양한 문화에 걸쳐 기록되어져 왔으며, 따
라서 진화론의 연구에서 주목을 끌어 왔다. 자장가는 
또한 여러 문화에 걸쳐 형식과 기능의 유사성을 보여 
주는데, 이는 아기가 선천적으로 이러한 특정 음악 형
식에 길들여져 있다는 짐작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문화 간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점과 유사성은 
단순히 아기가 (느린 박자와 부드럽고, 반복적이고 하
강하는 음조 곡선과 같은) 어떤 특성을 가진 발성을 달
래는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더욱이 아기는 규칙적으로 하는 일을 위안이 되는 것으
로 보통 여긴다. 따라서 전 세계에 걸쳐 어른들이 아기
들을 달래기 위해 유사하게 구성된 음악 의식에 도달하
고 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sociologist 사회학자
❍❍❍ institution 제도, 관례
❍❍❍ primarily 주로
❍❍❍ employ 이용하다, 고용하다
❍❍❍ approach 접근법, (시간이나 거리상으로) 다가감
❍❍❍ evaluate 평가하다
❍❍❍ challenging 어려운, 도전적인
❍❍❍ alternative 대안적인
❍❍❍ source 근원 원천
❍❍❍ religion 종교
❍❍❍ government 통치, 정부
❍❍❍ demographic 인구 통계학의
❍❍❍ conversion experience 회심 체험
❍❍❍ become of (what을 주어로 하여서) ∼이 

어떻게 되다
❍❍❍ methodological 방법론적인
❍❍❍ disprove 반증하다
❍❍❍ stance 입장, 자세
❍❍❍ standpoint 관점, 건지
❍❍❍ naturalistic 자연주의적인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A) 다양한 문화에서 보이는 비슷한 자장가의 형식과 
기능을 고려하면 선천적으로 아기가 특정 음악 형식에 길들여
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공통점은 자장가가 가진 공통
된 음악적 특성에 기인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지므로 
However가 가장 적절하다.
❍❍❍ (B) 아기들이 자장가가 가진 공통적 음악적 특성을 달래
는 것으로 여기고 자장가를 규칙적으로 불러 주는 데 위안을 
느낄 수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세계의 자장가가 유사하게 구성
되어 있는 의식이라는 점은 놀라운 점이 아니라는 내용이므로
Thus가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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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1 사회과학

Gateway 필자의 주장   상황에 맞는 전략의 선택

Merely having goals clearly defined is not sufficient, for one must also 

know, moment by moment, what precisely needs to be done. For 

instance, a salesperson's aim is to conclude a sale profitably. However, 

each sale requires a different approach: Should he be pushy or laid 

back, authoritative or friendly? And what aspect of the product should 

he emphasize?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depend on variables 

that cannot be predicted in advance. This holds true not only for sales 

but also for most human activities. One must select a particular strategy 

appropriate to the occasion and follow the chosen course of action. 

Doing so will ensure more lasting success in reaching one's goals.

① 비판적 분석에 기반을 두고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② 목표 달성을 위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③ 경제 활성화 전력 수립을 위해 시장 조사를 해야 한다.
④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⑤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일관된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21 사회과학21 사회과학21 사회과학

Gateway | 정답 | ②Gateway | 정답 | ②Gateway | 정답 | ②

 목표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는
데, 왜냐하면 우리는 매순간 정확하게 무엇이 행해질 
필요가 있는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판매원의 목표는 수익성 있게 판매 계약을 하는 것이
다. 하지만 판매를 할 때마다 서로 다른 접근법이 필요
하다. 각각의 판매는 다른 접근 방법을 필요로 한다. 
강력히 밀어붙여야 하는가 아니면 느긋해야 하는가, 권
위적 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다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제품의 어떤 면을 강조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
한 답은 미리 예측될 수 없는 변수에 달려 있다. 이것
은 판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 활동에도 사실이다. 
우리는 경우에 맞는 특별한 전략을 선택하고 선택된 행
동 방침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에 도달
함에 있어서 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할 것이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define 규정하다, 분명하게 밝히다
❍❍❍ conclude a sale 판매 계약을 하다
❍❍❍ laid back 느긋한 한가로운
❍❍❍ in advance 미리, 사전에
❍❍❍ course of action 행동 방침
❍❍❍ sufficient 충분한
❍❍❍ G profitably 수익성 있게, 유리하게
❍❍❍ o authoritative 권위적인, 권위 있는
❍❍❍ ct hold true 시실이다
❍❍❍ o lasting 지속적인
❍❍❍ precisely 정확하게
❍❍❍ pushy 강력히 밀어붙이는
❍❍❍ variable 변수
❍❍❍ strategy 전략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지속적으로 목표 달성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맞는 
특별한 전략을 선택하고 선택된 행동 방침을 따라야 한다
(One must select a particular strategy 
appropriate to the occasion and follow 
the chosen course of action.)고 필자는 주장
하고 있다. 따라서 ②가 필자의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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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글의 순서   위약 효과

 A group of medical students was asked to participate in a study of 
two new drugs, one a sedative and the other a stimulant. Each stu-
dent was given either one or two blue or red tablets: the tablets were 
inactive.

(A) The response of these students was not to the inactivity of the 

tablets, and cannot easily be accounted for by natural history 

conditioning of regression to the mean.

(B) Later, the students' responses to a questionnaire indicated that the 

red tablets tended to act as stimulants while the blue ones acted as 

sedatives; and two tablets had more effect than one.

(C) Rather, they can be accounted for by the "meanings" in the 

experiment: pink or red means "up", "hot", "danger", while blue means 

"down", "cool", "quiet". And two means more than one.

* sedative 진정제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01 | 정답 | ③01 | 정답 | ③01 | 정답 | ③

 한 그룹의 의대 학생들이 하나는 진정제이고 다른 하
나는 흥분제인 두 가지의 새로운 약의 연구에 참여하도
록 요청받았다. 각각의 학생은 한 개 또는 두 개의 파
란색 또는 붉은색 알약을 받았는데 그 알약 들은 효력
이 없는 것이었다. 

(B) 나중에 설문지에 대한 그 학생들의 응답은 붉은색 
알약은 흥분제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파란색 
알약은 진정제 역할을 했으며 두 개의 알약이 한 개보
다 더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A) 이 학생들의 응답은 그 알약들의 효력 없음에 대
한 것이 아니었으며, 치료되지 않는 질병의 예상되는 
진행 과정, 조건 반사, 또는 평균 회귀에 의해 쉽게 설
명될 수 없다. 

(C) 그보다는 그 실험에 담겨진‘의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분홍색이나 붉은색은 ‘격앙된’, ‘흥분한’, ‘위
험’을 의미하는 반면 파란색은 ‘진정된’, ‘차분한’, ‘조
용한’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개는 한 개보다 많은 것
을 의미한다.

� regression to the mean (평균 회귀)

많은 자료를 토대로 예측된 결과가 평균에 가까워지려
는 경향으로 영국의 학자 Francis Galton이 부모
의 큰 키가 완전히 유전되지 않고 시간을 두고 평균으
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는 데서 제안한 개념이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stimulant 흥분제
❍❍❍ inactive 효력이 없는
❍❍❍ natural history 치료되지 않는 질병의 예상되는 

진행 과정
❍❍❍ questionnaire 설문 조사
❍❍❍ sedative 진정제
❍❍❍ tablet 알약
❍❍❍ account for ∼을 설명하다
❍❍❍ conditioning 조건 반사
❍❍❍ indicate 나타내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의대 학생들에게 효력이 없는 붉은색 또는 파란색 알약이 
한 개 또는 두 개 주어지는 실험을 소개하는 주어진 글 다음
에, 그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실험 결과를 설
명하는 (B)가 이어지고, 이러한 결과가 다양한 개념에 의해 
쉽게 설명되지 못한다는 (A)가 온 뒤, 마지막으로 이 실험 
결과가 의미하는 결론을 말하는 (C)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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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목   인정 욕구

 Your drive to succeed in business may derive from a desire to prove 

wrong people who have doubted you in the past, to show your old 

school bully or even your family that you are a more successful person 

than they think. Recognition could provide you with the stimulus that 

will satisfy your ego so that you become the envy of your peers. Oscar 

Wilde said, 'It is not enough to succeed in life; one must see one's 

friends fail.' A pretty awful sentiment but a ruthlessly accurate one that 

points to man's desire to be recognised amongst others as successful. 

There's nothing wrong with wanting others to appreciate you for your 

achievements.

① Tactics for Stopping Bullying among Children
② Gifts and Talents as Sources of Envy in School Settings
③ Complimenting Others: A Great Social Skill
④ Wanting to Be Recognised: A strong Drive for Success
⑤ Overcoming Business Failure and Regaining Success

02 | 정답 | ④02 | 정답 | ④02 | 정답 | ④

 사업에서 성공하려는 여러분의 의욕은 과거에 여러분
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
한, 즉 예전에 학교에서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이나 심
지어 가족에게까지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더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욕망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인정받는 것은 여러분이 동료의 부러
움의 대상이 되도록 자존감을 충족시킬 자극을 제공할 
수 있다. Oscar Wilde는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자신의 친구가 실패하는 
것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매우 끔찍한 감정
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성공했다고 인정받
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 잔인하리만치 정확
한 것(감정)이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취로 여러
분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
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drive 의욕, 추진력
❍❍❍ doubt 믿지 않다, 의심하다
❍❍❍ stimulus 자극, 자극제
❍❍❍ pretty 매우; 예쁜
❍❍❍ ruthlessly 무자비하게
❍❍❍ derive from ~에 나오다, ~에서 일어나다
❍❍❍ bully 괴롭히는 사람
❍❍❍ ego 자존감, 자부심
❍❍❍ awful 끔찍한, 아주 나쁜
❍❍❍ appreciate 진가를 알아보다
❍❍❍ recognition 인정함, 알아줌
❍❍❍ envy 선망의 대상, 부러움
❍❍❍ sentiment 감정, 정서
❍❍❍ achievement 성취, 달성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성공을 원하게 
되는 강한 동기라는 내용의 글이므로 이 글의 제목은 ④‘인정
받기 원하는 것: 성공하려는 강한 동인’이 가장 적절하다. 
① 어린이들 사이에서 괴롭힘을 멈추게 하는 전략
② 학교 환경에서 부러움의 원천이 되는 재능과 재주
③ 타인을 칭찬하기: 훌륭한 사교적 기술
⑤ 사업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성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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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필자의 주장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의 의미

 Most people dread asking for a favor. They hate to 'impose on you' or 

'put you out.' And as long as that's the way a favor is defined — as an 

imposition, a request for something in return for nothing — there is very 

good reason to hate asking for a favor. But we don't have to think of 

favors in this way. Instead, let's redefine what it means to request a 

favor. Rather than thinking of a favor as a bid to get something for 

nothing, think of it as your chance to provide others with an opportunity 

— an opportunity to help you. The fact is that most people enjoy 

helping others. Being asked to help empowers the helper. It is a vote of 

confidence, and as such, it is very flattering. It is an opportunity to feel 

good about oneself.

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의 좋은 의도를 왜곡하지 마라.
②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로부터 정신적인 안식을 찾아라.
③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 기본적인 예의와 공손함을 잃지 마라.
④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부탁하는 것을 피하라.
⑤ 남에게 부탁하는 것을 그에게 다른 이를 도울 기회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라.

03 | 정답 | ⑤03 | 정답 | ⑤03 | 정답 | 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탁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또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
치는 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부탁이 그런 방식으로, 다
시 말해, 하나의 부담으로, 즉 아무런 보상이 없는 어
떤 것에 대한 요청으로 정의 내려지는 한, 부탁하는 것
을 싫어하는 매우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부탁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부
탁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정의해 보자. 부
탁을 공짜로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노력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그것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즉 여
러분을 도울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로 생각하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즐긴다. 
도움을 요청받는 것은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
는 것이다. 그것은 (도움을 요청받는 사람에 대한) 신
뢰의 표시이고, 그 자체로 그것은 (그 당사자를) 몹시 
우쭐하게 한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 기회이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dread 두려워하다, 몹시 무서워하다
❍❍❍ in return for ~에 대한 보답으로
❍❍❍ empower 권한을 부여하다
❍❍❍ flattering 으쓱하게 하는, 아첨하는
❍❍❍ put ~ out ~에게 폐를 끼치다
❍❍❍ for nothing 공짜로
❍❍❍ vote 의사 표시, 투표
❍❍❍ define 정의하다
❍❍❍ bid 노력, 가격 제시
❍❍❍ confidence 신뢰, 확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다른 사람에게 하는 부탁을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것
으로 생각하여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달리 생각하면 부탁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필자의 주장은 ⑤가 가
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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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빈칸   종교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

 Sociologists study religion the same way they study other social 

institutions, like education or government. The aim is primarily to 

understand religions, but included in trying to understand religions is the 

aim of trying to predict what will become of religions. To do this, 

sociologists employ demographic techniques, survey analysis and 

various other methodological approache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sociologists study religion not to prove, disprove or evaluate religion. 

Sociologists aren't interested in whether a religion is right or wrong. 

This requires sociologists to take a(n) __________ stance toward 

issues of right or wrong or true or false. That said, the social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can be challenging from a faith standpoint as it 

provides alternative, naturalistic explanations for many elements of 

religion such as the sources of conversion experiences.

* demographic 인구 통계학의 ** conversion experience 회심 체험

① firm
② neutral
③ optimistic
④ conservative
⑤ problem-solving

04 | 정답 | ②04 | 정답 | ②04 | 정답 | ②

 사회학자는 교육이나 통치와 같은 다른 사회적인 제도
를 연구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종교를 연구한다. 
그 목적은 주로 종교를 이해하는 것이지만, 종교를 이
해하려고 하는 것에는 종교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견하
려고 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사회학자
는 인구 통계학 기법, 조사 분석과 다양한 다른 방법론
적인 접근법을 이용한다. 사회학자가 종교를 입증하거
나, 반증하거나 또는 평가하기 위해 종교를 연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학자는 한 
종교가 옳은지 그른지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 이는 사
회학자로 하여금 옳거나 그르거나 또는 맞거나 틀리거
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긴 하지만, 종교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
구는 회심 체험의 근원과 같은 종교의 여러 요인에 대
한 대안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설명을 제시하기 때문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어려운 일일 수 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sociologist 사회학자
❍❍❍ institution 제도, 관례
❍❍❍ primarily 주로
❍❍❍ employ 이용하다, 고용하다
❍❍❍ approach 접근법, (시간이나 거리상으로) 다가감
❍❍❍ evaluate 평가하다
❍❍❍ challenging 어려운, 도전적인
❍❍❍ alternative 대안적인
❍❍❍ source 근원 원천
❍❍❍ religion 종교
❍❍❍ government 통치, 정부
❍❍❍ demographic 인구 통계학의
❍❍❍ conversion experience 회심 체험
❍❍❍ become of (what을 주어로 하여서) ∼이 

어떻게 되다
❍❍❍ methodological 방법론적인
❍❍❍ disprove 반증하다
❍❍❍ stance 입장, 자세
❍❍❍ standpoint 관점, 건지
❍❍❍ naturalistic 자연주의적인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사회학자들이 한 종교가 옳은지 그른지에 관해서 관심이 
없고 종교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종교의 여러 요인에 대
한 대안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설명을 제시한다는 내용으로 보
아,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말은 ②‘중립적인’이다.
① 단호한 ③ 낙관적인
④ 보수적인 ⑤ 문제 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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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2 자연과학 및 테크놀로지

Gateway 문장 넣기   온도와 열의 차이

The spoonful of 95°C soup hitting your foot hurts, but not as badly as 
it would if you accidentally spilled the entire pot of 95°C soup on your 
foot.

 Heat and temperature are two quantities that can be easily confused. 

Imagine cooking a very large pot of chicken soup on the stove. Let's 

suppose you heat the soup until it is 95°C, quite hot. (�) You grab a 

spoon and take out a spoonful of soup to taste. (‚) As you remove the 

spoonful of soup from the pot, it has the same temperature as the 

larger sample. (ƒ) Unfortunately, as you bring the soup towards your 

mouth to taste it, the spoon slips from your hand, pouring its contents 

on your bare foot. („) If both the spoonful and the pot full of soup have 

the same temperature, why would the larger sample cause more, 

damage if it came in contact with your skin? (…) The answer to the 

question lies in the difference between temperature and heat.

22 자연과학 및 테크놀로지22 자연과학 및 테크놀로지22 자연과학 및 테크놀로지

Gateway | 정답 | ④Gateway | 정답 | ④Gateway | 정답 | ④

열과 온도는 쉽사리 혼동될 수 있는 두 가지 양(量)이
다. 닭고기 수프를 대단히 큰 솥에 넣어 요리용 난로 
위에 올려놓고 끓이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 상당히 뜨
거운 온도인 섭씨 95도가 될 때까지 그 수프를 가열
한다고 치자. 맛을 보기 위해 숟가락을 움켜쥐고 수프 
한 숟가락을 뜬다. 솥에서 수프 한 숟가락을 떠낼 때, 
그것(한 숟가락의 수프)은 더 큰 샘플(솥 안의 수프)과 
온도가 같다. 운이 나쁘게도, 그 수프를 맛보려고 입으
로 가져올 때,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그 안의 
내용물을 맨발에 쏟는다. 발에 떨어진 섭씨 95도의 수
프 한 숟가락은 고통을 주지만, 잘못하여 섭씨 95도의 
수프 솥 전체를 발에 엎지를 때만큼 심하게 고통을 주
지는 않는다. 수프 한 숟가락과 수프로 가득 찬 솥이 
모두 같은 온도라면 왜 더 큰 샘플이 피부에 닿을 때 
더 큰 피해를 주는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온도와 
열의 차이에 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spoonful 한 숟가락 (분량)
❍❍❍ entire 전체의
❍❍❍ remove 꺼내다, 치우다
❍❍❍ contents 내용물
❍❍❍ accidentally 잘못하여, 뜻하지 않게
❍❍❍ quantity 양(量)
❍❍❍ slip 미끄러지다
❍❍❍ bare foot 맨발
❍❍❍ spill 쏟다
❍❍❍ grab 움켜잡다
❍❍❍ pour 붓다, 따르다
❍❍❍ come in contact with ∼과 접촉하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이 글의 중심 생각은 온도와 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온
도라도 양이 많으면 그만큼 열이 더 많아져서 피해 강도가 커
진다는 것이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뜨거운 수프의 예에
서, 주어진 문장 앞에는 한 숟가락의 수프가 발에 엎질러진 
상황이 먼저 제시되어야 하고, 주어진 문장 다음에는 왜 그러
한 차이가 생기는지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야 자연스러울 것이
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④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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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법상 틀린 것  사슴이나 엘크의 가지진 뿔

 If the things growing out of the top of an animal's head are made of 

bone, then they are antlers. Animals with antlers, such as male deer 

and elk, grow new ① ones every year. This growth starts in the late 

spring. The branched antlers are well-developed by the end of May and 

are covered with velvet. This velvet is actually alayer of fur and skin, ② 

complete with blood vessels and nerves. Antlers continue to grow 

throughout the summer. When the antlers stop ③ to grow in August, 

the velvet begins to dry. The velvet dies and painlessly peels off, ④ 

revealing the hardened antlers underneath. Animals keep these antlers 

through the winter. By spring, the antlers begin to separate from the 

skull and will ⑤ eventually drop off.

* antler (사슴 등의 가지진) 뿔 ** peel (겉의 층 ž 덮개 등이) 벗겨지다

01 | 정답 | ③01 | 정답 | ③01 | 정답 | ③

 동물의 머리 맨 윗부분에서 자라나는 것이 뼈로 만들
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가지진 뿔이다. 수컷 사슴과 엘
크처럼 가지진 뿔이 있는 동물에게는 매년 새로운 뿔이 
자라난다. 이런 생장은 늦은 봄에 시작된다. 가지진 뿔
은 5월 말이면 잘 발달하고 벨벳으로 뒤덮인다. 이 벨
벳은 사실, 혈관과 신경이 들어 있는, 털과 피부의 막
이다. 뿔은 여름 내내 계속해서 자란다. 뿔이 8월에 
자라기를 멈추면, 벨벳이 마르기 시작한다. 벨벳이 죽
고 고통 없이 벗겨지면서 아래에 있던 딱딱하게 굳은 
뿔이 드러난다. 동물들은 이 뿔을 겨울 내내 계속 가지
고 있다. 봄이 되면 뿔은 두개골에서 분리되기 시작하
고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된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bone 뼈
❍❍❍ branched 가지가 있는
❍❍❍ layer 막, 층
❍❍❍ nerve 신경
❍❍❍ hardened 딱딱하게 굳은, 단단한
❍❍❍ eventually 결국
❍❍❍ antler (사슴 등의 가지진) 뿔
❍❍❍ peel (겉의 층, 덮개 등이) 벗겨지다
❍❍❍ elk 엘크(북 유럽이나 아시에 사는 큰 사슴)
❍❍❍ velvet 벨벳(사슴의 가지뿔을 덮은 부드러운 피부)
❍❍❍ blood vessel 혈관
❍❍❍ painlessly 고통 없이
❍❍❍ separate from ∼에서 분리되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③ stop은 동명사(-ing)를 취할 때는‘~하는 것을 
멈추다’의 뜻이고, to부정사를 취할 때는‘~하기 위해 멈추다’
의 뜻이므로, 문맥상 to grow는 growing으로 고쳐야 
한다.
❍❍❍ ① one은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로, 
ones는 복수형이다. ones는 antlers를 대신한다.
❍❍❍ ② complete 이하는 형용사구로 앞에 나온 a 
layer of fur and skin을 부가적으로 설명한다.
❍❍❍ ④ revealing 이하는 분사구문이고, The 
velvet ~ peels off 전체가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한
다.
❍❍❍ ⑤ 부사 eventually는 동사구 drop off를 수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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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글의 순서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으로서의 과학

 One of the main reasons science is so attractive is that it seems to 
hold the promise of truth. At least science appears to be a more trust-
worthy way of testing the truth of our ideas than other ways that have 
been developed.

(A) However, this perception of science is based on an assumption. 

The assumption is that truth will be found by applying some method to 

answer the question at hand.

(B) The trick to finding truth, then, is to find the proper method and 

apply it correctly. Science is often taken to be that method.

(C) In other words, one of the foundations for our faith in science is the 

idea that truth results from the proper application of some method.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02 | 정답 | ①02 | 정답 | ①02 | 정답 | ①

 과학이 그토록 매력적인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진리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
다. 최소한 과학은 개발되어 온 다른 방법들보다 우리
가 가진 생각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인 듯 보인다. 

(A) 하지만 과학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하나의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그 가정은 당면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진리가 발견될 것이라는 것
이다. 

(C) 다시 말해서, 과학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토대 중 
하나는 진리가 어떤 방법의 적절한 적용으로부터 비롯
된다는 생각이다. 

(B) 그렇다면 진리를 찾는 비결은 그 적절한 방법을 
발견하여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과학은 흔
히 그 방법인 것으로 여겨진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trustworthy 신뢰할 수 있는
❍❍❍ the question at hand 당면한 문제
❍❍❍ perception 인식
❍❍❍ foundation 토대, 기초
❍❍❍ assumption 가정
❍❍❍ application 적용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과학은 진리를 시험하기 위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방법
인 듯 보인다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 다음에, 과학에 대한 그
와 같은 인식이 진리 추구를 위한 방법의 적용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A)가 이어지고, In other 
words로 시작하여 진리 추구를 위한 방법의 적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는 내용의 (C)가 온 후, 과학이 진리를 찾
는 데 적용되는 바로 그 적절한 방법으로 여겨진다는 내용의 
(B)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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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치하지 않는 것   천문학자 Edward Emerson Barnard

 Edward Emerson Barnard, born into a poor family in Nashville, 

Tennessee, received little formal education. When not quite nine years 

old, he was sent to work in a portrait studio and became familiar with 

photographic techniques. Quite independently he developed a strong 

interest in astronomy. From 1883 to 1887 he managed both to study 

and to instruct at Vanderbilt University. From 1888 he worked at the 

Lick Observatory until in 1895 he became professor of astronomy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and was thus able to work at the newly 

established Yerkes Observatory. Barnard was a keen observer and had 

detected more than ten comets by 1887 and several more in 

subsequent years. In 1892 he became the first astronomer after Galileo 

to discover a new satellite of Jupiter, subsequently named Amalthea.

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
② 사진관에서 일하며 사진 기술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③ Vanderbilt University에서 공부하면서 가르쳤다.
④ 1895년에 Eerkes Observatory를 설립하였다.
⑤ 1887년까지 열 개가 넘는 혜성을 발견하였다.

03 | 정답 | ④03 | 정답 | ④03 | 정답 | ④

 Tennessee 주 Nashville의 한 가난한 가정
에 태어난 Edward Emerson Barnard는 정
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 아홉 살이 채 되지 않았
을 때 그는 한 사진관에 보내져 일하게 되었고, 사진 
기술에 익숙하게 되었다. 아주 독자적으로 그는 천문학
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1883년부터 1887
년까지 그는 용케도 Vanderbilt 대학교에서 공부하
며 가르쳤다. 1895년에 Chicago 대학교 천문학 
교수가 될 때까지 그는 1888년부터Lick 천문대에서 
일했고, 그리하여 새로 설립된 Yerkes 천문대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Barnard는 열성적인 관측자
였고 1887년까지 열 개가 넘는 혜성을 발견하였으
며, 추후 몇 년간 여러 개를 더 발견하였다. 1892년
에 그는 갈릴레오 이후에 목성의 새로운 위성을 발견한 
첫 번째 천문학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추후에 
Amalthea라고 명명되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portrait studio 사진관
❍❍❍ instruct 가르치다
❍❍❍ observatory 천문대
❍❍❍ comet 혜성
❍❍❍ Jupiter 목성
❍❍❍ independently 독자적으로, 별개로
❍❍❍ newly 새롭게
❍❍❍ keen 열성적인, 열심인
❍❍❍ subsequent 추후의, 차후의
❍❍❍ astronomy 천문학
❍❍❍ establish 설립하다
❍❍❍ detect 발견하다, 탐지하다
❍❍❍ satellite 위성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새로 설립된 Yerkes 천문대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
다고 했으므로 (was thus able to work at the 
newly established Yerkes 
Observatory),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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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빈칸   우는 새[명금]의 선택적 학습

 Studies of songbirds provide good evidence for __________ in 

animals. It is well known that if a young white-crowned sparrow is not 

allowed to hear the song of an adult during an early portion of its life, it 

will never sing a normal song, but will produce instead a much 

simplified "isolate song". This fact has allowed biologists to explore how 

selective these birds are in terms of the songs that they will learn. One 

method that has been used to explore this question is to expose a 

young, male, white-crowned sparrow to songs of a variety of species 

(e.g., those that might occur in its natural habita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bird shows a strong liking to learn the song of its 

own species. Furthermore,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this is not 

due to the inability to produce the songs of other species.

* white-crowned sparrow 노랑턱멧새

① an evolutionary wonder
② the biological ability to hear
③ innate learning preferences
④ rapid developmental changes
⑤ different functions of singing organs

04 | 정답 | ③04 | 정답 | ③04 | 정답 | ③

 (고운 소리로) 우는 새의 연구는 동물의 선천적인 학
습 선호도에 대한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 어린 노랑턱
멧새는 삶의 초기에 다 자란 새의 노래를 듣지 못하게 
하면 정상적인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대신에 매우 단순
화된 ‘산발적인 노래’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사실 때문에 생물학자들은 이 새들이 학습할 노래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고르는지를 조사할 수 있었다. 이 
문제를 조사하는 데 사용되어 온 한 가지 방법은 어린 
수컷 노랑턱멧새를 다양한 종의 노래(예를 들어 그것의 
자연 서식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래)를 접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새는 자신의 종의 노래를 
학습하려는 강한 선호도를 보인다. 더욱이 이것은 다른 
종의 노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
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portion 부분
❍❍❍ isolate 산발적인 유례없는
❍❍❍ selective 조심스럽게 고르는
❍❍❍ demonstrate 입증하다, 보여 주다
❍❍❍ normal 정상적인
❍❍❍ biologist 생물학자
❍❍❍ simplified 단순화된
❍❍❍ explore 조사하다
❍❍❍ expose 접하게 하다, 노출시키다
❍❍❍ habitat 서식지
❍❍❍ inability 할 수 없음, 무능력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노래하는 새는 다양한 새들의 노래를 접하게 되었을 경우
에 자신과 같은 종의 노래를 학습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
구 결과에 대한 내용이므로 빈칸에 가장 적절한 말은 ③‘선천
적인 학습 선호도’이다. ① 진화적 경이로움 ② 듣는 생물학
적 능력 ④ 빠른 발달적 변화 ⑤ 노래하는 기관의 각기 다
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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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3 예술,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Gateway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학교 체육 프로그램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grams should offer a balanced variety of 

activities that allow young people to develop ability in lifetime activities 

that are personally meaningful and enjoyable. A balance should exist in 

any physical education program among team, dual, and individual 

(lifetime) sports. ① Team sports such as basketball and soccer provide 

an opportunity for students to develop skills and to enjoy working and 

competing together as a team. ② However, in many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grams, team sports dominate the curriculum at the 

expense of various individual and dual sports, like 'tennis, swimming, 

badminton, and golf. ③ In such cases, the students lose the 

opportunity to develop skills in activities that they can participate in 

throughout their adult lives. ④ Baseball, in particular,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frequently broadcast on TV. ⑤ Only through a balanced 

program of team, dual, and individual sports is it possible to develop 

well-rounded individuals.

* dual 둘의

23 예술,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23 예술,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23 예술,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Gateway | 정답 | ④Gateway | 정답 | ④Gateway | 정답 | ④

 학교 체육 프로그램은 어린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의미 
있고 즐길만한 평생 활동의 능력을 개발하게 해 주는, 
균형 잡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균형은 팀 스
포츠, 둘이서 하는 스포츠, 개인(평생) 스포츠 중 그 
어떤 체육 프로그램에도 존재해야 한다. 농구와 축구 
같은 팀 스포츠는 학생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팀으로서 
함께 활동하고 겨루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그러나 많은 학교 체육 프로그램에서 팀 스포츠
가 테니스, 수영, 배드민턴, 골프와 같은 다양한 개인 
스포츠와 둘이서 하는 스포츠를 희생하면서 교육과정을 
지배한다. 그러한 경우에 학생들은 성인 시절 내내 자
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잃게 된다. (특히 야구는 텔레비전에서 자주 방송되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이다.) 팀 스포츠, 둘이
서 하는 스포츠, 개인 스포츠의 균형 잡힌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고르게 균형을 갖춘 개인을 성장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physical education 체육
❍❍❍ compete 겨루다, 경쟁하다
❍❍❍ dominate 지배하다
❍❍❍ curriculum 교육과정
❍❍❍ at the expense of ∼을 희생하면서
❍❍❍ broadcast 방송하다
❍❍❍ well-rounded 균형이 잡힌, 다재다능한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이 글의 중심 생각은 학교 체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
라서 야구가 텔레비전에서 자주 방송되는 인기 스포츠라는 내
용의 문장 ④는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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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빈칸   영화 이해를 돕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관객의 배경지식

 Many films rely on the audience's knowledge of _________________ 

before the film begins. David O. Russell's Three Kings is about 

American soldiers in Iraq after the Gulf War had officially finished. 

Three Kings does not show the actual Gulf War, but the war is part of 

the film's story since it influences what takes place during the film. 

Likewise, the mood of Spike Lee's 25th Hour is heavily influenced by 

the aftermath of the terrorist attacks on the World Trade Centre in New 

York. Lee does not show us the events of 11 September 2001, but his 

repeated shots of Ground Zero inform the viewer that these events 

have a very special meaning to the characters in the film.

① the original work
② how to make a movie
③ particular myths and legends
④ pop culture and social trends
⑤ what has happened historically

01 | 정답 | ⑤01 | 정답 | ⑤01 | 정답 | ⑤

 많은 영화는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까지 역사적으
로 일어난 일에 대한 관객의 지식에 의존한다. 
David O. Russell의 ‘Three Kings’는 걸
프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이후에 이라크에 있었던 
미국 병사들에 관한 영화이다. ‘Three Kings’는 
실제 걸프 전쟁을 보여 주지는 않지만, 그 전쟁은 영화
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화 줄거리의 일부이다. 마찬가지로, Spike 
Lee의 ‘25th Hour’의 분위기는 뉴욕의 World 
Trade Centre에 대한 테러 공격의 여파에 의해 
아주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 Lee는 우리에게2001
년9월11일의 사건들을 보여 주지는 않지만, 그의 반
복되는 Ground Zero 장면은 관객에게 이 사건들
이 영화 속 등장인물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 그라운드 제로 (Ground Zero) 본래 핵무기 폭
발이 있었던 지표의 지점 또는 피폭 중심지를 뜻하지
만,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의 테러 발생 
이후에는 세계무역센터 붕괴 지점을 뜻하는 말로 널리 
쓰이고 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rely on ~에 의존하다
❍❍❍ actual 실제의
❍❍❍ likewise 마찬가지로
❍❍❍ audience 관객
❍❍❍ influence 영향을 끼치다
❍❍❍ aftermath (전쟁, 사고 등의)여파, 후유증
❍❍❍ officially 공식적으로
❍❍❍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 inform 알리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다. 주제문 이후에 제시된 두 개
의 예를 통해 주제문의 빈칸을 완성해야 한다. 두 개의 예는 
영화 ‘Three Kings’와 ‘25th Hour’에서 직접 보여 
주지 않는 걸프 전쟁과 2001년 9월 11일의 사건들이 각
각 그 영화들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다. 따라
서 ⑤‘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 빈칸에 가장 적절하
다.
① 원작
② 영화를 만드는 방법
③ 특별한 신화와 전설
④ 대중문화와 사회적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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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어법에 맞는 것   주말농장을 시작하는 마음가짐

 The best piece of advice we got when embarking on our hobby farm 

was, "Start small and don't overwhelm (A) [you / yourself]." There are 

countless stories of folks who move to the country, buy a flock of sheep 

and several horses, order a bunch of chickens, and start an organic 

garden, only (B) [exhaust / to exhaust] their economic and physical 

resources. It's much easier to start small and grow into your comfort 

level than to go "all out" and try to keep up. This is the key benefit of 

hobby farming. Since you aren't pressured to make it (C) [profitable / 

profitably] right away, you have room to explore and grow into your 

farm.

① you … to exhaust … profitable
② you … exhaust … profitably
③ yourself … to exhaust … profitable
④ yourself … to exhaust … profitably
⑤ yourself … exhaust … profitable

02 정답 ③02 정답 ③02 정답 ③

 우리가 주말농장을 시작했을 때 얻었던 최고의 조언 
한마디는 “작게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기가 질리게 만
들지 마라.”였다. 시골로 이주하여 한 무리의 양과 여
러 마리의 말을 사고, 한 무리의 닭을 주문하며, 유기
농 밭을 시작하고는 결국 자신들의 경제적, 신체적 자
원을 소진해 버리고 마는 사람들에 관한 헤아릴 수 없
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붓고’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작게 시작하고 편하게 느끼
는 수준으로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이것이 주말농
장의 핵심적 이점이다. 그것을 당장 수익이 나게 만들
도록 압력을 받지 않으므로, 그것을 탐구하고 자신의 
농장으로 만들어 갈 여지가 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hobby farm 주말농장
❍❍❍ flock 무리, 떼
❍❍❍ exhaust 소진하다, 다 써버리다
❍❍❍ keep up 유지하다, 지탱하다
❍❍❍ overwhelm 질리게 하다, 압도하다
❍❍❍ a bunch of 한 무리의
❍❍❍ go all out 모든 것을 쏟아붓다, 전력을 다하다
❍❍❍ profitable 수익성이 있는
❍❍❍ folks 사람들
❍❍❍ organic 유기농의
❍❍❍ explore 탐구하다, 탐색하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A) 명령문을 이끄는 동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므로 재귀
대명사 yourself를 써야 한다. (B) who가 이끄는 관
계절에서 4개의 동사 move, buy, order, start가 
and로 연결된 다음에「only＋to부정사」를 써서 ‘결국 
~하다’라는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야 한다. (C)‘그것(주말농
장)을 수익이 나게 만들다’의 의미를 나타내려면 「make
＋목적어＋목적격 보어」가 되어야 하며, 이때 목적격 보어
는 형용사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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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나머지 넷과 다른 것   농구 입단 테스트 경기

 Manuel was a point guard with a good chance of getting an athletic 

scholarship. His job was to dribble up and distribute the ball. Right 

before a tryout game, his coach told ①him, "Think, 'pass first, shoot 

second.'" But his dad, wanting ②his son to get noticed, told him, 

"Think, 'shoot first, pass second.'" Manuel was caught in the middle. It 

was a tough situation for ③the boy. After the first quarter, Manuel's dad 

and his coach had a heated discussion. The coach pointed out, "④He's 

going to be recruited as a point guard, so let's showcase him as a point 

guard, not as a shooting guard." Manuel's father was able to 

understand the coach's reasoning, so ⑤he backed off. (In the end, 

Manuel did get a scholarship.)

03 | 정답 | ⑤03 | 정답 | ⑤03 | 정답 | ⑤

 Manuel은 체육 특기자 장학금을 받을 충분한 가능
성이 있는 포인트가드였다. 그가 해야 하는 일은 공을 
몰고 나아가서 배급하는 것이었다. “‘먼저 패스하고 그
다음에 슛하라.’라는 것을 생각해.”라고 입단 테스트 경
기 직전에 그의 코치가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아
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주목받기를 원해서 “‘먼저 슛하
고 그다음에 패스하라.’라는 것을 생각해.”라고 그 아이
에게 말했다. Manuel은 중간에 끼인 상태가 되었
다. 그것은 그 아이에게 있어 힘든 상황이었다. 1쿼터
가 끝나고 Manuel의 아버지와 그의 코치는 격론을 
벌였다. 코치는 “그 아이는 포인트가드로 뽑힐 것이니 
그 아이를 슈팅가드가 아니라 포인트가드로 돋보이게 
합시다.”라고 말했다. Manuel의 아버지는 코치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물러났다. (결
국, Manuel은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point guard 포인트가드
❍❍❍ athletic scholarship 체육 특기자 장학금
❍❍❍ distribute 배급하다, 분배하다
❍❍❍ caught in the middle 중간에 끼인, 모호한 

상태에 빠진
❍❍❍ point out ~을 언급하다, ~을 지적하다
❍❍❍ reasoning 논리, 논증, 추론
❍❍❍ notice 주목하다, 주의하다
❍❍❍ recruit (신입 회원을) 뽑다[모집하다]
❍❍❍ back off 물러나다
❍❍❍ dribble (공을) 몰고 나아가다
❍❍❍ quarter 쿼터(시합의 전[후]반의 반)
❍❍❍ showcase 돋보이게 하다, 소개하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①, ②, ③, ④는 모두 Manuel을 가리키지만 
⑤는 Manuel의 아버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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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일치하지 않는 것   Academie Julian

 The Académie Julian was founded in 1873 by Rodolphe Julian, whose 

work as a painter is now forgotten. The school had no entrance 

requirements, it was open from 8 a.m. to nightfall, and it was soon the 

most popular establishment of its type. Julian opened several branches 

throughout Paris, one of them for women artists, and by the 1880s the 

student population was about 600. Although the Académie Julian 

became famous for the uncontrollable behaviour of its students, it was 

regarded as a stepping stone to the École des Beaux-Arts(Julian had 

astutely engaged teachers from the École as visiting professors). 

Among the French artists who studied there were Bonnard, Denis, 

Matisse, Vallotton, and Vuillard. The list of distinguished foreign artists 

who studied there is very long.

① 1873년에 Rodolphe Julian이 설립했다.
② 오전 8시부터 저물녘까지 문을 열었다.
③ 1880년대에는 학생 수가 약 600명이었다.
④ École des Beauz-Arts로 가는 디딤돌로 여겼다.
⑤ 소수의 유명 외국 미술가가 수학했다.

04 | 정답 | ⑤04 | 정답 | ⑤04 | 정답 | ⑤

 Academie Julian은 1873년에 
Rodolphe Julian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화가로
서 그가 한 일은 현재 잊힌 상태이다. 그 학교는 입학 
요건이 없었으며, 오전 8시부터 저물녘까지 문을 열었
고, 이내 같은 유형의 학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관이 
되었다. Julian은 파리 전역에 여러 개의 분교를 열
었는데, 그 중 하나는 여성 미술가를 위한 것이었고, 
1880년대에는 학생 수가 약 600명이었다. 
Academie Julian은 학생들의 통제 불가능한 행
동으로 유명해졌지만, Ecole des Beaux-Arts
로 가는 디딤돌로 여겨졌다(Julian은 Ecole 출신
의 교사들을 객원 교수로 기민하게 고용했다). 그곳에
서 수학한 프랑스 미술가 중에는 Bonnard, 
Denis, Matisse, Vallotton, 그리고 
Vuillard가 있었다. 그곳에서 수학한 유명 외국 미술
가들의 목록은 매우 길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found 설립하다, 창설하다
❍❍❍ nightfall 저물녘
❍❍❍ uncontrollable 통제 불능의
❍❍❍ engage 고용하다
❍❍❍ distinguished 유명한, 저명한
❍❍❍ entrance requirements 입학시험, 

입학자격
❍❍❍ establishment 기관, 시설
❍❍❍ regard ~ as ... ~을 ...로 여기다
❍❍❍ visiting professor 객원 교수, 초빙 교수
❍❍❍ branch 분교, 분점
❍❍❍ stepping stone 디딤돌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Academie Julian에서 수학한 유명 외국 미술가
들의 목록이 매우 길다(The list of distinguished 
foreign artists who studied there is 
very long.)는 마지막 문장으로 보아, ⑤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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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4 환경 및 보건

Gateway 빈칸   목재 사용의 환경적 영향

 Wood is a material that is widely acknowledged to be environmentally 

friendly. It has been welcome as an alternative material for a long time 

in building houses instead of cement or bricks. However, it is not 

always easy to _______________ of one particular material such as 

wood over another. Many species of tree are now endangered, 

including mahogany and teak, and deforestation, particularly in tropical 

rainforests, has had a severe impact both on local communities and on 

native plants and wildlife. Where wood is harvested and then 

transported halfway across the globe, the associated energy costs are 

high, causing a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What is more, 

where wood is treated with chemicals to improve fire- and 

pest-resistance, its healthful properties are compromised.

* mahogany 마호가니(적갈색 열대산 목재)
① increase the inherent resistance
② favor the chemical properties
③ dominate the natural habitats
④ evaluate the relative merits
⑤ deny the cost advantage

24 환경 및 보건24 환경 및 보건24 환경 및 보건

Gateway | 정답 | ④Gateway | 정답 | ④Gateway | 정답 | ④

 목재는 친환경적이라고 널리 인정되는 재료이다. 그것
은 집을 짓는 데 있어 시멘트나 벽돌 대신에 (쓰이는) 
대체 재료로 오랫동안 환영받아 왔다. 그러나 다른 것
(재료)에 비해 목재와 같은 한 특정 재료가 갖는 상대
적인 이점을 평가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다. 
마호가니와 티크를 포함한 많은 종의 나무들이 현재 멸
종 위기에 있으며 특히 열대 우림의 삼림 벌채가 지역 
사회와 토착 식물 및 야생 생물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
을 미쳐 왔다. 나무가 채취된 다음 지구의 반을 가로질
러 운반되는 데에는 관련된 에너지 비용이 높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나무가 내화성과 
내충성의 향상을 위해서 화학 물질로 처리되는 경우에
는 건강에 이로운 그것의 속성이 위태롭게 된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acknowledge 인정하다
❍❍❍ teak 티크
❍❍❍ alternative 대체 가능한
❍❍❍ deforestation 삼림 벌채
❍❍❍ native plant 토착 식물
❍❍❍ harvest 채취하다, 수확하다
❍❍❍ chemical (보통 복수형) 화학 물질 
❍❍❍ pest-resistance 내충성
❍❍❍ *mahogany 마호가니(적갈색 열대산 목재)
❍❍❍ endangered 멸종될 위기에 이른, 위험에 처한
❍❍❍ severe 심각한
❍❍❍ associated 관련된
❍❍❍ compromise 위태롭게 하다, 떨어뜨리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목재는 친환경적이라고 널리 인정되어 왔지만 그것을 재
료로 사용함으로써 초래되는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때 다른 재료에 비해 이점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④‘상
대적인 이점을 평가하는’이 가장 적절하다. ① 내재적인 저항
력을 증가시키는 ② 화학적 특성을 선호하는 ③ 자연 서식
지를 지배하는 ⑤ 비용의 장점을 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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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법상 틀린 것   폐플라스틱 세척

 Washing is required to remove any dirt and remains ① sticking to the 

waste plastic. It increases the purity of the plastics and in some cases 

② improves the efficiency of other processes such as sorting. The 

principles are the same as ③ those applied to any household washing 

detergent. The impurities must stick more ④ strongly to the cleaning 

medium than to the plastic to allow for removal. Washing also removes 

labels and water-soluble glue residues. Once the materials are washed, 

they then need to be dried. This can be done mechanically by simply 

using gravity and a conveyor to allow any liquid ⑤ drained away. 

Thermal methods use hot air to dry the plastic flakes.

* residue 잔여물

01 | 정답 | ⑤01 | 정답 | ⑤01 | 정답 | ⑤

 세척은 폐플라스틱에 달라붙은 오물과 남은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것은 플라스틱의 청결함을 
증대하고 몇몇 경우에는 분류와 같은 다른 과정의 효율
성을 향상시킨다. 원리는 가정용 세탁 세제에 적용되는 
것들과 동일하다. 제거를 위해서는 불순물이 플라스틱
보다는 세척 도구에 더 강하게 달라붙어야 한다. 세척
은 또한 라벨과 수용성 접착제 잔여물을 제거한다. 자
재들이 일단 세척이 된 다음엔 건조되어야 한다. 이것
은 어떤 액체든지 빠지게끔 중력과 운반 장치를 사용하
여 단순히 기계적으로 될 수 있다. 열을 이용하는 방식
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리기 위해 뜨거운 공기를 사용한
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remains (사용하다가) 남은 것
❍❍❍ purity 청결함, 깨끗함
❍❍❍ impurity 불순물, 불결
❍❍❍ water-soluble 수용성의
❍❍❍ mechanically 기계적으로
❍❍❍ drain away 흘러 없어지다
❍❍❍ stick to ~에 달라붙다
❍❍❍ sorting 분류, 구분
❍❍❍ medium 도구, 매체
❍❍❍ glue 접착제
❍❍❍ gravity 중력
❍❍❍ thermal 열의, 온도의
❍❍❍ waste plastic 폐플라스틱
❍❍❍ detergent 세제
❍❍❍ removal 제거
❍❍❍ residue 잔여물
❍❍❍ conveyor 운반 장치
❍❍❍ flake 조각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⑤ allow는 목적어(any liquid)의 보어로 to부정
사구를 취한다. 따라서 drained를 to drain으로 바꾸
어야 한다. 
❍❍❍ ① sticking to the waste plastic은 any 
dirt and remains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수식을 받
는 명사구가 stick의 행위자이므로 현재분사 sticking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② 두 개의 동사구, 즉 increases ~ the 
plastics와 improves ~ sorting이 and로 연결
되어 있다. 공통 주어가 It이므로 단수 형태인 improves
는 적절하다. 
❍❍❍ ③ the principles를 지칭하는 대명사이므로 복수의 
형태인 those가 올바르다. 
❍❍❍ ④ 동사 stick을 수식하는 부사 strongly가 올바른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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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문장 넣기   브라질 Curitiba 시의 버스 체계

 As a result, the city of Curitiba,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two 
million, has one of the most heavily used yet lowest cost public transit 
systems in the world.

 The bus system in Curitiba, Brazil, provides a splendid example of 

what is possible when a government truly gets behind public 

transportation. (①) Residents of Curitiba say the bus system plays a 

huge role in making their city livable and joyful. (②) The buses run 

reliably and frequently, in some cases as often as every ninety 

seconds. (③) The stations are convenient, well-designed, comfortable, 

and attractive. (④) Nearly three-quarters of the city's commuters use 

the bus system to get to and from work. (⑤) The city's streets are 

surprisingly free of traffic jams, and the air is nearly pollution-free.

* commuter 통근자

02 | 정답 | ④02 | 정답 | ④02 | 정답 | ④

 브라질 Curitiba 시의 버스 체계는 정부가 대중교
통을 진정으로 지원할 때 가능한 것에 대한 하나의 훌
륭한 예를 제공한다. Curitiba 주민들은 버스 체계
가 그들의 도시를 살 만하고 즐거운 곳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버스들은 신뢰할 수 있게 그
리고 자주 운행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매 90초만큼 자
주 운행된다. 버스 정류장은 편리하고, 잘 설계되어 있
으며, 편안하고, 매력적이다. 그 결과, 인구가 2백만이 
넘는 Curitiba 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
도 비용은 가장 저렴한 대중교통 체계 중 하나를 갖고 
있다. 그 도시의 통근자들 중 거의 4분의 3이 출퇴근
하는 데 버스 체계를 이용한다. 그 도시의 도로에는 놀
랍게도 교통 체증이 없고, 공기는 거의 오염이 거의 없
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heavily 아주 많이
❍❍❍ get behind ~을 지원하다, ~을 지지하다
❍❍❍ livable 살기에 적절한
❍❍❍ convenient 편리한
❍❍❍ traffic jam 교통 체증
❍❍❍ public transit system 대중교통 체계
❍❍❍ reliably 신뢰할 수 있게
❍❍❍ attractive 매력적인
❍❍❍ pollution-free 오염이 없는
❍❍❍ splendid 훌륭한
❍❍❍ resident 주민
❍❍❍ frequently 자주
❍❍❍ free of ~이 없는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주어진 문장의 As a result를 근거로 했을 때, 주어
진 문장 앞에는 Curitiba 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
면서도 비용은 가장 저렴한 대중교통 체계 중 하나를 지니게 
된 이유가 와야 한다. 정부가 신뢰할 수 있게 그리고 자주 버
스를 운행하고, 버스 정류장 관리에 신경을 쓴 것이 그 이유
일 것이므로 ④가 주어진 문장의 위치로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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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필자의 주장   환자의 역할의 중요성

 Traditional professional health care assumes that something about the 

client is broken (illness) and needs to be fixed (treatment). Within most 

health-related professions, including nursing, it is accepted that the 

special knowledge of the professional will make the difference in the 

client's life. But nursing techniques or interventions are responsible for 

only about I5% of the outcome. Thus, the strengths,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s of the client are responsible for most of the change and 

how it occurs. Nurses need to understand how clients make changes 

and how, as nurses, they can best support each client. By doing this, 

the emphasis shifts from problems and deficits defined by the nurse, to 

possibilities and strengths identified in egalitarian, collaborative 

relationships with clients. This allows the client's support system and 

environment to move into central roles.

* resilience 회복력 ** egalitarian 평등주의의

① 환자는 자신을 치료하는 의료인을 신뢰해야 한다.
② 전문 의료인은 자신이 하는 치료 효과를 확신해야 한다.
③ 간호사는 치료에서 환자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④ 간호사는 환자 의료 기록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⑤ 간호사는 환자의 문제점과 개선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03 | 정답 | ③03 | 정답 | ③03 | 정답 | ③

 전통적인 전문 의료 서비스는 고객의 어떤 것이 망가
졌고(질병) 고쳐져야(치료) 한다고 간주한다. 간호를 
포함한 대부분의 건강과 관련된 직종 내에서는 전문가
의 특수한 지식이 고객의 삶에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간호의 기법이나 간호 중재는 결
과의 약 15%만의 원인이다. 따라서 고객의 힘, 회복
력, 사회적 지원이 대부분의 변화와 변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의 원인이 된다. 간호사는 고객이 어떻게 변화를 
만들며 간호사로서 자신이 어떻게 각각의 고객을 지원
할 수 있을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간호사
가 분명하게 밝힌 문제점과 결함으로부터, 고객과의 평
등한 협력 관계에서 찾은 가능성과 힘으로 주안점이 옮
겨진다. 이리하여 고객의 지원 체계와 환경이 중심적인 
역할로 이동할 수 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assume 간주하다, 추정하다
❍❍❍ intervention 중재
❍❍❍ shift 옮겨지다, 이동되다
❍❍❍ central 중심적인
❍❍❍ client 고객
❍❍❍ be responsible for ∼의 원인이 되다
❍❍❍ deficit 결함, 결손
❍❍❍ profession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직업
❍❍❍ emphasis 주안점
❍❍❍ define 명백하게 밝히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간호사는 자신이 가진 전문 지식이 고객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올 것에 집중하기보다 환자 자신의 여러 요소가 대부분의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객의 중심적 역할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가 주장하는 것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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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글의 순서   전자레인지 조리 원리

 Microwaves cause water, fat, and sugar molecules to vibrate 2.5 mil-
lion times per second, producing heat.

(A) It occurs for a longer time in dense foods such as a whole turkey or 

beef roast than in less dense foods like breads, small vegetables and 

fruits. During this time, the temperature of a food item can increase 

several degrees.

(B) For that reason, directions may advise letting a food "rest" for a few 

minutes after turning off the oven or removing food from the oven.

(C) After the oven is off or food is removed from the oven, the 

molecules continue to generate heat as they come to a standstill. This 

additional cooking after microwaving stops is called carryover cooking 

time, resting time, or standing time.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04 | 정답 | ④04 | 정답 | ④04 | 정답 | ④

 전자레인지는 물, 지방, 그리고 설탕의 분자를 초당 
250만 번 진동하게 하여 열을 만들어 낸다. 

(C) 전자레인지가 꺼지거나 음식을 전자레인지로부터 
꺼낸 후에 그 분자들은 정지 상태에 이르는 동안 계속
해서 열을 만들어 낸다. 전자레인지의 작동이 멈춘 뒤
의 이러한 추가적인 조리는 여열 조리 시간, 휴지 시
간, 또는 대기 시간이라고 불린다. 

(A) 그것(추가적인 조리)은 빵, 작은 채소와 과일과 
같이 밀도가 덜한 음식에서보다 칠면조 통구이나 로스
트비프와 같은 밀도가 높은 음식에서 더 오랜 시간 동
안 발생한다. 이 시간 동안 음식물의 온도는 몇 도 더 
상승할 수 있다. 

(B) 그러한 이유에서 (전자레인지의) 사용법이 전자레
인지를 끄거나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꺼낸 후에 음식
을 몇 분 동안‘그대로 놔두도록’권장할 수 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microwave 전자레인지
❍❍❍ dense 밀도가 높은, 빽빽한
❍❍❍ rest 그대로 있다, 휴식하다
❍❍❍ carryover cooking 여열 조리, 뜸들이기
❍❍❍ molecule 분자
❍❍❍ whole turkey 칠면조 통구이
❍❍❍ standstill 정지 (상태), 멈춤
❍❍❍ vibrate 진동하다, 떨다
❍❍❍ directions (보통 복수형) 사용법, 지시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주어진 문장은 전자레인지가 음식의 분자를 진동하게 하
여 열을 만들어 내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뒤에 그 분
자들이 전자레인지가 멈춘 후에도 계속 진동을 하며 열을 만
든다는 내용인 (C)가 오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음식의 종
류에 따른 추가적 조리 시간의 차이에 대한 내용인 (A)가 온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추가적인 조리 때문에 전자레인지를 끄
거나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꺼낸 후에 잠시 음식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내용인 (B)가 오는 것이 적절한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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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1 목적   스쿨버스 정류소 이동 요청

Dear Dr. Murphy:

 My son, Brian, is a first-year student at Fairview Junior High School. 

The closest bus stop for him would be the corner of Hill Street and 

Fourth Avenue, in front of 16 Hill Street. I'm writing to ask that you 

consider moving that pickup spot to a safer location. Hill and Fourth is 

a major intersection in Fairview and also on a truck route to the 

electrical plant. At 7:30 A.M. there is a tremendous amount of rush hour 

traffic. All of the students have been warned to be careful while waiting 

for the bus, but I don't think we can guarantee that one of them won't 

stray into the road. Can I suggest the stop be moved around the corner 

onto Fourth Street, near the Keefe Playground? There is more room 

there, less traffic, and a play area to occupy the kids.

Sincerely,

Karen Diamond

① 스쿨버스 도입의 효율성을 설명하려고
② 스쿨버스의 과속 운행에 대해 항의하려고
③ 스쿨버스 정류소 위치의 변경을 요청하려고
④ 스쿨버스 차량의 안전 점검 계획을 공지하려고
⑤ 스쿨버스 정류소 근처에서 난 사고를 보고하려고

III TEST III TEST III TEST 

01 | 정답 | ③01 | 정답 | ③01 | 정답 | ③

Murphy 박사님께

 저희 아들 Brian은 Fairview 중학교 1학년 학
생입니다. 아들에게 가장 가까운 스쿨버스 정류소는 
Hill Street 16번지 앞에 있는, Hill Street와 
Fourth Avenue가 만나는 모퉁이일 것입니다. 아
이를 태워 가는 그 장소를 더 안전한 장소로 옮겨 주실 
것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Hill Street와 Fourth Avenue가 만나는 곳은 
Fairview의 주요 교차로이고 트럭이 발전소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전 7시 30분에는 출근 시간대의 
교통 혼잡이 엄청납니다. 모든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기
다리는 동안 조심하라는 주의를 받아 왔지만, 그들 중 
한 명이 도로로 잘못 들어서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류소를 Keefe 
Playground에 가까운, Fourth Street로 들
어서는 모퉁이 근처로 옮겨 달라고 제안드릴 수 있을까
요? 거기에는 공간도 더 많고, 교통량도 더 적고, 그
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이터도 있습니다.

Karen Diamond 드림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spot 장소
❍❍❍ location 장소, 위치
❍❍❍ intersection 교차로
❍❍❍ electrical plant 발전소
❍❍❍ tremendous 엄청난, 막대한
❍❍❍ guarantee 보장하다, 확신하다
❍❍❍ stray into ~로 잘못 들어서다
❍❍❍ room 공간
❍❍❍ play area 놀이터
❍❍❍ occupy (마음을) 사로잡다, (주의를) 끌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필자는 학부모로 자신의 아들이 스쿨버스를 타는 장소가 
Fairview의 주요 교차로라는 점, 트럭이 발전소로 가는 
길이라는 점, 출근 시간대에 교통이 매우 혼잡하다는 점 때문
에 안전하지 않아, 스쿨버스 정류소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
경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글의 목적으로는 ③이 가
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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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제   이동전화 단말기

 It is common for youths to personalise their mobile handsets to reflect 

their needs and tastes. This is done for instance by downloading 

ringtones, wallpapers, and icons from websites maintained by mobile 

service providers or other content providers, changing mobile handset 

covers, and making pouches in which the handsets can be kept and 

carried. Accordingly, we see the mobile technology becoming closely 

involved in the process of personal identity construc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 Understandably, this fact was stated by Mobile Youth in its 

2002 report, "The mobile phone is an icon of the youth generation."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say that the mobile is an icon and 

expression of individualism.

① the impact of mobile handsets on the environment
② the use of mobile handsets for showing individuality
③ the fierce competition among mobile service providers
④ the rapid evolution of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y
⑤ the increasing demand for mobile communication devices

02 | 정답 | ②02 | 정답 | ②02 | 정답 | ②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욕구와 취향을 나타내기 위해 이
동전화 단말기를 개인화하는(개인의 기호에 맞추는) 것
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 이동통신 서비
스 공급자나 다른 콘텐츠 공급자에 의해 유지되는 웹사
이트로부터 (휴대전화의) 신호음, 바탕화면, 아이콘을 
다운로드하고, 이동전화 단말기 커버를 바꾸고, 단말기
를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파우치를 만듦으로써 이
루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이동통신 기술이 젊은 세대의 
개인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 밀접하게 관여하게 되는 것
을 보게 된다. 당연하게도, 이 사실은 Mobile 
Youth 2002년 보고서에서 “이동전화기는 젊은 세
대의 아이콘이다.”라고 언급되었다. 그러므로 이동전화
기가 개성의 아이콘이자 표현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
절하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personalise 개인화하다
❍❍❍ mobile 이동의; 이동전화
❍❍❍ handset 단말기, (전화의) 수화기
❍❍❍ reflect 나타내다, 반영하다
❍❍❍ ringtone (전화의) 신호음
❍❍❍ wallpaper (컴퓨터 등의) 바탕화면
❍❍❍ pouch 파우치, 주머니
❍❍❍ construction 형성, 구성
❍❍❍ state 언급하다
❍❍❍ individualism 개성, 개인주의
❍❍❍ fierce 격심한
❍❍❍ rapid 급속한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소유자의 개인적 취향이 이동전화 단말기의 신호음, 바탕
화면, 아이콘, 커버, 파우치에 나타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②‘개성 표현을 위한 이동전화 단말기의 사용’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① 이동전화 단말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 이동통신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의 격심한 경쟁 ④ 이동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 ⑤ 이동통신 기기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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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요지   오늘날의 10대의 화면 사용

 Today's teenagers are better described as "screenagers," a term 

popularized by Dan Bloom to describe the act of reading on screen. 

They're woken up by an alarm on a cellphone, and they check the 

latest gossip on the same device, often before they get out of bed. 

They go to school or work in a vehicle that features screen-based 

information or an entertainment system, and they spend most of their 

day interacting with one kind of screen or another. In the evening they 

interact with their friends via screens and may finally sit down to relax 

with the Internet. According to one 2009 study, an average of 2,272 

text messages a month are currently sent or received via a US teen's 

phone screen.

① 첨단 기기의 조작에 능하다.
② 이동통신 장비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③ 생활이 주로 화면을 통해 이루어진다.
④ 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의사소통한다.
⑤ 무선 기기의 사용이 대부분 생활화되어 있다.

03 | 정답 | ③03 | 정답 | ③03 | 정답 | ③

 오늘날의 10대들을 화면에서 읽는 행동을 기술하기 
위해 Dan Bloom이 널리 알려지게 한 용어인‘화면 
세대’라고 기술하는 편이 더 낫다. 그들은 휴대전화기의 
알람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고 흔히 침대에서 나오기 
전에 같은 장치(휴대전화기)에서 가장 최근의 세상 이
야기를 살펴본다. 그들은 화면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나 
오락 시스템을 특별히 갖춘 차를 타고 학교나 일터로 
가며, 낮 시간의 대부분을 이런저런 종류의 화면을 접
하면서 보낸다. 저녁에는 화면을 통해 자기 친구들과 
교류하며 마침내 앉아서 인터넷과 함께 느긋하게 쉴지
도 모른다. 2009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한 달
에 평균 2,272건의 문자 메시지가 미국인 10대 한 
명의 휴대전화기 화면을 통해 발신되거나 수신된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describe 기술하다, 묘사하다
❍❍❍ term 용어
❍❍❍ popularize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다
❍❍❍ gossip 세상 이야기, 뜬소문, 험담
❍❍❍ vehicle 차량
❍❍❍ feature 특별히 포함하다, 특징으로 삼다
❍❍❍ interact 교류하다, 상호작용하다
❍❍❍ via 통하여, 거쳐
❍❍❍ relax 느긋하게 쉬다
❍❍❍ average 평균
❍❍❍ currently 현재, 지금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이 글의 중심 내용은 오늘날 미국 10대의 생활이 아침
부터 저녁까지 대부분 이런 저런 종류의 화면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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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필자의 주장   불평이 불평을 끌어당기는 법칙

 A woman getting out of bed in the middle of the night stubs her toe on 

a table leg. As the pain shoots up her body, she involuntarily shouts, 

"Ouch!" It is normal to say "ouch" when we are hurt. Many people, 

however, are an "OUCH!" in search of a hurt. They walk around 

ouching about the difficulties and problems in their life and then are 

surprised when more of them show up. If you cry "ouch," the hurt will 

show up. If you complain, you'll receive more to complain about. It's the 

Law of Attraction in action. As you complete these stages, learn to 

leave complaining behind and be positive. As you are no longer an 

"ouch" looking for a hurt, your life will unfold for you like a beautiful 

flower.

① 불평하는 것을 그만두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② 마음의 짐을 덜려면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라.
③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아픔을 겉으로 표현하라.
④ 아픔의 증상을 치료하기보다는 아픔의 근원을 찾으라.
⑤ 다른 사람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행동은 하지 마라.

04 | 정답 | ①04 | 정답 | ①04 | 정답 | ①

 한밤중에 침대에서 나오던 한 여성이 탁자 다리에 발
가락을 차였다. 통증이 몸에 빠르게 퍼져 가는 동안, 
그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야!”하고 소리친다. 
다쳤을 때 “아야”라고 말하는 것은 정상적이다. 그러나 
(굳이) 상처를 찾아 “아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
이 있다. 그들은 자기 삶의 어려움과 문제점에 관해 
“아야”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더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
점이 나타나면 깜짝 놀란다. 여러분이 “아야”라고 외치
면, 상처가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이 불평하면, 불평할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끌어당김의 법
칙’이 작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를 끝내면서, 불평
하는 것을 뒤에 남기고 긍정적이 되는 법을 배워라. 여
러분이 더는 상처를 찾아다니면서 “아야”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아닐 때,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운 꽃처럼 여러
분에게 펼쳐질 것이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involuntarily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 ouch 아야(갑자기 아파서 내지르는 소리); 아야 

하다
❍❍❍ show up 나타나다
❍❍❍ complain 불평하다
❍❍❍ attraction 끌어당김
❍❍❍ in action 활동[작동]을 하는
❍❍❍ unfold 펼쳐지다, 펼치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아야”하면서 상처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다시 말해 계속 
불평을 하는 사람은 더 많은 불평과 마주치게 되므로, 불평을 
그만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내용이
다. 그러므로 글에 나타난 필자의 주장으로는 ①이 가장 적
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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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제목   연예 산업의 성공 예측 불가능성

 The unknown quality of many forms of entertainment not only 

causes problems for consumers, but it can be a challenge for the 

producers as well. Consider the movie industry as an example. The 

success of a movie is almost impossible to predict. Even after a 

movie smashes box office records, it may not be clear as to why it 

was so much more popular than other films. Even knowing what 

made one movie, play, television show, or recording popular usually 

adds nothing to the predictive ability of what will make the next one 

popular. No actor is a guaranteed box office hit every time, and no 

genre of film has proven to be eternally popular. Without really 

knowing what factors influence the quality of the final product, 

producers are at an extreme disadvantage.

① Diverse Forms of Popular Entertainment
② Uncertainty of the Entertainment Business
③ Growing Demand for Entertainment Service
④ Film: The Most Popular Entertainment Medium
⑤ A Leading Actor: The Key to a Successful Film

05 | 정답 | ②05 | 정답 | ②05 | 정답 | ②

 많은 형태의 연예가 가진 알려지지 않은 특성은 소비
자들에게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제작자들에게도 
시험대가 될 수 있다. 한 예로 영화 산업을 생각해 보
라. 한 영화의 성공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 편
의 영화가 매표 기록을 깬 후에도 왜 그것이 다른 영화
들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었는지에 관해서 명확하지 않
을 수 있다. 심지어 무엇이 한 편의 영화, 연극, 텔레
비전 프로그램, 또는 음반을 인기 있게 만들었는지를 
아는 것조차 무엇이 다음 것을 인기 있게 만들지에 대
해 예측하는 능력에 대개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 어떤 배우도 매번 흥행의 성공을 보증하지는 못하
며, 그 어떤 장르의 영화도 영원히 인기를 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어떤 요인이 최종 상품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제작자들은 극도
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entertainment 연예, 오락
❍❍❍ challenge 시험대, 힘든 일
❍❍❍ box office 매표소
❍❍❍ as to ~에 관해서
❍❍❍ recording 음반
❍❍❍ predictive 예언하는
❍❍❍ guarantee 보증하다
❍❍❍ eternally 영원히, 언제나
❍❍❍ diverse 다양한
❍❍❍ medium 매체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연예 산업의 특성상 한 상품의 성공 여부를 사전에 예측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②‘연예 산업
의 불확실성’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대중 연예
의 다양한 형태 ③ 연예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 ④ 영
화: 가장 인기 있는 연예 매체 ⑤ 주연 배우: 성공적인 영화
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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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Francine의 심경   대저택의 실내에서 느끼는 경외감

 Francine quickly ran up the steps through the door. She stepped 

inside. The cool air felt good on her warm face as she walked into the 

mansion. The inside was as magnificent as the outside. The ceiling was 

almost as high as the ceiling in the train station. Hanging from its 

centre was the largest chandelier she had ever seen in her life. The 

walls were covered with paintings; some were so large that they 

wouldn't fit on the outside wall of her house back in Roberval. In front 

of her was a beautiful marble staircase. She didn't know how she would 

ever find the words to describe it all to her mother. At the top of the 

stairs was a big picture of a woman dressed in a long white gown. She 

was beautiful.

① awed ② lonely ③ regretful
④ scared ⑤ bored

06 | 정답 | ①06 | 정답 | ①06 | 정답 | ①

 Francine은 재빨리 계단을 뛰어올라가 문을 통과
했다. 그녀는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가 대저택 안
으로 걸어 들어갈 때, 서늘한 공기가 그녀의 달아오른 
얼굴에 기분 좋게 느껴졌다. 내부는 외부만큼이나 웅장
했다. 천장은 거의 기차역의 천장만큼이나 높았다. 그 
중앙에 그녀가 그때까지 살면서 본 것 중 가장 커다란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다. 벽은 그림으로 덮여 있었는
데, 어떤 것들은 너무나 커서 그녀가 떠나온 
Roberval에 있는 그녀의 집 외벽에는 맞지도 않을 
터였다. 그녀의 앞에 아름다운 대리석 계단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도대체 어떻게 그것에 대해 
죄다 설명해 줄 말을 찾을지를 몰랐다. 계단의 꼭대기
에는 긴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을 그린 커다란 그
림이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mansion 대저택
❍❍❍ magnificent 웅장한, 훌륭한
❍❍❍ ceiling 천장
❍❍❍ chandelier 샹들리에
❍❍❍ marble 대리석
❍❍❍ staircase (난간 등을 포함한) 계단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대저택의 웅장한 실내에 들어가 엄청나게 높은 천장, 커다
란 샹들리에, 아름다운 대리석 계단, 벽에 걸린 그림들을 보며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으므로 Francine의 심경으로 ①
‘경외감을 느끼는’이 가장 적절하다. ② 외로운 ③ 후회하는 
④ 겁먹은 ⑤ 지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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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적절하지 않은 것   국가 간 무역 장벽

 A good example of the fundamental problem of cooperation is the case 

where two industrial nations have set up trade barriers to each other's 

①exports. Because of the mutual ②advantages of free trade, both 

countries would be better off if these barriers were eliminated. But if 

either country were to unilaterally eliminate its barriers, it would find 

itself facing terms of trade that ③hurt its own economy. In fact, 

whatever one country does, the other country is better off if it ④

removes its own trade barriers. Therefore, the problem is that each 

country has an incentive to retain trade barriers, leading to a ⑤worse 

outcome than would have been possible had both countries cooperated 

with each other.

07 | 정답 | ④07 | 정답 | ④07 | 정답 | ④

 협력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한 가지 좋은 사례는 
두 산업 국가가 서로의 수출품에 무역 장벽을 세운 경
우이다. 자유 무역의 상호 이익 때문에, 양국은 이 장
벽이 제거되면 더 좋을 것이다. 하지만 둘 중 어느 한 
나라만 일방적으로 무역 장벽을 제거한다면, 그 나라는 
자국의 경제에 해를 입히는 무역 조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실, 한 나라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른 나
라는 자국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면(→ 유지하면) 더 
좋을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각국이 무역 장벽을 유지
할 동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양국이 서로 협력 했다
면 가능하였을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fundamental 근본적인
❍❍❍ set up ~을 세우다
❍❍❍ trade barrier 무역 장벽
❍❍❍ mutual 상호의
❍❍❍ free trade 자유 무역
❍❍❍ better off (상황이) 더 좋은
❍❍❍ eliminate 제거하다
❍❍❍ terms (거래나 계약의) 조건
❍❍❍ incentive 동기, 유인
❍❍❍ retain 유지하다, 보유하다
❍❍❍ outcome 결과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두 나라 중 어느 한 나라만 일방적으로 무역 장벽을 제거
하면 그 나라의 경제가 해를 입는다는 점, 각국이 무역 장벽
을 유지할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④의 
removes는 retains 정도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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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어법상 적절한 것   기억으로 만든 마음속 지도

 Not all maps are written on paper. When (A) [tried / trying] to reach 

the refrigerator at night, we do not smell our way to food. Instead, we 

use a map based on our memory of the room. If we stumble on our 

way, it is usually over a misplaced toy or shoe that we did not 

remember (B) [leaving / to leave] there. Everyone has these kinds of 

maps in his or her mind. These mental maps help you find your way 

not only to the refrigerator in the dark, but also to the grocery store and 

to work. People not only have mental maps of common trips they 

make, but also of their city, country, and even the world. Every person's 

mental map is unique, based on how (C) [wide / widely] an area he or 

she travels and his or her knowledge of the world. 

① tried … leaving … wide
② tried … to leave … wide
③ trying … leaving … wide
④ trying … to leave … widely
⑤ trying … leaving … widely

08 | 정답 | ③08 | 정답 | ③08 | 정답 | ③

 모든 지도가 종이 위에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밤에 
냉장고에 다가가려고 할 때 우리는 냄새를 맡고 음식을 
찾아가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는 방에 대한 기억에 근
거한 지도를 사용한다. 가는 도중에 (걸려) 넘어지면 
그것은 대개 그곳에 우리가 놓아둔 것을 기억하지 못한 
잘못 놓은 장난감이나 신발에 걸려서이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이런 종류의 지도를 갖고 있다. 이 마음속의 
지도는 여러분이 어둠속의 냉장고뿐만 아니라 식료품
점, 직장도 찾아가게 도와준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흔
한 이동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 나라, 
심지어는 세상에 대한 마음속의 지도를 갖고 있다. 모
든 사람의 마음속의 지도는 각자 얼마나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는지와 세상에 대한 각자의 지식에 근거하기에 
고유한 것이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refrigerator 냉장고
❍❍❍ based on ~에 근거한; ~에 근거하여
❍❍❍ on one’s way 가는 도중에
❍❍❍ misplace 잘못 놓다
❍❍❍ mental 마음의, 정신의
❍❍❍ common 흔한
❍❍❍ trip 이동, 오고감, 통근
❍❍❍ unique 고유한, 유일한, 독특한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A) When we try ~를 분사구문(trying ~)으
로 고친 다음 접속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When을 남겨 
놓은 구문이므로 trying이 적절하다. (B) remember 
뒤에 동명사가 오면‘(과거에) ~한 것을 기억하다’라는 의미이
고 to부정사가 오면 ‘(앞으로) ~할 것을 기억하다’라는 의미
이다. 글의 내용상 전에 놓아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므
로 leaving이 적절하다. (C) how절과 his or her 
knowledge of the world가 and로 연결되어 
based on에 이어지는 구조이다. how는 so나 too와 
같이「how/so/too＋형용사＋a(n)＋명사」의 어순
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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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나머지 넷과 다른 것   엄마를 바라보는 딸

 Mary heard her mother come out on the veranda with someone. ①She 

was with a fair-haired young man and they stood talking together in low 

strange voices. Mary knew the light-haired young man who looked like 

a boy. ②She had heard that he was a very young officer who had just 

come from England. The child stared at him, but she stared most at her 

mother. She always did this when she had a chance to see ③her, 

because she was such a tall, slim, pretty person and wore such lovely 

clothes. Her hair was like curly silk and she had large laughing eyes. 

All ④her clothes were thin and floating, and Mary said they were "full of 

lace." They looked fuller of lace than ever this morning, but ⑤her eyes 

were not laughing at all. They were large and scared and lifted 

imploringly to the boylike officer's face.

* imploringly 애원하듯이

09 | 정답 | ②09 | 정답 | ②09 | 정답 | ②

 Mary는 자기 엄마가 누군가와 베란다로 나오는 소
리를 들었다. 그녀는 금발의 젊은 남자와 함께 있었고 
그들은 나란히 서서 낮고 생소한 목소리로 함께 이야기
를 나누었다. Mary는 소년처럼 보이는 그 금발의 젊
은 남자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이제 막 영국에서 
건너온 매우 젊은 장교라는 말을 들었었다. 아이는 그
를 빤히 쳐다봤지만, 대부분 주로 자기 엄마를 빤히 쳐
다봤다. 그녀는 그녀(엄마)를 볼 기회가 있을 때 늘 이
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녀는 매우 키가 크고 날씬하
고 예쁜 사람이었으며 참으로 멋진 옷을 입었기 때문이
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동그랗게 말린 명주실 같았으며 
그녀는 크고 웃고 있는 듯한 눈을 지녔다. 그녀의 모든 
옷은 얇고 하늘하늘했으며, Mary는 그것들이 “레이
스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그 옷들은 이날 아침 그 어
느 때보다도 더욱 레이스로 가득 차있는 듯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크고 
겁에 질려 있었으며 소년같은 청년 장교의 얼굴을 애원
하듯이 올려다보고 있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stare 빤히 쳐다보다, 응시하다
❍❍❍ curly 동그랗게 말린, 곱슬곱슬한
❍❍❍ laughing 웃는 것 같은, 기쁜 듯한
❍❍❍ floating 떠 있는, 유동적인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①, ③, ④, ⑤는 모두 Mary의 엄마를 가리키지
만, ②는 Mary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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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치하지 않는 것   Epicurus의 일대기

 Epicurus was probably born in an Athenian colony on the island of 

Samos, in the Aegean Sea. That is where his father lived and where 

Epicurus was raised. He began to study philosophy when he was about 

14. When he was 18, Epicurus moved to Athens, possibly in order to 

establish his right to Athenian citizenship. In 322 B.C.E., while he was 

in Athens, the Athenians were forced to leave Samos. His family settled 

as refugees in Asia Minor, where Epicurus joined them and began his 

studies again under the followers of Democritus and Plato. He founded 

his first school in Asia Minor in 311 B.C.E., and in 307 B.C.E he moved 

it to Athens, where he died.

① 아테네의 한식민지에서 태어난 것으로 여겨진다.
② 약 14살 때 철학 공부를 시작했다.
③ 아테네 시민권 자격을 얻기 위해 아테네로 이주했다.
④ Democritus와 Plato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⑤ Asia Minor에서 자신의 첫 학교를 설립했다.

10 | 정답 | ④10 | 정답 | ④10 | 정답 | ④

 Epicurus는 아마 에게해 Samos 섬의 아테네 
식민지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곳은 그의 아버지가 살
던 곳이고, Epicurus가 자랐던 곳이다. 그는 약 
14살 때 철학 공부를 시작했다. 18살 때, 
Epicurus는 아테네로 이주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아테네 시민권을 얻을 권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기원전 322년, 그가 아테네에 있던 동안, 아
테네인들은 Samos를 강제로 떠나야 했다. 그의 가
족은 소아시아에 난민으로 정착했는데, 그곳에서 
Epicurus는 가족과 합류하여 Democritus와 
Plato의 추종자들 밑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그
는 기원전 311년에 소아시아에서 자신의 첫 학교를 
설립했고, 기원전 307년에는 그것을 아테네로 옮겼는
데, 거기서 그는 기원전 270년에 사망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colony 식민지
❍❍❍ Aegean Sea 에게 해(그리스·소아시아 사이 

지중해 동부의 다도해)
❍❍❍ philosophy 철학
❍❍❍ establish 확립하다, 수립하다
❍❍❍ citizenship 시민권
❍❍❍ B.C.E. 기원전(Before the Common 

Era)
❍❍❍ settle 정착하다
❍❍❍ refugee 난민
❍❍❍ follower 추종자
❍❍❍ found 설립하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His family settled as refugees in 
Asia Minor, where Epicurus joined 
them and began his studies again 
under the followers of Democritus and 
Plato.에서 Epicurus가 Democritus와 Plato
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Democritus와 
Plato의 추종자들 밑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
로, ④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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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운동선수 신체검사

ATHLETIC PHYSICAL

DATE: Monday, April 22nd

TIME: 6:30 p.m. - 8:30 p.m. (multiple appointments available in 15 

minute time slots)

WHO: All Fishers High School athletes

All Riverside and Fishers Junior High School athletes

LOCATION: Fishers High School (enter Door FH 6)

APPOINTMENTS: YOU MUST have an appointment scheduled to 

participate. Beginning Monday, April 8th, call the Fishers High School 

Athletic Office to schedule your appointment.

*** DO NOT LEAVE A VOICEMAIL MESSAGE

*** LEAVING A MESSAGE DOES NOT SECURE AN APPOINTMENT

OFFICE NUMBER: 915-4296

HOURS TO CALL: Beginning Monday, April 8th

Monday - Friday 8:30 a.m. - 2:30 p.m.

COST: $25.00 — Cash or check payable to FHS Athletics on day of 

exam only, no credit card payments accepted.

① 검사는 오전부터 시작한다.
② 예약은 4월 22일부터 가능하다.
③ 예약을 하려면 음성 메시지를 남겨야 한다.
④ 요금은 참가 당일 지불한다.
⑤ 신용카드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11 | 정답 | ④11 | 정답 | ④11 | 정답 | ④

운동선수 신체검사의 밤

날짜: 4월 22일 월요일

시간: 오후 6:30~오후 8:30 (15분 시간대마다 복
수 예약 가능함)

대상: Fishers 고등학교 운동선수 전원

Riverside and Fishers 중학교 운동선수 전원

장소: Fishers 고등학교 (출입구 FH 6으로 들어
오세요)

예약: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약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예약 일정을 잡으려면 4월 8일 월요일부터 
Fishers 고등학교 운동부 사무실로 전화하세요.

*** 음성 메시지를 남기지 마세요.

***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예약을 보장하지 않습
니다.

사무실 전화번호: 915-4296

전화 가능한 시간: 4월 8일 월요일부터

월~금, 오전 8:30~오후 2:30

비용: 25불 — 검사 당일에만 현금이나 FHS 
Athletics를 수취인으로 하는 수표로 지급하세요. 
신용카드는 받지 않습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athletic 운동선수의, 체육의
❍❍❍ physical 신체검사
❍❍❍ multiple 다수의, 복수의
❍❍❍ schedule 일정을 잡다
❍❍❍ voicemail 음성 메시지
❍❍❍ secure 보장하다
❍❍❍ check 수표
❍❍❍ payable to ~을 수취인으로 지정한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검사 당일에만 현금이나 FHS Athletics를 수취인
으로 하는 수표로 지급하라는(Cash or check 
payable to FHS Athletics on day of 
exam only) 내용으로 보아 ④가 이 글의 내용과 일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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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치하지 않는 것   스키 강습 안내

X-COUNTRY SKI LESSONS

Lessons are open to participants of all ages and a great opportunity for 
the whole family to enjoy the outdoors.

￭ This program will be offered for four consecutive Saturday mornings 
at Bolduc Park from January 9, 2016 through January 30, 2016 (in 
the event a day is cancelled because of poor weather, it will be made 
up the week(s) following January 30).

￭ Lessons begin at 10:00 a.m. and rental skis may be picked up at 
9:00 a.m. at Piche's Ski Shop.

Cost:  $70.00 per person includes rental equipment

$40.00 per person if you have your own equipment

Watch for registration information closer to the start of the program.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the Parks and Recreation Office at 
527-4722.

① 모든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스키 강습 프로그램이다.
② 4주에 걸쳐 토요일 오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③ 날씨로 인해 취소된 경우 보충 강습이 있게 된다.
④ 강습은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⑤ 40달러의 수강료에는 스키 대여료가 포함되어 있다.

12 | 정답 | ⑤12 | 정답 | ⑤12 | 정답 | ⑤

X-COUNTRY 스키 강습

강습은 모든 연령대의 참가자들에게 열려 있고 온 가족
이 전원을 즐길 멋진 기회입니다.

■ 이 프로그램은 2016년 1월 9일부터 2016년 
1월 30일까지 Bolduc Park에서 토요일 오전
에 4주 연속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어느 하루가 취소될 경우에 그것은 1월 30일 
이후의 주에 보충이 될 것입니다.)

■ 강습은 오전 10시에 시작되고 오전 9시에 
Piche’s Ski Shop에서 대여 스키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비용: 대여 장비 포함하여 일인당 70달러

자신의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일인당 40달러

프로그램의 시작이 임박하면 등록 정보에 대해 관심을 
두고 지켜보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603) 527-4722로 
Parks and Recreation Office에 전화를 주
세요.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participant 참가자
❍❍❍ outdoors (도시를 벗어난) 전원
❍❍❍ cancel 취소하다
❍❍❍ make up ~을 보충하다
❍❍❍ following ~ 후에
❍❍❍ rental 대여의, 임대의
❍❍❍ equipment 장비
❍❍❍ registration 등록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자신의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비용이 일인당 40달러이
고($40.00 per person if you have your 
own equipment), 대여 장비를 포함하여 일인당 70
달러($70.00 per person includes rental 
equipment)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⑤가 안내문의 내
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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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호주인이 소유한 신용카드의 수

 The graph above shows what percentage of Australians owned how 

many credit cards in 2013 and in 2014. ① Compared to 2013, the 

percentage of people with just one credit card in 2014 increased, 

while the percentage of people with two or more cards in 2014 

decreased. ② Both in 2013 and 2014, more than hal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owned just one credit card. ③ In 

each year, the percentage of people with two credit cards was larger 

than the combined percentage of people with three or four credit 

cards. ④ People with four credit cards had the smallest percentage 

difference between the survey years, followed by those with three 

credit cards. ⑤ In 2014, the percentage of people with just one 

credit card was over three times as large as that of people with two 

credit cards.

* respondent 응답자

13 | 정답 | ④13 | 정답 | ④13 | 정답 | ④

호주인이 얼마나 많은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있는가?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credit card 신용카드
❍❍❍ compared to ~에 비해
❍❍❍ increase 증가하다
❍❍❍ decrease 감소하다
❍❍❍ combine 합치다
❍❍❍ survey 설문 조사
❍❍❍ follow 뒤따르다

 위 도표는 어느 정도 비율의 호주인이 2013년과 
2014년에 얼마나 많은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있었는
가를 보여 준다.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단 한 
장의 신용카드만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에, 
2014년에 두 장, 또는 그보다 많은 수의 카드를 가
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감소했다. 2013과 
2014년 두 해 모두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수가 
자신들이 단 한 장의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
했다. 각각의 해에, 두 장의 카드를 가진 사람들의 비
율은 세 장 또는 네 장의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들의 합
쳐진 비율보다 컸다. 네 장의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들
은 설문 조사를 했던 연도 사이에 가장 작은 비율의 차
이를 보였고, 그다음은 세 장의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
들이 뒤따랐다. 2014년에, 단 한 장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비율은 두 장의 신용카드를 가지
고 있던 사람들의 비율의 세 배가 넘었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동일한 수의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의 비율의 차가 가
장 작았던 사람들은 네 장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 아니라, 두 장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다
음으로는 네 장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므로, ④
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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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빈칸   침묵으로 시작하는 훌륭한 경청

 Ultimately, good listening _______________________. When your 

child does something wrong, the more you listen to your child, the 

more information you'll have to respond back to. Sometimes it's 

difficult as a parent to keep quiet. You have so much to say that 

your children need to hear. But remember, the younger the child, the 

less likely what your child shares needs a comment from you. It's 

easy for you to put thoughts into words, but it can be a tiring 

experience for a little child. Don't fill in your child's words or try to 

hurry your child along.

① is very aggressive
② starts with silence
③ needs good speaking
④ means more than just hearing
⑤ leads to good decision-making

14 | 정답 | ②14 | 정답 | ②14 | 정답 | ②

 궁극적으로 훌륭한 경청은 침묵으로 시작한다. 여러분
의 아이가 잘못된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아이에게 더 
많이 귀를 기울일수록, 다시 대응할 더 많은 정보를 얻
을 것이다. 때로는 조용히 있는 것이 부모로서는 어렵
다. 여러분은 아이들이 들을 필요가 있는, 할 말이 매
우 많다. 그러나 아이가 어릴수록, 여러분의 아이가 공
유하는 것이 여러분으로부터 나오는 지적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쉽
겠지만, 그것이 어린아이에게는 지치게 만드는 경험이 
될 수 있다. 아이가 하는 말을 보충하거나 재촉하려고 
하지 마라.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ultimately 궁극적으로
❍❍❍ respond to ~에 대응하다, ~에 답하다
❍❍❍ comment 지적, 비판, 논평
❍❍❍ put ~ into words ~을 말로 표현하다
❍❍❍ fill in ~을 보충하다, ~을 채우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부모로서 아이에게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조용히 들어 주
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길이라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는 ②‘침묵으로 시작한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매우 공격적이다 ③ 훌륭한 말하기를 필요로 한다 ④ 단순
히 듣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⑤ 좋은 의사결정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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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빈칸   과학 실험의 요건

 When we perform an experiment, we perform it because we do not 

know what the result will be. If we knew in advance, we would not 

bother. There must be two, or several, or a large number of 

possibilities. We may expect one of several outcomes, or we may not 

know at all what to expect. In order for the experiment, whatever its 

purpose, to be considered a test of some theory, __________. If the 

experiment has one result, we must be led to a greater degree of 

confidence in our theory; if it has another result, we must be led to a 

greater degree of doubt. If the degree of our belief remains unaffected 

by the result, the experiment cannot be said to have been a test, 

although it may have been valuable or interesting for other reasons.

① the result must be always the same
② its design must be free of any error
③ the outcome must make a difference
④ its whole process must be strictly controlled
⑤ the result must be based on secure processes

15 | 정답 | ③15 | 정답 | ③15 | 정답 | ③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는 그 결과가 어떠할지 모르
기 때문에 한다. 미리 (그 결과를) 안다면 우리는 굳이 
수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두 개, 몇 개, 혹은 수많은 
가능성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몇 개의 결과 
중 하나를 기대할 수가 있고, 아니면 무엇을 기대할지 
전혀 모를 수도 있다. 실험의 목적이 무엇이든 그 실험
이 어떤 이론의 테스트로 여겨지려면 그 결과가 차이를 
가져와야 한다. 그 실험에 하나의 결과만 있다면 우리
는 틀림없이 우리가 세운 이론에 대해 더 큰 정도의 확
신으로 이끌리게 될 것이다. 또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더 큰 정도의 의문으로 이끌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믿는 정도가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
는 상태로 있다면, 그 실험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귀중
하거나 흥미로울 수는 있었겠지만, 테스트였다고 말할 
수 없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in advance 미리, 사전에
❍❍❍ bother 신경 쓰다, 애를 쓰다
❍❍❍ confidence 확신, 신뢰
❍❍❍ theory 이론, 학설
❍❍❍ unaffected 영향을 받지 않은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이 글의 중심 생각은 과학 실험이 어떤 이론을 입증하는 
테스트로 인정받으려면 차이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실험 
결과에 따라 이론이 확신을 얻거나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빈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그 결과가 차이를 가져와야 
한다’이다. 
① 그 결과가 항상 같아야 한다 ② 실험의 설계에 어떤 오
류도 없어야 한다 ④ 실험의 전체 과정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야 한다 ⑤ 그 결과가 확실한 절차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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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빈칸   테레사 수녀 효과

 In a 1988 study by scientists at Harvard University, 132 students 

watched a 50-minute video of Mother Teresa performing acts of 

kindness. At the end of the video, the students had saliva swabs taken 

to measure levels of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ir immune systems 

known as salivary immunoglobulin A (s-IgA), which is the body's first 

line of defence against harmful germs in food. The levels had gone up, 

and when checked an hour later they were still raised, which the 

scientists put down to the fact that the students 'continued to dwell on 

the loving relationships that characterized the film.' In brief, even just 

seeing acts of kindness can ___________________. This has been 

affectionately labelled the 'Mother Teresa effect.'

* saliva swab 침을 채취하는 면봉

① make us feel happy
② protect us from illness
③ make us imitate kind behavior
④ keep us from becoming selfish
⑤ help us adapt to a changing environment

16 | 정답 | ②16 | 정답 | ②16 | 정답 | ②

 Harvard 대학교의 과학자들이 행한 1988년의 
한 연구에서, 132명의 학생들이 테레사 수녀가 친절
을 베푸는 행동을 하는 50분간의 비디오를 시청했다. 
비디오 시청이 끝났을 때, 학생들은 음식 속의 해로운 
세균을 방어하는 신체의 최전선인, 타액 면역글로불린 
A(s-IgA)로 알려진 면역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의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침을 면봉으로 채취했다. 수치는 
이미 올라간 상태였고, 한 시간 뒤에 확인했을 때 그 
수치는 여전히 높은 상태였는데, 과학자들은 그것을 학
생들이‘그 비디오의 특징인 사랑의 관계를 계속 깊이 
생각했다’는 사실의 덕으로 보았다. 간단히 말해서, 친
절한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보
호할 수 있다. 이런 것에 ‘테레사 수녀 효과’라는 애정 
어린 명칭이 붙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measure 측정하다
❍❍❍ component 구성 요소
❍❍❍ immune system 면역 체계
❍❍❍ salivary immunoglobulin A 타액 

면역글로불린 A
❍❍❍ first line 최전선
❍❍❍ defence 방어
❍❍❍ germ 세균
❍❍❍ put ~ down to ... ~을 …의 탓[덕]으로 보다
❍❍❍ dwell on ~을 깊이 생각하다
❍❍❍ characterize ~의 특징이 되다
❍❍❍ in brief 간단히 말해서
❍❍❍ affectionately 애정 어리게
❍❍❍ label ~라는 명칭을 붙이다
❍❍❍ effect 효과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테레사 수녀가 친절한 행동을 하는 비디오를 시청한 학생
들의 면역체계 구성 요소 수치가 상승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
에 들어갈 말로는 ②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할’이 가장 
적절하다. 
① 우리를 행복하게 할 ③ 우리가 친절한 행동을 모방하게 
할 ④ 우리가 이기적이 되는 것을 막을 ⑤ 우리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게 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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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결사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대한 우리 자신의 무지

 One might think that we would have considerable — indeed, complete 

— knowledge of how we come to make certain decisions. After all, we 

have direct access to our minds, and our minds are what make the 

decisions. Experiments, ___(A)___, indicate that in an important sense, 

we don't know our own minds: it is entirely possible for us to make a 

decision without fully understanding why we made the decision we did. 

Indeed, according to Nisbett and Wilson, our understanding of why we 

make certain decisions may be no better than our understanding of why 

other people, to whose minds we lack direct access, make decisions. 

___(B)___, your understanding of why I made a decision might be as 

good as, or possibly even better than my understanding of why I made 

a decision.

① therefore … In short
② however … For example
③ therefore … By contrast
④ however … In short
⑤ similarly … For example

17 | 정답 | ④17 | 정답 | ④17 | 정답 | ④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특정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가
에 관해서 상당히, 정말이지 완벽하게 알고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어쨌든 간에 결국, 우리는 우리
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바로 결정을 내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실험이 보여 주는 바에 따르면, 어떤 중요한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모른다. 즉, 우리는 우리의 결정
을 왜 그렇게 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 
Nisbett과 Wilson에 따르면, 우리가 특정한 결정
을 내리는 이유에 관한 우리의 이해는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결정
을 내리는 이유에 관한 우리의 이해와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다. 요약하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던 이유에 
관한 여러분의 이해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던 이유에 
관한 나의 이해와 마찬가지이거나, 또는 어쩌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considerable 상당한
❍❍❍ have access to ~에 접근할 수 있다
❍❍❍ experiment 실험
❍❍❍ no better than ~이나 다름없는
❍❍❍ as good as ~이나 마찬가지인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A)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결정을 할 때 그에 
대해 상당히 그리고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뒤
에서는 우리가 내린 결정에 대해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를 잘 알지 못한다는 실험 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므로, 빈칸에
는 however가 적절하다. (B) 앞에서는 우리가 특정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이해가 다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이유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이해와 다를 바
가 없다는 내용이 나오고, 뒤에서는 지금까지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In 
short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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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비디오 게임의 쌍방향 음악 기법

 Many contemporary video games use numerous interactive music 

techniques to adapt to the player in real time. ① Video game music 

changes dynamically based on the decisions that a player makes. ② 

For example, the game player might have the choice to sneak around 

an enemy using camouflage or enter into a fight with guns roaring. ③ 

Music teams working on a game can range in size from a single 

individual who composes all the music to a huge team of people. ④ 

The music that accompanies this scene should adapt to the choices 

made by the player. ⑤ In turn, the composer must score these multiple 

paths with several music cues that are able to transform from one cue 

to another in a seamless fashion.

* camouflage 위장 ** seamless 아주 매끄러운

18 | 정답 | ③18 | 정답 | ③18 | 정답 | ③

 많은 현대의 비디오 게임은 게임자에게 실시간으로 적
응하기 위해 수많은 쌍방향 음악 기법을 사용한다. 비
디오 게임 음악은 게임자가 내리는 결정에 근거하여 역
동적으로 변화한다. 예를 들어 게임자가 위장을 이용하
여 적 주위를 몰래 돌아다니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총기에서 굉음을 내며 전투에 돌입하는 것을 선택할 수
도 있다. (어떤 하나의 게임을 위한 작업을 하는 음악 
팀은 그 규모가 모든 음악을 작곡하는 단 한 명에서부
터 규모가 매우 큰 한 팀의 사람들에게까지 이를 수 있
다.) 이 장면에 수반되는 음악은 게임자가 행한 선택에 
적응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작곡가는 아주 매끄러운 방
식으로 하나의 연주 지시 악절로부터 다른 연주 지시 
악절로 바뀔 수 있는 여러 음악 연주 지시 악절을 갖고 
있는 다수의 이러한 경로들을 작곡해야 한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contemporary 현대의, 당대의
❍❍❍ numerous 수많은, 다수의
❍❍❍ interactive 쌍방향의, 대화식의
❍❍❍ in real time 실시간으로, 동시에
❍❍❍ dynamically 역동적으로
❍❍❍ sneak 몰래 돌아다니다〔움직이다〕
❍❍❍ roar 굉음을 내다
❍❍❍ compose 작곡하다
❍❍❍ accompany 수반되다, 수반하여 일어나다
❍❍❍ score 작곡하다, 편곡하다
❍❍❍ cue <음악> 연주 지시 악절
❍❍❍ transform 바뀌다, 변형하다
❍❍❍ fashion 방식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비디오 게임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은 쌍방향 음악 기법을 
사용하여 게임자가 선택한 장면에 맞게 매끄럽게 적응하는 여
러 경로들을 작곡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비디오 게임 음악을 
작곡하는 팀의 규모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③은 글 전체의 
흐름과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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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글의 순서   일부 상품이나 생각이 인기를 얻는 이유

 One reason some products and ideas become popular is that they 
are just plain better. We tend to prefer websites that are easier to use, 
drugs that are more effective, and vehicles that are more comfortable 
to drive.

(A) One reason flat screens took off was that they were better. Not only 

did they offer larger screens, but they weighed less. No wonder they 

became popular.

(B) They were so large and heavy that you had to ask a couple of 

friends (or risk a strained back) to carry one up a flight of stairs.

(C) So when something comes along that offers better functionality or 

does a better job, people tend to switch to it. Remember how bulky 

televisions or computer monitors used to be?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19 | 정답 | ⑤19 | 정답 | ⑤19 | 정답 | ⑤

 일부 상품과 생각이 인기를 얻게 되는 한 가지 이유는 
그것들이 분명하게 더 좋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용하기 
더 쉬운 웹사이트, 더 효과적인 약, 그리고 운전하기 
더 편안한 차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C) 그래서 더 나은 기능을 제공하거나 일을 더 잘하
는(성능이 더 좋은) 어떤 것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
것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
터가 예전에는 얼마나 부피가 컸는지 기억하는가? 

(B) 그것들은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두서너 명의 친구
들에게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 한 대를 계단 위로 
옮겨 달라고 부탁해야만(아니면 허리가 삐끗할 수도 있
는 위험을 무릅써야만) 했다. 

(A) 평면 스크린이 매우 빨리 인기가 있게 되었던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더 좋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더 
큰 스크린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무게도 덜 나갔다. 
그것이 인기를 얻게 된 것은 당연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plain 분명하게
❍❍❍ prefer 선호하다
❍❍❍ effective 효과적인
❍❍❍ vehicle 차량
❍❍❍ take off 매우 빨리 인기를 얻게 되다
❍❍❍ no wonder 당연한
❍❍❍ strained 삐끗한
❍❍❍ functionality 기능
❍❍❍ switch to ~으로 바꾸다
❍❍❍ bulky 부피가 큰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일부 상품과 생각이 인기를 끄는 것은 그것이 분명하게 
좋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는 텔레비전이나 컴
퓨터 모니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내용의 (C)가 오고, 예전에 
부피가 커서 옮기기 어려웠다는 내용의 (B)가 온 다음, 마지
막으로 평면 스크린이 인기를 얻은 것이 스크린이 더 크고 무
게가 덜 나갔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A)가 오는 것이 문맥상 
가장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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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순서   관계를 맺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의 필요성

 Back in elementary school, when it was time for team selection at re-
cess or in P.E., there were two types of kids that stood in line. 
Depending on who you were back then, you either loved the process 
or feared it.

(A) If there is a company picnic every year, go to it and make 

conversation with as many people as you can. Volunteer to help out on 

a company outing or go to the Christmas party.

(B) The children who were popular, outgoing, and full of energy were 

always picked first, not the ones who were shy, timid, and quiet. It is 

the same situation in the workplace.

(C) No one wants to be the kid chosen last. You do not want to be left 

off the meeting list to discuss important projects — you want to be 

accepted, and the only way to do that is to be open to forming 

connections.

* recess 쉬는 시간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20 | 정답 | ③20 | 정답 | ③20 | 정답 | ③

 옛날 초등학교 시절에, 쉬는 시간이나 체육 시간에 팀 
선택을 위한 시간이 왔을 때, 줄에 서는 아이들은 두 
부류가 있었다. 그 당시에 여러분이 어떤 아이였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그 과정을 좋아하기도 또는 두려워하기
도 했다. 

(B) 인기 있고, 외향적이며, 활력이 넘치는 아이들이 
항상 제일 먼저 뽑혔고, 수줍어하고, 소심하며, 조용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직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
진다. 

(C) 그 누구도 마지막으로 선택되는 아이가 되고 싶지 
않다. 여러분은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협의하는 회의 명
단에서 제외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받아들여
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
계를 맺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A) 매년 회사 야유회가 있다면 그곳에 가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라. 회사의 야유회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거나 크리스마스 파티
에 가라.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P.E. 체육(physical education)
❍❍❍ outing 야유회, 나들이
❍❍❍ outgoing 외향적인, 사교적인
❍❍❍ timid 소심한
❍❍❍ be left off ~에서 빠지다
❍❍❍ be open to ~을 순순히 받아들이다, ~에 

개방되어 있다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초등학교 시절 아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던 팀 선택에 관
해 언급한 내용의 주어진 문장 다음에, 그 과정에서 가장 먼
저 선택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직장에서의 상황도 그와 동일하다는 점을 언급한 내용의 (B)
가 이어지고, 선택되고 받아들여지고 싶다면 관계를 맺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내용의 (C)가 온 후, 
관계를 맺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사례를 들면
서 부연하는 내용의 (A)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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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문장 넣기   노 받침대가 분리되는 카누의 발명과 상용

Motivated by the desire to avoid having his own boat stolen, he in-
vented a new type of outrigger canoe with a detachable outrigger.

 There is a good deal of truth in the saying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Often an invention is developed because there is a pressing 

need for it. (�) The American anthropologist Linton relates the case of 

an invention that occurred around the year 1900 on the island of Hiva 

Oa. (‚) A man from the neighboring Gilbert Islands took up residence 

on Hiva Oa, married a local woman, and became a fisherman. (ƒ) It 

soon became apparent to him, however, that theft of outrigger canoes 

was widespread on the island. („) By removing the outrigger 

assemblage, he could safely leave the canoe on the beach unattended. 

(…) Within a short time, this new detachable outrigger almost totally 

replaced the previous model because there was a perceived need for 

this particular invention.

* detachable outrigger 분리할 수 있는 노 받침대

21 | 정답 | ④21 | 정답 | ④21 | 정답 | ④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라는 속담은 매우 일리가 
있다. 흔히 발명품은 그것에 대한 절박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발된다. 미국의 인류학자 Linton은1900
년경Hiva Oa 섬에 등장했던 발명품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한다. 이웃한 Gilbert Islands 출신의 한 
남자가 Hiva Oa에 주거를 정했고, 그 지방 여인과 
혼인을 했고, 어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 섬에 노 받침
대가 장착된 카누의 절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곧 그
의 눈에 분명해졌다. 자기 자신의 배가 도난당하는 것
을 피하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 그는 노 받침대를 분리
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카누를 발명했다. 노 받침대 
부분을 떼어 놓음으로써 그는 그 카누를 지키는 사람이 
없어도 무사히 해안에 둘 수 있었다. 이 특별한 발명품
에 대한 필요성이 인지되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분리형 
노 받침대는 삽시간에 거의 전적으로 이전 모델을 대체
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motivate 동기를 주다, 자극하다
❍❍❍ invention 발명, 발명품
❍❍❍ pressing 긴급한
❍❍❍ anthropologist 인류학자
❍❍❍ relate 이야기하다, 들려주다
❍❍❍ occur 나타나다, 생기다
❍❍❍ take up residence 주거를 정하다, 집을 짓다
❍❍❍ apparent 분명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 theft 절도
❍❍❍ widespread 널리 퍼진, 광범위한
❍❍❍ assemblage 집합(체), 모임
❍❍❍ unattended 주인이 옆에 없는
❍❍❍ previous 이전의
❍❍❍ perceived 인지된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이 글의 중심 생각은 당면한 필요에 따라 발명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고, 이는 Hiva Oa의 분리형 노 받침대의 발
명과 상용 사례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④ 바로 앞 문장이 
그 섬에 만연한 노 받침대 장착 카누의 도난 상황에 대해 언
급하고 있고, ④ 바로 다음 문장은 노 받침대가 제거된 카누
의 위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문장 사이에는 
노 받침대가 분리되는 새로운 종류의 카누 발명에 대한 언급
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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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장 넣기   학생들의 독해 능력 향상을 돕는 교사의 역할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duty of the teacher is to diagnose such 
problems and try to correct them.

It is a matter of general observation that when students are not able to 

comprehend certain material in spite of repeated explanations by the 

teacher, they are considered to be either weak in studies or of low 

intellectual level. (①) This is not the case indeed. (②) There is every 

possibility that the students may be lacking necessary basic reading 

skills. (③) Their sight vocabulary may be poor, or even sometimes they 

may have other poor mechanical habits. (④) Their rate of reading may 

be slow. (⑤) With a fair mastery of basic skills and interest in reading, 

the students' reading rate and comprehension will automatically 

increase without even arranging a systematic training program.

22 | 정답 | ⑤22 | 정답 | ⑤22 | 정답 | ⑤

 교사가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어떤 자료를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들이 학업 능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지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
이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일이다. 이것은 정말로 사실이 
아니다. 그 학생들이 필요한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 부
족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들의 시각 어휘가 형편없을 
수도 있거나, 때로는 심지어 다른 형편없는 기계적인 
습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의 독서 속도가 느릴 수도 
있다. 가장 첫 번째이면서 가장 중요한 교사의 의무는 
그런 문제들을 진단하고 그것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
는 것이다. 기본적인 기능을 상당히 터득하고 독서에 
흥미를 갖게 되면, 학생들의 독서 속도와 이해력은 체
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않아도 저절로 향상
될 것이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diagnose 진단하다
❍❍❍ correct 바로잡다
❍❍❍ observation 관찰
❍❍❍ comprehend 이해하다
❍❍❍ material 자료
❍❍❍ in spite of ~에도 불구하고
❍❍❍ explanation 설명
❍❍❍ either ~ or …: ~와 … 둘 중 하나
❍❍❍ intellectual 지적인
❍❍❍ possibility 가능성
❍❍❍ necessary 필요한
❍❍❍ sight vocabulary 시각 어휘(소리와 문자의 

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 학습자들에게 충분히 
노출시켜 효과적인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게 해 주는 
어휘)

❍❍❍ mechanical 기계적인
❍❍❍ rate 속도
❍❍❍ mastery 숙달, 정통
❍❍❍ comprehension 이해(력)
❍❍❍ automatically 저절로, 자동적으로
❍❍❍ arrange 준비하다, 마련하다
❍❍❍ systematic 체계적인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주어진 문장은 교사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그런 문제들
(such problems)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런 문
제들을 바로잡으려는(correct) 내용 사이에 들어가야 하므
로, ⑤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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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요약   IMTA 시스템(통합적 다영양 방식의 수산 양식)

 Clearly, as the world's human population continues to grow and natural 

fish populations shrinks, it will be up to aquaculture to help close the 

gap. The problem is to design aquaculture systems that have minimal 

impacts on the environment and the animals being raised. One solution 

is the use of integrated multi-trophic aquaculture, or IMTA for short. An 

IMTA system imitates a natural ecosystem. Several species are raised 

together. Ideally, the waste created by one species can then be used 

as the nutrients for another species. Because several species are living 

together, no one population is overcrowded. The main problem is that 

not every species fits nicely into an IMTA, but it is a start. As new 

scientific research into the behavior of fish and the dynamics of natural 

marine ecosystems becomes available, other new technologies will 

almost certainly be developed to move aquaculture forward.

* multi-trophic aquaculture 다영양 수산 양식
⇩

An IMTA system is designed to raise fish species by using the 
by-products from one species as ___(A)___ for another, and its suc-
cess depends largely on selecting appropriate species and ___(B)___ 
their population size.

① food … feeding ② vaccines … adjusting
③ food … adjusting ④ vaccines … feeding
⑤ victims … controlling

23 | 정답 | ③23 | 정답 | ③23 | 정답 | ③

 분명히, 세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자연산 물
고기 개체군들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그 격차를 메우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수산양식에 달려 있다. 문제는 환
경과 양식되는 물고기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수산 
양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다. 하나의 해결책은 통합
적 다영양 방식의 수산 양식, 즉 줄여서 IMTA를 사
용하는 것이다. IMTA 시스템은 자연 생태계를 모방
한다. 몇 가지 어종이 함께 양식된다. 이상적으로 말하
자면, 하나의 어종이 배출하는 폐기물이 그 다음에 다
른 어종의 영양분으로 사용될 수 있다. 몇 가지 어종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개체군도 과밀화되
지 않는다. 주된 문제는 모든 어종이 IMTA에 잘 들
어맞지는 않는다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제 시작 단계이
다. 물고기의 행동과 자연 해양 생태계의 역학에 대한 
새로운 과학 연구가 이용됨에 따라 수산 양식을 발전시
키기 위한 다른 새로운 기술이 거의 틀림없이 개발될 
것이다.

⇩
IMTA 시스템은 한 어종의 부산물을 또 다른 어종을 
위한 먹이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양식하기 위해 고안되
었는데, 그것의 성공은 대체로 적절한 어종을 선택하여 
그들의 개체군 크기를 조절하는 데달려 있다.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shrink 줄어들다
❍❍❍ impact 영향, 충격
❍❍❍ integrated 통합적인
❍❍❍ imitate 모방하다
❍❍❍ ecosystem 생태계
❍❍❍ nutrient 영양분
❍❍❍ marine 해양의
❍❍❍ available 구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이 글의 중심 생각은 인간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IMTA 시스템의 개발과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MTA 시스템의 핵심은 하나의 어종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다른 어종이 영양분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지만, 시스템 안에 여
러 어종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했으
므로 빈칸 (A)와 (B)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말은 각각 
food와 adjusti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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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가족과의 소중한 대화 시간을 위한 소리의 제거

 My wife and I go out for dinner alone at least once per week. We 

almost always go to a restaurant that is at least 30 minutes away. 

During this time, we simply talk and interact. We never allow the radio 

or CD player to be on when we are driving together.

 When I first got married, I made a firm decision that I would never 

allow any music, radio, or noise in my car when I was traveling with 

members of my family. This is one of the best decisions I ever made. 

Whenever I go somewhere with one of my children, we leave 

everything off. When you create a sound vacuum inside a car, it will 

very quickly fill with conversation. When there are no distractions, the 

passengers almost immediately start talking about themselves, their 

lives, their concerns, their worries, doubts, and other things. But as 

soon as you turn on any music in a car, all conversation stops.

 Three or four times each year, my wife and I will drive somewhere for 

the weekend. We will select a destination at least two or three hours 

away. During this trip, we _______________________. These are 

some of the very best experiences of our lives. Try it yourself and see.

24 제목 
① Discuss Family Vacation Plans with Your Family
② Background Music for Pleasant Family Conversation
③ Travel: The Best Opportunity to Make New Friends
④ Car: A Must for Family Activities in Modern Society
⑤ No Music or Radio for Quality Family Conversation

25 빈칸 
① enjoy the beauty of nature
② plan what to do and where to go
③ usually listen to our favorite music
④ just simply talk and exchange ideas
⑤ are allowed to do anything we want

[24~25] | 정답 | 24 ⑤ 25 ④[24~25] | 정답 | 24 ⑤ 25 ④[24~25] | 정답 | 24 ⑤ 25 ④

 내 아내와 나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단 둘이 외식
을 한다. 우리는 거의 항상 최소한 30분 거리에 있는 
음식점에 간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한다. 우리가 함께 차를 타고 갈 때 결코 
라디오나 CD 플레이어가 켜져 있도록 하지 않는다. 

 내가 처음 결혼했을 때, 나는 내 가족 구성원과 여행
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내 차 안에서 어떤 음악, 라디
오, 혹은 소음도 허용하지 않기로 확고한 결정을 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 중 하나이다. 
내가 내 아이들 중 하나와 어딘가를 갈 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꺼 놓는다. 여러분이 차 안에서 소리의 공백
을 만들어 낼 때, 그것은 매우 빠르게 대화로 가득 채
워질 것이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없을 때, 
탑승자들은 거의 즉시 자기 자신, 자신의 삶, 자신의 
관심사, 자신의 걱정, 의심, 그리고 기타의 것들에 대
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러분이 차 안에서 
어떤 음악이든 틀자마자, 모든 대화는 멈추어 버린다. 

 매년 서너 번 내 아내와 나는 주말을 보내기 위해 차
를 몰고 어딘가에 간다. 우리는 최소한 두 시간 혹은 
세 시간 거리의 목적지를 고른다. 이 여행 동안, 우리
는 그저 단지 이야기하고 생각을 교환할 뿐이다. 이것
은 우리 삶의 진정 최고의 경험들 중 일부이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시도하고 (그 결과가 어떤지) 보라.

� � � Words & PhrasesWords & PhrasesWords & Phrases œ œ œ

❍❍❍ at least 최소한
❍❍❍ interact 소통하다
❍❍❍ vacuum 공백, 진공
❍❍❍ distraction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 주의산만
❍❍❍ passenger 탑승자, 승객
❍❍❍ immediately 즉시
❍❍❍ destination 목적지, 행선지

� � � Solution GuideSolution GuideSolution Guide œ œ œ

❍❍❍ 24 필자가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할 때 차 안에서 
절대로 음악을 틀지 않으며, 그 결과 가족들과 소중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내용이므로 ⑤‘양질의 가족 대화를 위
해 음악이나 라디오 틀지 않기’가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
다. ① 가족과 가족 휴가 계획을 논의하라 ② 즐거운 가족 
대화를 위한 배경 음악 ③ 여행: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위
한 최고의 기회 ④ 자동차: 현대사회에서 가족 활동의 필수
품 
❍❍❍ 25 필자가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할 때 차 안에서 
절대로 음악을 틀지 않는 이유가 가족 간의 대화라는 것을 감
안하면 빈칸에는 ④‘그저 단지 이야기하고 생각을 교환할 뿐
이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긴다 ② 무
엇을 할지와 어디로 갈지를 계획한다 ③ 보통 우리가 좋아하
는 음악을 듣는다 ⑤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도 하도록 허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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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   심장마비를 일으킨 주인을 구한 애완용 돼지

(A) It was just like a typical Lassie episode where Timmy twists his 

ankle in the woods and the famous collie runs to town, barks for help 

and leads rescuers to her master. Only this time, Jo Allen Altsman 

didn't twist her ankle; she had a heart attack. And it didn't happen in 

the woods; it happened in her bedroom. And the pet that ran for help 

was not a dog but a 150-pound pot-bellied pig named LuLu.  * collie 콜리

(양치기 개)

(B) But another motorist stopped for the pig lying on stomach and got 

out. LuLu knew just what to do. (a)She led the man to the house and 

the rescue. "I heard a man shouting through the door, 'Lady, your pig's 

in trouble,'" Altsman said. "I said, 'I'm in trouble, too. Please call an 

ambulance.'" The man did just that, and medics quickly arrived. But 

when the pig tried to get into the ambulance with Altsman, medics 

gently let LuLu know (b)she had done enough for one day.  * medic 응급

의료인

(C) Witnesses say that LuLu waited until a car approached and then 

walked onto the road and lay down in front of it. Several times (c)she 

returned to Altsman only to leave again and try to get help. One man 

stopped, but later said he was so unsure of what the creature on the 

road was that he was afraid to get out. "She's not very attractive," 

Altsman allowed.

(D) Interestingly enough, Altsman had a dog on hand. However, unlike 

Lassie, the American Eskimo dog did nothing but bark at her after 

(d)she collapsed. Altsman commented, "The pig came in and looked at 

me and made sounds like she was crying — Vietnamese pot-bellied 

pigs cry big fat tears." LuLu then pulled herself together and left the 

yard, heading for the road — something (e)she had never done before.

[26~28] | 정답 | 26 ⑤ 27 ④ 28 ②[26~28] | 정답 | 26 ⑤ 27 ④ 28 ②[26~28] | 정답 | 26 ⑤ 27 ④ 28 ②

(A) 그것은 마치 Timmy가 숲에서 발목을 삐자 그 
유명한 콜리종의 개가 마을로 달려가 도와달라고 짖어
서 구조자들을 자기 주인에게 데리고 가는 전형적인 
‘Lassie’ 한 편과 같았다. 다만 이번에 는 Jo 
Allen Altsman이 발목을 삐지 않았고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그리고 그것은 숲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그녀
의 침실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러 달려갔던 
애완동물은 개가 아니라 LuLu라고 불리는, 체중 
150파운드의 배가 불룩한 돼지였다. 

(D) 매우 흥미롭게도, Altsman 곁에는 마침 개가 
있었다. 하지만, Lassie와 달리 그 미국 에스키모개
는 그녀가 쓰러진 후에 그녀를 보고 짖기만 했다. 
Altsman은 “그 돼지가 들어와서 나를 보더니 우는 
듯한 소리를 냈어요. 베트남산 애완용 배불뚝이 돼지들
은 눈물을 무척 많이 흘리며 울지요.”라고 자기 의견을 
말했다. 그러더니 LuLu는 침착해졌고 마당을 나서서 
도로로 향했는데, 이는 녀석이 전에 전혀 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C) 목격자들은 LuLu가 차 한 대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도로로 걸어 들어가 그 차 앞에 엎드렸다
고 말한다. 몇 차례 녀석이 Altsman에게 돌아왔지
만 다시 (집에서) 나가 구조를 요청하려고 했다. 한 남
자가 차를 세웠지만 그는 도로 위에 있는 동물의 정체
가 무엇인지 워낙 확신이 서지 않아 (차에서) 내리기가 
두려웠다고 나중에 말했다. “녀석이 썩 매력적이지는 
않지요.”라고 Altsman은 인정했다. 

(B) 하지만 다른 운전자가 엎드려 있는 돼지를 보고 
차를 세워서 내렸다. LuLu는 정말 뭘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 녀석은 그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구
조작업을 하게했다. “나는 한 남자가 문사이로 ‘아주머
니, 댁의 돼지가 곤경에 처해 있어요.’라고 소리치는 것
을 들었어요”라고Altsman은 말했다. “나는 ‘나도 
곤경에 처해 있어요. 앰뷸런스를 불러 주세요.’라고 말
했어요.” 그 남자는 바로 그렇게 했고, 응급의료인들이 
신속하게 도착했다. 하지만 그 돼지가 Altsman과 
함께 앰뷸런스에 타려고 하자, 응급의료인들은 LuLu
에게 그 녀석이 하루에 해야 할 몫을 충분히 했다는 것
을 부드럽게 알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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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ist (발목을) 삐다
❍❍❍ bark 짖다
❍❍❍ rescuer 구조자
❍❍❍ pot-bellied 배가 불룩한
❍❍❍ motorist 운전자
❍❍❍ witness 목격자
❍❍❍ approach 다가오다
❍❍❍ creature 동물, 생물
❍❍❍ attractive 매력적인
❍❍❍ allow 인정하다, 받아들이다
❍❍❍ collapse 쓰러지다, 붕괴되다
❍❍❍ pull oneself together 침착해지다
❍❍❍ head for ~으로 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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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순서
① (B) - (C) - (D) ② (B) - (D) - (C) ③ (C) - (D) - (B)
④ (D) - (B) - (C) ⑤ (D) - (C) - (B)

27 나머지 넷과 다른 것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8 일치하지 않는 것
① Altsman은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② LuLu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도로 위에 엎드려 있었다.
③ LuDu는 집과 도로를 몇 차례 왔다 갔다 했다.
④ Altsman은 에스키모개를 기르고 있었다.
⑤ LaiIai는 쓰러진 Altsman을 보고 울음소리 같은 것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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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전체 이야기의 서두에 해당하는 글 (A)에 등장인물 
Altsman이 심장마비를 일으킨 사건과 그녀의 애완동물 돼
지 LuLu가 소개된다. 글 (D)는 Altsman의 또 다른 
애완동물인 개와 달리 LuLu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
는 내용을 그리고 있으므로 글 (A)의 뒤를 이을 수 있다. 글 
(C)는 글 (D)에서 언급된 LuLu가 전에 해 본 적이 없는 
일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LuLu가 지나가는 차를 
세워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도로 위에 엎드렸다는 것이므로 
글 (C)는 글 (D)에 이어질 수 있다. 글 (B)는 결국 
LuLu가 운전자를 집으로 데려가 Altsman을 구조하게 
된, 이야기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가장 자연스
러운 글의 순서는 (A) – (D) – (C) – (B)이다.

❍❍❍ 27 (a), (b), (c), (e)는 LuLu를 가리키지만 
(d)는 Altsman을 가리킨다.

❍❍❍ 28 LuLu는 교통사고를 당해서가 아니라 지나가는 운
전자를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차를 세우기 위해 도로 
위에 엎드린 것이므로 ②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