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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1 어법의 함정

강# 1-01 쪽# 006 번# 001 문항코드# 7302-0001

문제[ ]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 틀린 것은 ?

 When people face real adversity -disease, unemployment, or the disabilities of age- affection from 
a pet takes on new meaning. A pet's continuing affection becomes crucially important for ➀those 
enduring hardship because it reassures them that their core essence has not been damaged. Thus 
pets are important in the treatment of ➁depressed or chronically ill patients. In addition, pets are 
➂used to great advantage with the institutionalized aged. In such institutions it is difficult for the 
staff to retain optimism when all the patients are declining in health. Children who visit cannot 
help but remember ➃what their parents or grandparents once were and be depressed by their 
incapacities. Animals, however, have no expectations about mental capacity. They do not worship 
youth. They have no memories about what the aged once ➄was and greet them as if they were 
children. An old man holding a puppy can relive a childhood moment with complete accuracy. his 
joy and the animal's response are the same.

those  ➀ 
depressed ➁ 
used ➂ 
what ➃ 
was ➄ 

정답[ ] 

5

해설[ ] 

소재{ } 애완동물이 노령의 환자에게 주는 이점 
해석{ }
사람들이 진짜 역경 즉 질병 실직 혹은 나이로 인한 장애에 직면할 때 애완동물로부터의 애정은 새로, , , , 
운 의미를 띤다 애완동물의 지속적인 애정은 고난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핵심적인 본질이 손. 
상되지 않았다고 안심시켜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애완동물은 우울증이 있거나 만성적인 .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치료에 중요하다 게다가 애완동물은 시설에 수용된 노인들에게 매우 유익하게 이. , 
용된다 그런 시설에서 직원들은 모든 환자가 건강이 쇠퇴하고 있을 때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기가 힘들. 
다 방문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예전에 어떠했는지를 회상하면서 그들의 무능함에 의기소. 
침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정신적인 능력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 그들은 젊음을 숭배하지 . . 
않는다 그들은 노인들이 예전에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서 그들 노인들 이 마치 어린이들인 . [ ]
것처럼 그들을 반긴다 강아지를 안고 있는 노인은 완벽할 정도로 정확하게 어린 시절을 다시 체험할 수 . 
있다 그의 기쁨과 그 동물의 반응은 동일하다. .
해설{ }

주어인 가 형용사 의 형태로 이라는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동사는 the aged <the + > aged people⑤ 



가 아니라 가 쓰여야 한다was were .
사람들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대명사 로 어법상 적절하다‘ ’ those .① 

는 뒤에 나오는 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어법상 적절하다 가 동사 의 depressed patients . patients depress② 
동작 주체가 아니라 그 동작을 받는 대상이므로 과거분사가 쓰였다.

가 의 주체가 아니라 그 동작을 받는 대상이므로 수동태를 이루는 과거분사 는 어법상 적pets use used③ 
절하다.

은 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데 그 절 안에서 의 보어 역할을 what remember , were④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구문{ }
A pet’s continuing affection becomes crucially important for those [enduring hardship] because it •

reassures them [that their core essence has not been damaged].
첫 번째 는 를 수식한다 은 을 가리키고 두 번째 는 [ ] those . it A pet’s continuing affection , [ ] reassures⇨

의 직접목적어에 해당한다.
They have no memories about [what the aged once were] and greet them • as if they were children.

는 전치사 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절이며 는 마치 처럼 이라는 의미로 뒤에 가정법 [ ] about , as if ‘ ~ ’⇨
과거형의 동사 가 사용되었다(were) .

강# 1-01 쪽# 008 번# 002 문항코드# 7302-0002

문제[ ]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B), (C) ? 

 The term objectivity is important in measurement because of the scientific demand that 
observations be subject to public verification. A measurement system is objective to the extent that 
two observers (A)evaluate / evaluating the same performance arrive at the same (or very similar) 
measurements. For example, using a tape measure to determine the distance a javelin (B)threw/was 
thrown yields very similar results regardless of who reads the tape. By comparison, evaluation of 
performances such as diving, gymnastics, and figure skating is more subjective - although elaborate 
scoring rules help make (C) it/them more objective. Form the point of view of research in motor 
behavior, it is important to  use performances in the laboratory for which the scoring can be as 
objective as possible.

투창                                                                                   *javelin 

      (A)         (B)        (C)
evaluate threw it① …… …… 
evaluate threw them② …… …… 
evaluating threw it③ …… …… 
evaluating was thrown them④ …… …… 
evaluating was thrown it⑤ …… …… 

정답[ ] 

5

해설[ ] 



소재{ } 수행을 평가할 때 객관성 확보의 문제 
해석{ }
관찰된 사실들은 공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과학적인 요구 때문에 측정에서 객관성 이라는 말은 중요하‘ ’
다 측정 시스템은 같은 수행을 평가하는 두 명의 관찰자가 같은 혹은 매우 비슷한 측정치를 얻게 되는 . ( ) 
한 객관적이다 예를 들어 투창이 던져진 거리를 판정하기 위해서 줄자를 사용하는 것은 누가 줄자의 눈. , 
금을 읽느냐에 상관없이 매우 비슷한 결과를 산출한다 그에 비해 정교한 채점 규정이 평가를 더 객관적. , 
인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다이빙 체조 피겨스케이팅과 같은 수행에 대한 평가는 더 , , , 
주관적이다 운동 행동을 연구하는 관점에서 볼 때 운동 수행에 대한 점수를 부여할 때는 점수 부여가 . , ( )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험실 전문 측정 시스템이 갖추어진 곳내의 수행을 사용하는 [ ]
것이 중요하다.
해설{ }

절의 주어인 를 수식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뒤에 목적어인 (A) that two observers , the same performance
가 있으므로 현재분사인 이 맞는 표현이다evaluating .

이 던지는 동작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던져지는 대상이므로 수동태인 이 맞는 표(B) a javelin was thrown
현이다.

문맥상 문장의 주어인 을 (C) evaluation of performances such as diving, gymnastics, and figure skating
대신 해야 하므로 단수를 받는 대명사 을 써야 어법에 맞다it .
구문{ }
A measurement system is objective • to the extent [that two observers evaluating the same 

performance arrive at the same (or very similar) measurements].
는 와 동격의 관계를 나타내는 절이며 은 하는 한 하는 정도까지[ ] the extent ,to the extent that ~ ‘~ ’, ‘~ ’⇨

라는 뜻이다.
For example, [using a tape measure to determine the distance a javelin was thrown] • yields very 

similar results regardless of [who reads the tape].
첫 번째 가 주어에 해당하며 주어에 이어지는 동사는 이다 두 번째 는 전치사 의 목적어[ ] yields . [ ] of⇨

에 해당하는 절이다.

강# 1-01 쪽# 010 번# 001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 틀린 것을 고르시오 .

 Furthermore, a general lack of knowledge and insufficient care ① being taken when fish pens 
were initially constructed ② meaning that pollution from excess feed and fish waste ③ created 
huge barren underwater deserts.

being taken① 
meaning② 
created③ 

정답[ ] 

2

해설[ ] 



해석{ } 
더욱이 수산 양식용 가두리가 처음 지어졌을 때 일반적인 지식의 부족과 불충분한 관리는 초과 사료와 , 
어류 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거대한 불모의 해저 사막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해설{ } 
문장의 주어인 a general lack of knowledge and insufficient care being taken when fish pens were ② 

에 상응하는 동사가 필요한 위치이므로 을 로 바꿔야 한다initially constructed meaning meant .
어휘{ }

불충분한insufficient 
수산 양식용 가두리 작은 우리fish pen , 

처음에initially 
초과한 초과excess ; 

사료 먹이feed , 
불모의 황폐한barren , 

강# 1-01 쪽# 010 번# 002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 틀린 것을 고르시오 .

Movies were first ① seen as an exceptionally potent kind of illusionist theatre, the rectangle of the 
screen ② corresponding to the proscenium of a stage, ③which appear actors.

seen① 
corresponding② 
which ③ 

정답[ ] 

3

해설[ ] 

해석{ } 
처음에 영화는 대단히 강력한 일종의 마술 공연장으로 여겨졌는데 직사각형 모양의 화면은 배우가 등장, 
하는 앞 무대에 해당했다.
해설{ }

다 음에 도치된 주어 와 자동사 가 이어진 문장이므로 는 부사의 기능을 하which (actors) (appear) which③ 
도록 가 되어야 한다 가 를 가리키므로 이 부분은 결국 on which . which the proscenium of a stage actors 

로 이해할 수 있다appear on the proscenium of a stage .
어휘{ }

강력한 유력한potent , 
에 상응 해당 하다 와 일치하다correspond to ~ [ ] , ~

앞 무대proscenium 

강# 1-01 쪽# 010 번# 003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 틀린 것을 고르시오 .

One company developed ① what it called a ‘technology shelf,’ created by a small group of 
engineers, on which ②was placed possible technical solutions ③ that other teams might use in the 
future.

what ① 
was placed ② 
that③ 

정답[ ] 

2

해설[ ] 

해석{ } 
한 회사는 기술 선반 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했는데 그것은 소집단의 기술자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 ‘ ’ , , 
위에는 장차 다른 팀이 사용할 수도 있는 가능한 기술적인 해결책들이 올려져 있었다.
해설{ } 

주어가 이 이끄는 관계절의 수식을 받는 로 복수형이므로 단수형 동사 that possible technical solutions② 
를 복수형 동사 로 고쳐야 한다was were .

어휘{ }
선반shelf 

강# 1-01 쪽# 010 번# 004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 틀린 것을 고르시오 .

It is true that the questions ① dealing with very personal issues, but I have found that in general, 
no matter ② how touchy the question, ③ if a person is telling the truth his or her manner will 
not change significantly or abruptly.

dealing① 
how ② 
if ③ 

정답[ ] 

1

해설[ ] 

해석{ } 
그 질문들이 매우 사적인 문제를 다룬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질문이 아무리 까다로운 것이라 할지, 
라도 누군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태도가 상당히 또는 갑작스럽게 변하지는 않으리라는 것, 



을 나는 알았다.
해설{ } 

주어 에 대한 동사가 필요하므로 을 로 고쳐야 한다the questions dealing dealt .① 
어휘{ }

까다로운touchy 
상당히significantly 

갑작스럽게abruptly 

강# 1-01 쪽# 010 번# 005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 틀린 것을 고르시오 .

He goes on ① to describe his daily routine of strolling through the village ② observed the 
intimate details of family life, and ③ as he tells it, such observations seem possible and accessible.

to describe① 
observed② 
as③ 

정답[ ] 

2

해설[ ] 

해석{ } 
그는 계속해서 가정생활의 사적인 세부 사항들을 관찰하면서 마을을 이리저리 산책하는 매일의 일과에 

대해서 기술하는데 그가 말하듯이 그러한 관찰들은 가능하고 누구나 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 ( ) .
해설{ } 

의 의미상 주어는 문장의 주어인 이고 다음에 목적어가 이어지면서 능동적인 동작을 나타observed He , ② 
내므로 현재분사인 으로 고쳐야 한다observing .
어휘{ }

계속해서 하다go on to ~ ~
일상적인 과정routine 
산책하다stroll 

사적인 자세한 친밀한intimate , , 
접근하기 쉬운 이용할 수 있는accessible , 

강# 1-01 쪽# 010 번# 006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 틀린 것을 고르시오 .



However, if you are eating burgers and ice-cream ① to feel comforted, relaxed and happy, ② try 
to replace them with broccoli and carrot juice is like ③ dealing with a leaky bathroom tap by 
repainting the kitchen.

to feel ① 
try② 
dealing ③ 

정답[ ] 

2

해설[ ] 

해석{ } 
하지만 만약 당신이 위안을 받고 느긋하고 행복하게 느끼기 위해 버거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면 그, , , 
것들을 브로콜리와 당근 주스로 대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부엌에 다시 페인트를 칠함으로써 물이 새는 

목욕탕의 수도꼭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해설{ } 

동사 는 문장의 주어로 쓰일 수 없으므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명사 로 고쳐야 한다try (trying) .② 
어휘{ }

를 로 대체하다replace A with B A B
물이 새는leaky 

강# 1-01 쪽# 010 번# 007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 틀린 것을 고르시오 .

We anticipate the future as if we ① found it too slow in coming and we were trying to hurry it 
up. ② Such imprudent are we that we wander about in times that are not ours and do not think 
of the one ③ that belongs to us.

found ① 
Such② 
that ③ 

정답[ ] 

2

해설[ ] 

해석{ } 
우리는 마치 미래가 오는 것이 너무 늦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서둘러 오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처럼 미

래를 기대한다 우리는 너무 경솔해서 우리의 것이 아닌 시간 속에서 헤매고 우리에게 속한 시간에 대해. 
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해설{ } 



구문은 너무 해서 하다 라는 뜻인데 뒤에 형용사 를 수식해야 하<so[such] ~ that ...> ‘ ~ ’ , imprudent② …
므로 를 로 바꿔 써야 한다 는 형용사를 바로 수식할 수 없다Such So . such .
어휘{ }

기대하다 고대하다anticipate , 
경솔한 현명하지 못한imprudent , 

강# 1-01 쪽# 010 번# 008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 틀린 것을 고르시오 .

① Presumably four million seals could not compete with commercial fishermen ② for the same 
species without the fact  known.

Presumably① 
for② 
is③ 

정답[ ] 

3

해설[ ] 

해석{ } 
추측컨대 백만 마리의 물개들이 같은 어종을 놓고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어부들과 경쟁한다면 그 사실, 4
이 알려지지 드러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 .
해설{ } 

전치사 의 목적어로 명사구 가 와야 하므로 를 으로 고쳐야 한다 는 동명사구 without ( ) is being . the fact③ 
의 의미상의 주어이다being known .

어휘{ }
추측컨대 아마도presumably , 

경쟁하다compete 

강# 1-01 쪽# 010 번# 009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 틀린 것을 고르시오 .

To oversimplify, basic ideas bubble out of universities and laboratories ① which a group of 
researchers work together: both major breakthroughs, ② like understanding the genetic structure of 
life, and smaller ③ ones, such as advances in mathematics or basic chemistry.

which① 
like② 
ones③ 



정답[ ] 

1

해설[ ] 

해석{ }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은 한 집단의 연구자들이 함께 일하는 대학과 실험실, 
에서 부글거리며 넘쳐 나온다 생명체의 유전자 구조의 이해와 같은 중대한 획기적 발견과 수학이나 기초 . 
화학에서의 진보와 같은 더 작은 획기적 발견 둘 다 그렇다.
해설{ }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를 를 선행사로 하는 또는 which universities and laboratories where in ① 
로 바꿔야 한다which .

어휘{ }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다oversimplify 

에서 부글거리며 넘쳐 나오다bubble out of ~
획기적 발견 발전breakthrough [ ]

강# 1-01 쪽# 010 번# 010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 틀린 것을 고르시오 .

After a brief moment of surprise, in order ① to preserve the myth of their guest’s perfection and 
keep ② himself from any embarrassment, all the villagers at the banquet ③ began to fling tofu 
into each other’s laps.

① to preserve
himself ② 
began③ 

정답[ ] 

2

해설[ ] 

해석{ } 
그 연회에 참석한 모든 마을 사람들은 잠깐 놀란 후 그들의 손님이 완벽하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유지하, 
고 그가 당혹스러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로의 무릎 안쪽으로 두부를 내던지기 시작했다.
해설{ } 

바로 앞에 나온 의 의미상 주어는 주절의 주어인 이고 의 목적어는 keep all the villagers , keep their ② 
로 의 주어와 목적어가 다르므로 재귀대명사 를 사용할 수 없다 를 으로 바guest keep himself . himself him

꿔야 한다.
어휘{ }

당혹스러움embarrassment 
연회 축하연banquet , 



내던지다fling 
두부tofu 

강# 1-01 쪽# 011 번# 011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시오.

Initially, it made a lot of noise, and later, it stopped (A) operating / to operate entirely. As it is 
wholly the company’s responsibility to correct the defect, I hope you will not make us (B) pay / 
paid for the labor component of its repair.

정답[ ] 

(A) operating (B) pay

해설[ ] 

해석{ } 
처음에 그것은 많은 소음을 냈으며 나중에는 완전히 작동을 멈췄습니다 결함을 고쳐 주는 것은 전적으, . 
로 회사의 책임이므로 저는 귀하가 수리에서의 노동력 부분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게 하기를 , 
바랍니다.
해설{ } 

문맥상 작동을 멈추다 라는 뜻이 되어야 하므로 이 어법에 맞다 는 작(A) ‘ ’ operating . stopped to operate ‘
동하기 위해 멈췄다 로 해석된다’ .

는 사역동사이며 가 의 행위자이므로 원형 부정사가 목적격 보어로 적절하다(B) make us pay .
어휘{ }

완전히 아주entirely , 
전적으로 완전히wholly , 
결함 결점defect , 

부분 구성 요소component , 
수리 수선repair , 

강# 1-01 쪽# 011 번# 012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시오.

The combustion of oxygen (A) that / what keeps us alive and active (B) sends / sending out 
by-products called oxygen free radicals.

정답[ ] 

(A) that (B) sends



해설[ ] 

해석{ } 
우리를 살아 있게 하고 활동적이게 유지하는 산소 연소는 활성 산소라고 불리는 부산물을 내보낸다.
해설{ } 
선행사 을 수식하는 관계절을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사 을 사용해야 한(A) The combustion of oxygen that

다 선행사가 있으므로 은 사용할 수 없다. what .
주어는 이고 문장의 동사가 필요하므로 가 어법에 맞다 은 동(B) The combustion ~ active , sends . sending

사로 사용할 수 없다.
어휘{ }

연소combustion 
활성 산소oxygen free radical 

강# 1-01 쪽# 011 번# 013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시오.

We can read the news of the day, or the latest on business, entertainment or (A) however / 
whatever news on the websites of the New York Times, the Guardian or (B) most / almost  any 
other major newspaper in the world.

정답[ ] 

(A) whatever (B) almost

해설[ ] 

해석{ } 
우리는 혹은 세계의 거의 모든 다른 주요 신문의 웹사이트에서 그날New York Times , Guardian『 』 『 』 
의 뉴스나 사업 연예 또는 어떤 뉴스든지 그에 관한 최신 내용을 읽을 수 있다, .
해설{ } 

문맥상 어떤 뉴스든지 라는 뜻이며 를 수식해야 하므로 가 적절하다(A) ‘ ’ , news whatever .
뒤에 를 수식하고 거의 라는 뜻을 가져야 하므로 가 어법에 맞다(B) any ‘ ’ almost .

강# 1-01 쪽# 011 번# 014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시오.

After seven months, the first toys (A) made / making landfall on beaches near Sitka, Alaska, 3,540 
kilometers from (B) what / where they were lost.

정답[ ] 



(A) made (B) where

해설[ ] 

해석{ } 
개월 후에 유실된 장소에서 킬로미터 떨어진 알래스카의 근처 해변 육지에 첫 번째 장난감들7 3,540 Sitka 

이 도달했다.
해설{ } 

문장의 동사가 필요하므로 가 어법에 맞다(A) made . 
완전한 구조의 절이 뒤에 이어지고 있고 유실된 장소 라는 뜻이므로 가 어법에 맞다(B) , ‘ ’ where .

어휘{ }
육지 도착 육지 접근landfall , 

강# 1-01 쪽# 011 번# 015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시오.

Tory Higgins and his colleagues had university students read a personality description of someone 
and then (A) summarize / summarized it for someone else who was believed (B) either / neither 
to like or to dislike this person.

정답[ ] 

(A) summarize (B) either

해설[ ] 

해석{ } 
와 그의 동료들은 대학생들에게 어떤 사람의 성격을 기술한 것을 읽게 하고 그다음 이 사람Tory Higgins , 

을 좋아하거나 싫어한다고 믿어지는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 그것을 요약해 보게 시켰다.
해설{ } 

문맥상 사역동사 의 목적격 보어 와 같은 역할이므로 원형부정사 가 와서 병렬 구(A) had read summarize
조를 이루어야 어법에 맞다.

문맥상 또는 라는 뜻을 지니므로 를 사용해야 한다 는 (B) ‘A B’ <either A or B> . neither <neither A nor 
의 형태로 사용된다B> .

어휘{ }
동료colleague 
요약하다summarize 

강# 1-01 쪽# 011 번# 016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시오.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y-first century, the popularity of fine breads and pastries (A) is / are 
growing even faster (B) as / than new chefs can be trained.

정답[ ] 

(A) is (B) than

해설[ ] 

해석{ } 
세기 초에 고급 빵과 패스트리의 인기는 새로운 요리사가 훈련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승21

하고 있다.
해설{ } 

문장의 주어인 에서 주어의 핵이 단수인 이므로 (A) the popularity of fine breads and pastries popularity
동사 가 어법에 맞다is .
비교급 와 연결되므로 이 사용되어야 한다(B) faster than .

강# 1-01 쪽# 011 번# 017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시오.

We know (A) that / what the journalism program at our college was a source of (B) many / 
much of these firsts for you.

정답[ ] 

(A) that (B) many

해설[ ] 

해석{ } 
우리 대학의 언론학 프로그램이 여러분에게 이런 많은 첫 번째 것들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설{ }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동사 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을 사용(A) know that
해야 한다.

뒤에 복수인 가 이어지므로 셀 수 있는 명사와 함께 쓰이는 가 적절하다(B) of these firsts many .
어휘{ }

언론학journalism ( )

강# 1-01 쪽# 011 번# 018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시오.



(A) That / What appears to us as simultaneous is actually a kind of “follow your neighbor” 
behavior (B) moves / moving faster than the eye can see.

정답[ ] 

(A) What (B) moving

해설[ ] 

해석{ }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눈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일종, 
의 옆 사람을 따르라 라는 행동이다‘ ’ .
해설{ } 

가 문장의 동사이므로 네모를 포함하여 가 주어 역할을 해야 한다(A) is ~ appears to us as simultaneous . 
하지만 네모 뒤에 주어가 빠진 채 바로 동사가 이어졌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사 이 쓰여야 주What
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에 나온 를 수식해야 하므로 현재분사 이 어법에 맞다(B) a kind of ~ behavior moving .

어휘{ }
동시에 일어나는simultaneous 

강# 1-01 쪽# 011 번# 019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시오.

You have to pay close attention to someone’s normal pattern in order to notice a deviation from 
(A) it / them when he or she lies. Sometimes the variation is as (B) subtle / subtly as a pause.

정답[ ] 

(A) it (B) subtle

해설[ ] 

해석{ } 
누군가가 거짓말을 할 때 그 사람이 통상적인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을 알아채기 위해 여러분은 그것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때때로 그 변화는 잠깐 동안의 멈춤처럼 미묘하다. .
해설{ } 
앞에 나온 단수의 명사구 을 대신해야 하므로 이 어법에 맞다(A) someone’s normal pattern it .

다음에 보어로 쓰여야 하므로 형용사 이 어법에 맞다(B) is subtle .
어휘{ }

벗어남deviation 
변화variation 

미묘한 감지하기 힘든subtle , 
잠깐 동안의 휴지 일시 멈춤pause ( ) , ( ) 



강# 1-01 쪽# 011 번# 020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시오.

Doubtful industrialists started (A) calling / being called these self-appointed experts ‘jacks of all 
trades and masters of none.’ These experts are still with us, and as a result so (B) is / does  the 
phrase.

정답[ ] 

(A) calling (B) is

해설[ ] 

해석{ } 
의심을 품게 된 공장 경영주들은 이러한 자칭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jacks of all trades and 

많은 걸 하지만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 사람들 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문가masters of none( )’ . 
들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으며 그 결과 이 말 또한 우리 주변에 있다, .
해설{ } 

뒤에 목적어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능동형의 동명사 이 어법에 맞다(A) calling .
대동사 주어 로 도 마찬가지이다 라는 뜻이 되어야 한다 앞 문장에 동사 가 쓰였으므로(B) <so+ + > ‘~ ’ . be are , 

가 어법에 맞다is .
어휘{ }

의심을 품은doubtful 
자칭의 자기 혼자 정한self-appointed , 

강# 1-01 쪽# 012 번# 001 문항코드# 7302-0003

문제[ ]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A), (B), (C) ? [2 ]

 Many animal charities take in or rescue animals and re-home them to new owners. These 
organizations operate sanctuaries or shelters (A) what / where the animals are rehabilitated and 
cared for until a new owner can be found. Most of these charities employ adoption officers who 
ar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the animals are re-homed to the right owners. It involves an 
in-depth process to ensure that the correct matches are made. A large part of this role involves 
making potential new owners (B) aware / are aware of the responsibilities and commitments 
associated with having a pet. This is a crucial part of the job, as in many cases people are not 
aware of what this new commitment will involve and this lack of awareness often leads to —
animals (C) giving / being given up again for adoption.

    (A)       (B)         (C)
what aware giving① …… …… 
what are aware giving② …… …… 



where aware giving③ …… …… 
where are aware being given④ …… …… 
where aware being given⑤ …… …… 

정답[ ] 

5

해설[ ] 

소재{ } 동물 보호소 입양 담당자의 역할 
해석{ }
많은 동물 자선 단체들은 동물들을 수용하거나 구조하고 그것들을 새로운 주인의 가정에 입주시킨다 이. 
러한 단체들은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동물들을 재활시키고 돌봐 주는 안식처 즉 보호소를 , 
운영한다 대부분의 이러한 자선 단체들은 동물들이 적절한 주인에게 틀림없이 입양되도록 하는 책임을 . 
가진 입양 담당자를 고용한다 그것은 올바른 짝이 맺어지는 것을 보장하는 심층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 
이러한 역할의 많은 부분은 잠재적인 새로운 주인들이 애완동물을 갖는 것과 관련된 책임과 의무를 인식

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그 일의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러한 새로운 의무가 . , 
무엇을 포함하게 될지에 대해 모르고 이러한 인식의 부족은 자주 동물들이 재입양되는 상황을 초래하기 , 
때문이다.
해설{ }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은 쓸 수 없다 를 선행사로 하는 관(A) what . sanctuaries or shelters
계절을 이끄는 가 쓰여야 한다where .
앞에 문장의 동사 가 나왔으므로 같은 절 안에서 또 다른 동사구 는 쓸 수 없다(B) involves are aware . 

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 을 포함하여 목적어 목적involves making <making + (potential new owners) + 
격 보어 의 구문이 쓰여야 어법과 문맥에 맞다(aware)> .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는 입양되는 대상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가진 이 쓰여야 (C) animals being given
한다.
구문{ }
Most of these charities employ adoption officers [who ar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the animals•

are re-homed to the right owners}].
는 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는 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절이다[ ] adoption officers , {  } ensuring .⇨

강# 1-01 쪽# 012 번# VOCA_01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뜻풀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1. c              : an organization that helps people who are poor, sick, etc.
2. s              : a place where someone or something is protected or given shelter
3. r           : to bring someone or something back to a normal, healthy condition after an 
illness, injury, drug problem, etc.

정답[ ] 



1. charity 2. sanctuary 3. rehabilitate

해설[ ] 

해석{ }
자선 단체 가난하고 병든 사람 등을 도와주는 조직1. : , 
안식처 피난처 사람이나 어떤 것이 보호되거나 쉴 곳이 제공되는 장소2. , : 
재활시키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질병 부상 약물 문제 등의 이후에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3. : , , 

다

해설{ }
자선 단체 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는 조직이다1. charity( ) .

안식처 피난처 는 사람이나 어떤 것을 보호하고 안식을 제공해 주는 곳이다2. sanctuary( , ) .
재활시키다 는 질병이나 부상 등의 이후에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다 라는 뜻이3. rehabilitate( ) ‘ ’

다.

강# 1-01 쪽# 013 번# 002 문항코드# 7302-0004

문제[ ]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A), (B), (C) ? [2 ]

 As a community health worker, I work regularly with doctors to assist them to communicate with 
our Cambodian patients. Because the Cambodian community is so small, sometimes patients have 
to wait many hours to speak to someone at a clinic (A) which / who can understand them. By 
me working at the clinic, the patient doesn’t get lost in the system they can easily come to me —
for what they need. Besides not understanding English, some of our patients don’t read or write 
well and have a hard time understanding their medications. One of the patients I worked with (B) 
suffering / suffered from hypertension, diabetes, and heart disease. She thought that she needed to 
finish one type of medicine first before she could start on another, even though sometimes she 
needed to take 15 different medications a month. Because of this, her diabetes was out of control 
and the doctor asked me to aid in the arrangement of her daily medication schedule. When I 
explained to her that she could take the medications simultaneously, she was (C) shocked / 
shocking because she had been doing what she thought was right for 10 years.

    (A)         (B)           (C)
which suffering shocked① …… …… 
which suffering shocking② …… …… 
who suffering shocked③ …… …… 
who suffered shocking④ …… …… 
who suffered shocked⑤ …… …… 

정답[ ] 

5

해설[ ] 



소재{ } 지역 보건 요원의 역할 
해석{ }
지역 보건 요원으로서 나는 의사들이 우리 캄보디아의 환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정기

적으로 의사들과 함께 일한다 캄보디아의 지역 사회는 아주 작기 때문에 때로 환자들은 자신들의 말을 . 
알아들을 수 있는 진료소의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여러 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 내가 진료소. 
에서 일을 함으로써 환자는 그 시스템에서 길을 잃지 않게 된다 즉 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 . , 
위해서 나를 쉽게 찾아올 수 있다 우리 환자들 중 일부는 영어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 읽거나 . , 
쓸 줄 모르며 자신들이 복용하는 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내가 도와준 환자들 중 한 사람은 .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그녀는 때로 한 달에 가지의 서로 다른 약을 복용해야 함에도 , , . 15
불구하고 먼저 한 유형의 약의 복용 을 끝내야 다른 유형의 약의 복용 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 ( ) . 
이것 때문에 그녀의 당뇨병은 통제 불능이 되었으며 그녀의 매일 약 복용 일정 조정을 도와주라고 의사

가 나에게 부탁했다 내가 그녀에게 약들을 동시에 복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을 때 그녀는 년 동안 자. , 10
신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해 오고 있었으므로 깜짝 놀랐다.
해설{ }

글의 흐름상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바로 앞에 있는 이 아니라 이므로 를 써야 (A) a clinic someone who
한다 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쓸 수 없다. which .

가 주어이므로 동사의 과거형 를 써야 한다(B) One of the patients I worked with suffered . One of the 
에서 전치사 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 patients whom I worked with with whom

다음에 생략된 구조이다patients .
과거분사 를 쓰면 주어가 놀랐다는 뜻이 되고 현재분사 을 쓰면 주어가 다른 사람을 (C) shocked shocking

놀라게 한다는 뜻이 되므로 문맥상 를 써야 한다shocked .
구문{ }

•Besides not understanding English, [some of our patients] [don’ read or write well] and [have a 
hard time understanding their medications].

는 외에도 라는 뜻의 전치사이다 첫 번째 가 주어이며 두 번째 와 세 번째 는 둘 다besides ‘~ ’ . [ ] [ ] [ ]⇨
주어에 이어진다 는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라는 뜻이다. <have a hard time -ing> ‘~ ’ .
Because of this, her diabetes was out of control and the doctor•  asked me to aid in the arrangement

of her daily medication schedule.
목적어 부정사 는 에게 해 줄 것을 요청 하다 라는 뜻이다<ask + + to > ‘~ ’ .⇨ …

강# 1-01 쪽# 013 번# VOCA_02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단어의 뜻풀이로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하세요.

1. clinic ㆍ ㆍ
a. a person who is receiving medical treatment 
from a doctor or hospital

2. medication ㆍ ㆍ
b. a place where people go for medical treatment 
or advice

3. patient ㆍ ㆍ
c. something that treats or prevents or alleviates 
the symptoms of disease

정답[ ] 



1. 2. 3. ⓑ ⓒ ⓐ

해설[ ] 

해석{ }
진료소 의학적 치료나 조언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가는 곳1. : 
약물 질병의 증상을 치료 또는 예방 혹은 완화해 주는 것2. : , , 
환자 의사나 병원으로부터 의학적 치료를 받는 사람3. : 

해설{ }
진료소 은 의학적 치료나 조언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1. clinic( ) .

약물 은 질병의 증상을 치료 예방 혹은 완화해 주는 것을 말한다2. medication( ) , , .
환자 는 의사나 병원으로부터 의학적 치료를 받는 사람 을 뜻한다3. patient( ) ‘ ’ .

강# 1-01 쪽# 014 번# 003 문항코드# 7302-0005

문제[ ]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 틀린 것은 점 ? [2 ]

 The biggest problem for students, as for people in general, is to understand themselves. What are 
your strengths? What are your weaknesses? What are your personal limits? You must learn to 
build on your strengths and ① cautiously avoid your weaknesses or, better yet, overcome them. 
For instance, a surprising number of students ② enter university with a limited command of 
written English. If your written English is weak, you can work around your deficiency. Don’t try 
to write sentences that are beyond ③ yourselves. Don’t get ④ so tangled up in words that your 
meaning isn’t clear. You should write sentences that are short and to the point. On exams most 
professors are not expecting fancy displays of terminology; they want you to tell them ⑤ that you 
understand and know the course material.

정답[ ] 

3

해설[ ] 

소재{ } 약점과 한계의 극복 
해석{ }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가장 큰 난제는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다 여러, . 
분의 강점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개인적 한계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스스로의 ? ? ? 
강점을 더 키워 나가고 약점을 신중하게 피하거나 아니면 더 좋게는 약점을 극복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 놀랄 만한 수의 학생들이 제한된 영어 쓰기 구사력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한다 영어 쓰기가 , . 
약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족함에 대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의 능력 너머에 있는 문장을 쓰, . 
려고 시도하지 마라 낱말들 속에 너무 뒤엉켜 전달하려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도록 만들지 마라 짧고 . ( ) . 
간단명료한 문장을 써야 한다 시험에서 대부분의 교수는 전문 용어의 화려한 나열을 기대하지 않는다. . 
그들은 수업 자료를 이해하여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신들에게 말해 주기를 원한다.
해설{ }



관계절의 선행사가 이므로 문맥상 전치사 의 목적어와 절의 주어가 다르다 재귀대명sentences beyond . ③ 
사 는 주어가 일 때 쓸 수 있으므로 인칭대명사 로 바꿔 써야 한다yourselves you you .

뒤따르는 동사 를 수식하는 부사 는 어법상 적절하다avoid cautiously .① 
가 주어이고 가 주어의 핵이므로 복수형 동사 는 어법상 a surprising number of students students enter② 

적절하다.
너무 해서 하다 라는 뜻의 구문의 일부로 어법상 적절하다‘ ~ ’ <so ~ that ...> .④ …
뒤따르는 절이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된 완전한 절의 형태이므로 접속사 역할을 하는 은 어법, , that⑤ 

상 적절하다.
구문{ }
You should write sentences [that are {short} and {to the point}].•

는 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그 안의 두 개의  가 서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 sentences , {  } .⇨

강# 1-01 쪽# 014 번# VOCA_03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단어의 뜻풀이로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하세요.

1. limit ㆍ ㆍ a. to deal with and control a problem or feeling
2. personal ㆍ ㆍ b. relating to or belonging to a particular person

3. overcome ㆍ ㆍ
c. the largest amount of something that is 
possible

정답[ ] 

1. 2. 3. ⓒ ⓑ ⓐ

해설[ ] 

해석{ }
한계 무언가의 가능한 최대의 양1. : 
개인적인 특정한 개인과 관련되어 있거나 속해 있는2. : 
극복하다 문제나 감정을 다루고 통제하다3. : 

해설{ }
한계은 가능한 최대의 양이나 한도 라는 뜻이다1. limit( ) ‘ ’ .
개인적인 은 특정인의 개인적인 일과 관계된다2. personal( ) .
극복하다 은 어려운 문제나 힘든 감정을 이겨 내다 라는 뜻이다3. overcome( ) ‘ ’ .

강# 1-01 쪽# 015 번# 004 문항코드# 7302-0006

문제[ ]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 틀린 것은 점 ? [3 ]



 Gender learning by infants is almost certainly unconscious. Before children can accurately label ① 
themselves as either a boy or a girl, they receive a range of pre-verbal cues. For instance, male 
and female adults usually handle infants differently. The cosmetics women use contain scents 
different from ② that the baby might learn to associate with males. Systematic differences in dress, 
hairstyle and so on ③ provide visual cues for the infant in the learning process. By the age of 
two, children have a partial understanding of what gender is. They know ④whether they are a 
boy or a girl, and they can usually categorize others accurately. Not until the age of five or six, 
however, ⑤ does a child know that a person’s gender does not change, that everyone has gender 
and that sex differences between girls and boys are anatomically based.

해부학적으로   * anatomically 

정답[ ] 

2

해설[ ] 

소재{ } 유아들의 성 구분 학습 
해석{ }
유아들에 의한 성 구분 학습은 거의 틀림없이 무의식적이다 아이들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남자아이 또. 
는 여자아이로 분류하기 전에 그들은 언어 능력 습득 전의 다양한 단서를 받는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 , 
자 성인들은 보통 유아를 다르게 대한다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은 아기가 남성과 관련짓게 될 수 있. 
는 향과 다른 향을 지니고 있다 옷 머리 스타일 등의 체계적인 차이는 학습 과정에서 유아에게 시각적 . , 
단서를 제공한다 두 살 무렵에 아이들은 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 . 
남자아이인지 또는 여자아이인지를 알고 대체로 다른 사람들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세나 . 5 6
세가 되어서야 아이는 한 사람의 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모든 사람이 성을 갖고 있는 것과 여자아이와 , 
남자아이의 성 차이는 해부학적으로 근거한다는 것을 안다.
해설{ }
앞에 나온 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말이 필요하므로 단수 을 로 바꿔야 한다scents that those .② 
동사 의 주어와 목적어가 으로 동일하므로 목적어 자리에 재귀대명사 가 쓰였label children themselves① 

다.
주어인 가 복수이므로 동사 가 사용되었다Systematic differences provide .③ 
동사 의 목적어로 인지 또는 인지 라는 뜻을 가진 절을 이끄는 접속사 가 쓰였다know ‘A B ’ whether .④ 
문두에 부정어 를 포함한 부사구가 왔으므로 문장의 어순이 조동사 주어 동사원(Not) <Not until ~ + + +⑤ 

형 의 형태가 되어야 하고 동사가 이며 주어가 로 단수이므로 조동사는 가 사용되었다> , know a child does .
구문{ }

•The cosmetics [women use] contain scents different from those [the baby might learn to associate 
with males].
문장의 주어는 이며 동사는 이다 두 개의 는 각각 앞에 나온 와The cosmetics contain . [ ] The cosmetics⇨

를 수식한다those .
Not until the age of five or six, however, does a child know [that a person’s gender does not •

change], [that everyone has gender] and [that sex differences between girls and boys are anatomically 
based].



세 개의 는 동사 의 목적어로 병렬 구조로 연결되었다[ ] know .⇨

강# 1-01 쪽# 015 번# VOCA_04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뜻풀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1. s           : a pleasant smell that something has
2. c           : to put someone or something into a group of similar people or things
3. c           : an action or event that is a signal for something else to happen

정답[ ] 

1. scent 2. categorize 3. cue

해설[ ] 

향 어떤 것이 가진 기분 좋은 냄새1. : 
분류하다 유사한비슷한 사람이나 사물의 집단 속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포함시키다2. : [ ] 
단서 다른 어떤 것이 발생할 신호인 행위나 사건3. : 

해설{ }
향는 어떤 것이 가진 기분 좋은 냄새 라는 뜻이다1. scent( ) ‘ ’ .

분류하다 는 유사한비슷한 사람이나 사물의 집단 속에 사람이나 사물을 포함시키다 라는 2. categorize( ) ‘ [ ] ’
뜻이다.

단서 는 어떤 것이 발생할 신호를 주는 행위나 사건 이라는 뜻이다3. cue( ) ‘ ’ .

강# 1-01 쪽# 016 번# 005 문항코드# 7302-0007

문제[ ]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 틀린 것은 점 ? [3 ]

 One of the major new privacy products which are becoming more technologically sophisticated 
each year ① is the optical card for storing data. This small wallet-sized card is like a walking 
book, with about one thousand times as ② much information as the old credit card. In fact, these 
small cards can not only store up to about eight hundred standard typewritten pages as of 1990 —
more today —③ but they can store images, such as photographs, drawings, fingerprints and X 
rays, and anything that can be put into digital form. Besides being used for access systems to 
determine who gains entry where, they are being used to ④ containing a person’s complete 
personal medical history, employment data, and other personal information. So, if you think you 
have problems when you lose a credit card, consider ⑤ what will happen when you lose one of 
these.

is ① 
much② 



but③ 
containing④ 
what⑤ 

정답[ ] 

4

해설[ ] 

소재{ } 많은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광학 카드 
해석{ }
해마다 기술적으로 더 복잡해지고 있는 주요한 새로운 사생활 제품들 중 하나는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광학 카드이다 이 작은 지갑 크기의 카드는 종전의 신용 카드보다 약 천 배 정도 더 많은 양의 정보를 . 
담고 있는 걸어 다니는 책과 같다 사실은 이 작은 카드는 년 기준으로 보통의 타이핑으로 작성된 , . , 1990
약 쪽 분량까지 현재는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진 그림 지문 엑스 선 사800 , , , , ― ― 
진과 같은 영상 그리고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저장할 수 있다 누가 어느 곳에 , .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얻느냐를 결정하는 접근 허용 시스템을 위해 사용되는 것 외에도 그것들은 개인( ) , 
의 완전히 사적인 병력 취업 관련 자료 그 외의 다른 개인적인 정보를 담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 , . 
로 여러분이 신용 카드를 잃어버릴 때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 광학 카드 들 중 하나를 잃어, [ ]
버릴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라.
해설{ }

문맥상 하는 데 사용되다 라는 뜻의 동사원형 이 되어야 하므로 을 ‘~ ’ <be used to + > containing contain④ 
으로 고쳐 써야 한다.

주어인 에서 주어의 핵이 되는 이 단수이므로 를 쓴 것은 적절하다One of ~ each year One is .① 
보다 배 한 이라는 뜻의 배수 원급 구문이므로 를 쓴 것은 적절하다‘~ ’ < + as + + as ~> much .② … –
뿐만 아니라 도 라는 뜻의 ‘A B ’ <not only ③ A but (also) B 구문이므로 을 쓴 것은 적절하다> but .

은 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며 은 의문사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what ~ consider what .⑤ 
구문{ }
One of the major new privacy products {which are becoming more technologically sophisticated each•

year}] is the optical card for storing data.
는 주어 부분이고 가 동사이다 는 를 수식한다[ ] is .  {  } the major new privacy products .⇨

This small wallet-sized card is like a walking book, with about one thousand • times as much 
information as the old credit card.

배수 원급 는 보다 배 한 하게 라는 뜻이다< + as + + as ~> ‘~ [ ]’ .⇨ … –

강# 1-01 쪽# 016 번# VOCA_05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단어의 뜻풀이로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하세요.

1. access ㆍ ㆍ a. complicated or made with great skill

2. fingerprints ㆍ ㆍ
b. marks made by a person’s fingers which show 
the lines on the skin

3. sophisticated ㆍ ㆍ c. the ability to use or see something



정답[ ] 

1. 2. 3. ⓒ ⓑ ⓐ

해설[ ] 

해석{ }
접근권 어떤 것을 사용하거나 볼 수 있는 능력1. ( ): 
지문 어떤 사람의 손가락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부 표면의 선들을 보여 주는 흔적들2. : 
복잡한 복잡하거나 뛰어난 기술로 이루어진3. : 

해설{ }
접근 권 는 어떤 것을 사용하거나 볼 수 있는 능력 을 뜻한다1. access( ( )) ‘ ’ .

지문 는 어떤 사람의 손가락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부 표면의 선들을 보여 주는 흔적들을 2. fingerprints( )
말한다.

복잡한 는 복잡하거나 뛰어난 기술로 이루어진 이라는 뜻이다3. sophisticated( ) ‘ ’ .

강# 1-01 쪽# 017 번# 006 문항코드# 7302-0008

문제[ ]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A), (B), (C) ? [3 ]

 Aspiration, or its lack, is a key factor for small-scale companies. Many small-business owners are 
content with the lifestyle the business allows them, and (A) have / has no desire for growth. But 
the biggest reason for a lack of growth is finance. Growth requires access to capital, which is 
difficult and expensive to access for small companies. Moreover, unlimited liability means (B) that 
/ what an owner’ personal assets (such as the family home) are at risk if the business fails a —
risk that many are unwilling to take. Entrepreneurial spirit is defined as the willingness to take 
risks. Business owners who do aspire to growth must be willing to take the risky but important 
second step. For most small-business owners, this means (C) employing / being employed t he 
first non-family member and beginning to acquire the necessary leadership and management skills 
to scale the business and manage the people, systems, and processes.

    (A)       (B)         (C)
have that employing① …… …… 
have what employing② …… …… 
have that being employed③ …… …… 
has what being employed④ …… …… 
has that being employed⑤ …… …… 

정답[ ] 

1

해설[ ] 

소재{ } 소규모 회사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 



해석{ }
열망 혹은 그것의 부재는 소규모 회사의 핵심 요인이다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그 사업이 자신들에게 . 
허용하는 생활양식에 만족하고 성장을 위한 욕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성장 결핍에 대한 가, . 
장 큰 이유는 재정이다 성장은 자금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소규모 회사들이 접근하기 어. , 
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게다가 무한 책임은 사업이 실패할 경우 가족의 주택과 같은 소유자의 개인 자. , ( ) 
산이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위험은 많은 사람들이 감수하기를 꺼리는 것이다 기업가 정, . 
신은 위험을 무릅쓰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된다 성장을 진정 열망하는 자영업자들은 위험하지만 중요한 . 
두 번째 걸음을 기꺼이 내딛어야만 한다 대부분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이것은 최초의 가족이 아닌 구. 
성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조정하고 사람들 시스템 그리고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과 경영 , , 
기술을 습득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

문맥상 를 공통의 주어로 하여 동사 와 연결되는 병렬 구조가 되어야 (A) Many small-business owners are
하므로 가 적절하다have .

주어 동사 전치사구로 구성된 완전한 절의 형태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접속사 이 적절하다(B) , , that .
문맥상 구성원을 고용한다는 뜻이 되어야 하고 목적어에 해당하는 가 뒤(C) , the first non-family member

에 이어지고 있으므로 능동형 동명사인 이 적절하다employing .
구문{ }
For most small-business owners, this means [employing the first non-family member] • and [beginning 

to acquire the necessary leadership and management skills to {scale the business} and {manage the 
people, systems, and processes}].
두 개의 는 의 목적어 역할을 하며 접속사 에 의해 연결된 병렬 구조이다 두 개의  [ ] means and . {  } ⇨

역시 접속사 에 의해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and .

강# 1-01 쪽# 017 번# VOCA_06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단어의 뜻풀이로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하세요.

1. asset ㆍ ㆍ a. a strong desire to achieve something great
2. liability ㆍ ㆍ b. legal responsibility for something
3. aspiration ㆍ ㆍ c. something that a person or company owns

정답[ ] 

1. 2. 3. ⓒ ⓑ ⓐ

해설[ ] 

해석{ }
자산 사람이나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1. : 
법적 책임 어떤 것에 대한 법적 책임2. : 
열망 대단한 뭔가를 성취하려는 강한 욕구3. : 

해설{ }
자산 은 회사나 개인의 소유 재산 이라는 뜻이다1. asset( ) ‘ ’ .
법적 책임 는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계된다2. liability( ) .



열망은 사람의 열망이나 포부 라는 뜻이다3. aspiration( ) ‘ ’ .

강# 1-01 쪽# 018 번# 007 문항코드# 7302-0009

문제[ ]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점, ? [3 ]

 Over the past few decades ocean science ① has drawn more eyes toward ocean life than ever 
before. It’ brought more answers to the surface, ② using scientific approaches and technological 
instruments to solve mysteries. In 1930, as famed scientist and explorer William Beebe climbed into 
his bathysphere and dropped into the warm Bermuda seas, he had only an electric searchlight to 
see in the darkness and a telephone line ③ to describe to the surface what he saw. Today there 
are submarines, DNA sequencers, robot chemistry labs that skim the waves, and respiration 
chambers ④ enough tiny to measure the breath of a barnacle. Since Beebe’s time we’ve 
accumulated more than 80 more years of basic scientific knowledge, without ⑤ which hardly any 
serious biological mystery can be solved.

심해 생물 조사용의 구형 잠수 장치     * bathysphere ( ) ( ) 球形
                                    염기 서열 분석기** sequencer 

has drawn① 
using② 
to describe③ 
enough tiny④ 
which⑤ 

정답[ ] 

4

해설[ ] 

소재{ } 해양 과학의 발전 
해석{ }
지난 몇 십 년간에 걸쳐 해양 과학은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 해양 생물 쪽으로 더 많은 시선을 끌어 왔

다 그것은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과학적 접근법과 기술적인 도구를 사용하면서 더 많은 답변을 수면으로 . 
끌어올렸다 해답을 분명하게 만들었다 년에 저명한 과학자이자 탐험가인 가 그의 구[ ]. 1930 William Beebe
형 잠수 장치에 올라타고 따뜻한 바닷속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단지 어둠 속에서 보기 ( ) Bermuda , 球形
위한 전기 탐조등과 자신이 본 것을 물위에 묘사하기 위해 전화선만을 가졌을 뿐이었다 오늘날에는 잠수. 
함 염기 서열 분석기 파도를 훑어보는 로봇 화학 실험실 그리고 따개비의 숨소리도 측정할 정도로 , DNA , 
아주 작은 호흡실이 있다 의 시대 이래로 우리는 년이 넘도록 기초 과학 지식을 축적해 왔는데. Beebe 80 , 
그것이 없이는 어떤 진지한 생물학적 미스터리도 거의 풀 수가 없다.
해설{ }

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로 하기에 충분히 한 이라는 뜻이 되기 위해서는 형용respiration chambers ‘~ ’ <④ …
사 부정사구 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를 로 고쳐야 한다+ enough + to > . enough tiny tiny enough .

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를 나타내는 부사구이므로 현재완료 시제는 어법Over the past few decades① 
에 맞는 표현이다.

의미상의 주어는 이고 이 의 주체이므로 능동의 의미를 지닌 분사구문을 이끄는 It(ocean science) , It use② 



현재분사 은 맞게 쓰였다using .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정사구가 쓰였다‘~ ’ to .③ 

의 선행사는 로 는 이라는 뜻을 갖는다which more ~ knowledge without which and without it .⑤ 
구문{ }
In 1930, [• as famed scientist and explorer William Beebe climbed into his bathysphere and dropped 

into the warm Bermuda seas], he had [only an electric searchlight to see in the darkness and a 
telephone line to describe to the surface {what he saw}].
첫 번째 는 가 이끄는 부사절이며 두 번째 는 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구이다 는 선행사[ ] as , [ ] had .  {  }⇨

가 포함된 관계절이며 의 목적어에 해당한다describe .
Today there are submarines, DNA sequencers, robot chemistry labs [that skim the waves], and •

respiration chambers [tiny enough to measure the breath of a barnacle].
첫 번째 는 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두 번째 는 를 수식[ ] robot chemistry labs , [ ] respiration chambers⇨

하는 형용사구이다.

강# 1-01 쪽# 018 번# VOCA_07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뜻풀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1. a           : to gather or acquire something gradually as time passes
2. s            : a ship that can operate underwater
3. r            : the act or process of breathing

정답[ ] 

1. accumulate 2. submarine 3. respiration

해설[ ] 

해석{ }
축적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것을 서서히 모으거나 얻다1. : 
잠수함 수중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배2. : 
호흡 숨 쉬는 행위나 과정3. : 

해설{ }
축적하다 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떤 것을 서서히 모으거나 얻다 라는 뜻이다1. accumulate( ) ‘ ’ .
잠수함 은 수중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배 를 뜻한다2. submarine( ) ‘ ’ .
호흡 은 숨을 쉬는 행위나 과정 을 뜻한다3. respiration( ) ‘ ’ .

강# 1-01 쪽# 019 번# 008 문항코드# 7302-0010

문제[ ]

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A), (B), (C) ? [3 ]



 As I got off my horse, I began to hear voices and laughter coming from inside the Inn. While I 
was tethering my horse, I looked up at the starry sky, (A) that / which had the appearance of 
black velvet with pearls carelessly cast upon it. Glancing back at the Inn, I noticed that the doors 
were open and this made me feel welcome. Each of the doors was engraved with The Tabard. On 
this particular night, The Tabard was packed with people. Once inside, I bought a mug of ale, 
found a table, and stepped on a roaming chicken in the process of (B) being / doing so. While 
drinking my ale, I finally took time to look around. The Tabard itself seemed fairly new with its 
stone walls and ceilings. There were many wooden tables to sit at, each one (C) adorned / 
adorning with candles. While some people were sitting on benches, others used empty boxes and 
ale kegs as furniture.

동물을 말뚝에 묶다 맥주 저장용 작은 통 * tether ( ) ** keg ( ) 

    (A)       (B)          (C)
that being adorned① …… …… 
that being adorning② …… …… 
which being adorned③ …… …… 
which doing adorning④ …… …… 
which doing adorned⑤ …… …… 

정답[ ] 

5

해설[ ] 

소재{ } 여관 The Tabard 
해석{ }
내가 말에서 내릴 때 그 여관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말을 말뚝에 묶으며, . , 
나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하늘은 그 위에 진주를 아무렇게나 던져 놓은 검은 벨벳처럼 보, 
였다 다시 여관을 흘낏 돌아보았을 때 나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으며 이것이 내가 환영을 받는다. , 
는 느낌을 갖게 해 주었다 각 문에는 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다 이 특별한 밤에 . ‘The Tabard’ . The Tabard
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나는 에일 한 잔을 사서 테이블을 찾았는데 그렇게 하는 . , , 
과정에서 돌아다니는 닭을 밟았다 에일을 마시는 동안에 나는 마침내 주위를 둘러볼 시간을 갖게 되었. , 
다 자체는 돌로 된 벽과 천장이 있어 꽤 새것인 것처럼 보였다 여러 개의 앉을 수 있는 나. The Tabard . 
무로 된 테이블이 있었는데 각 테이블은 양초로 장식되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긴 의자에 앉아 있었고, . , 
다른 이들은 빈 상자와 에일 저장용 통을 가구로 사용했다.
해설{ }

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와야 하므로 를 써야 한다 은 (A) the starry sky which . that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쓸 수 없다.

문맥상 앞에 나온 의 뜻을 받는 동명사가 되어야 하므로 을 (B) bought a mug of ale, found a table doing
써야 한다 앞에 나온 동사가 동사가 아니므로 은 쓸 수 없다. be being .

이 장식되는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지닌 과거분사 를 써야 한다 능동의 의미를 지(C) each one adorned . 
닌 현재분사 은 쓸 수 없다adorning .
구문{ }
As I got off my horse], I began to hear voices and laughter [coming from inside the Inn].•



첫 번째 는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두 번째 는 를 수식한다[ ] . [ ] voices and laughter .!
Glancing back at the Inn], I noticed [that the doors were open] and this • made me feel welcome.
첫 번째 는 분사구문이며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인 이다 두 번째 는 의 [ ] I . [ ] noticed!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가 사역동사이므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부정사 을 쓴 것이. made feel
다.

강# 1-01 쪽# 019 번# VOCA_08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단어의 뜻풀이로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하세요.

1. adorn ㆍ ㆍ a. to carve or cut into a material or surface
2. engrave ㆍ ㆍ b. to decorate something
3. inn ㆍ ㆍ c. a small hotel, especially one in the countryside

정답[ ] 

1. 2. 3. ⓑ ⓐ ⓒ

해설[ ] 

해석{ }
장식하다 어떤 것을 장식하다1. : 
새기다 물질이나 표면에 조각하거나 새겨 넣다2. : 
여관 작은 호텔 특히 시골에 있는 것3. : , 

해설{ }
장식하다 은 어떤 것을 장식하다 라는 뜻이다1. adorn( ) ‘ ’ .
새기다 는 물질이나 표면에 조각하거나 새겨 넣다 라는 뜻이다2. engrave( ) ‘ ’ .

여관 은 시골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호텔을 말한다3. inn( ) .

부1 어휘의 함정 Page 020
강1 어휘의 함정

강# 2-01 쪽# 020 번# 001 문항코드# 7302-0011

문제[ ]

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A), (B), (C) ?



 When teachers work in isolation, they tend to see the world through one set of eyes- their own. 
The fact that there might be someone somewhere in the same building or district who may be more 
successful at teaching this or that subject or lesson is (A)based/lost on teachers who close the door 
and work their way through the school calendar virtually alone. In the absence of a process that 
(B)allows/forbids them to benchmark those who do things better or at least differently, teachers 
are left with that one perspective - their own. I taught various subjects under the social studies 
umbrella and had very little idea of how my peers who taught the same subject did what they 
did. The idea of meeting regularly to compare notes, plan common assessments, and share what 
we did well (C) mostly / never occurred to us, Rather, we spent much time in the social studies 
office complaining about a lack of time and playing the blame game.

    (A)        (B)         (C)
based allows never① …… …… 
based forbids mostly② …… …… 
lost allows mostly③ …… …… 
lost allows never④ …… …… 
lost forbids never⑤ …… …… 

정답[ ] 

4

해설[ ] 

소재{ } 교사들 간의 교류의 필요성 
해석{ }
교사가 홀로 일을 할 때 그들은 한 쌍의 눈 즉 자기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저런 , . 
과목이나 혹은 과 를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같은 건물 혹은 같은 지역 어딘가에 있을 수 ( ) ‘ ’ 課
있다는 사실을 문을 닫고 거의 혼자서 학교의 연간 행사 계획표를 실천해 나가는 교사는 , 이해하지 못한

다 일을 더 잘하거나 최소한 다르게 하는 사람들을 벤치마킹. 할 수 있게 해 주는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 
교사들은 하나의 시각 즉 자신의 시각만을 갖게 된다 나는 사회과에 속하는 다양한 과목을 가르쳤는데 , . 
동일한 과목을 가르치는 나의 동료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의견이나 정보. 
를 교환하고 공동 평가를 계획하고 자신이 잘한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생각을 우, , 
리는 전혀 해 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사회 교과 교무실에서 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 불평하면서 그. 
리고 서로 비난하고 책임 전가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해설{ }

자기 혼자서만 고립되어 연구하고 작업하는 교사는 주변에 더 성공적일 수 있는 다른 교사가 있을 수 (A)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가 적절하다 는 을 기반으로 하는 이lost . based ‘~ ’
라는 뜻이다.
혼자 고립된 교사는 다른 교사를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해 주는 과정이 없는 상태가 되게 되므로 (B) 
가 적절하다 는 금지하다 라는 뜻이다allows . forbid ‘ ’ .
필자가 앞 문장에서 사회과에 속하는 다양한 과목을 가르쳤음에도 동일한 과목을 가르치는 동료들이 (C)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했으므로 가 적절하다 는 주로 대체로never . mostly ‘ , ’
라는 뜻이다.
구문{ }



The fact that there might be someone somewhere • in the same building or district {who may be more 
successful at teaching this or that subject or lesson}] is lost on teachers [who close the door and work 
their way through the school calendar virtually alone].
첫 번째 가 문장의 주어이며 가 동사이다 는 을 수식하고 두 번째 는 를 [ ] is .  {  } someone , [ ] teachers⇨

수식한다.
The idea of meeting regularly • to compare notes, plan common assessments, and share {what we 

did well}] never occurred to us.
가 문장의 주어이며 가 동사이다 가 모두 에 이어진다 는 [ ] occurred . compare~, plan ~, share ~ to .  {  }⇨
의 목적어이다share .

강# 2-01 쪽# 022 번# 002 문항코드# 7302-0012

문제[ ]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 않은 것은 ? 

 Researchers have suggested that maintaining good social relations depends on two ➀
complementary processes: being sensitive to the needs of others and being motivated to make 
amends or pay compensation when a violation does occur. In short, maintaining good social 
realations depends on the ➁capacity for guilt. Martin L. Hoffman, who has focused on the guilt 
that comes from harming others, suggests that the motivational basis for this guilt is empathetic 
distress. Empathetic distress occurs when people ➂deny that their actions have caused harm or 
pain to another person. Motivated by feelings of guilt, they are ➃inclined to make amends for 
their actions. Making amends serves to repair damaged social relations and ➄restore group 
harmony.

complementary➀ 
capacity➁ 
deny➂ 
inclined➃ 
restore➄ 

정답[ ] 

3

해설[ ] 

소재{ }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감적 고통 
해석{ }
연구자들은 사회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과정 즉 타인의 요구에 민감, 
한 것과 위반 행위가 정말로 발생하면 보상이나 배상을 해 주려는 의욕을 갖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요약하면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죄책감을 느끼는 능력에 달려 있다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 . 
데서 생기는 죄책감에 초점을 맞춰 왔던 은 이러한 죄책감에 대한 동기가 유발되는 기Martin L. Hoffman
반은 공감적 고통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공감적 고통은 자신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나 고통을 끼. 
쳤음을 부인할 깨달을( )→ 때 생긴다 죄책감으로 인해 자극을 받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보 . , 
상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상하는 것은 손상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집단의 화합을 복원하는 역할을 한. 



다.
해설{ }
글의 흐름으로 보아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나 고통을 일으켰음을 깨달을 때 공감적 고통이 , ‘ ’ 
생긴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의 부인하다 를 깨닫다 로 고쳐 써야 한다. deny( ) realize( ) .③
구문{ }
Martin L. Hoffman, [who has focused on the guilt that comes from harming others], suggests [ that•

the motivational basis for this guilt is empathetic distress].
첫 번째 은 삽입절로 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두 번째 는 의 목[ ] Martin L. Hoffman . [ ] suggests⇨

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Making amends]•  serves to repair damaged social relations and restore group harmony.

는 주어이며 가 동사이다 와 가 둘 다 에 이어진다[ ] serves . repair restore serves to .⇨

강# 2-01 쪽# 024 번# 001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고르시오.

Rental rates generally do not drop below a certain point, the maximum / minimum that must be 
charged in order to cover operating expenses.

정답[ ] 

minimum

해설[ ] 

해석{ } 
임대료는 대개 어떤 수치 즉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청구되어야 하는 , 최소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다.
해설{ }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임대료의 액수를 최소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최소 을 minimum( )
써야 한다.
어휘{ }

임대료rental rate 
최고maximum 

운영비 경영비operating expense , 

강# 2-01 쪽# 024 번# 002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고르시오.

When the supply of a manufactured product exceeds the demand, the manufacturer increases / 
reduces output.



정답[ ] 

reduces

해설[ ] 

해석{ } 
제조 상품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제조업자는 생산량을 줄인다.
해설{ }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에 제조업자는 생산량을 줄이려고 할 것이므로 줄이다 를 써야 한다reduces( ) .
어휘{ }

제조하다manufacture 
초과하다exceed 

강# 2-01 쪽# 024 번# 003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고르시오.

Humans tend to interact with their pets when they feel like it, rather than consistently / 
occasionally responding to the animal’ demands for attention.

정답[ ] 

consistently

해설[ ] 

해석{ } 
인간은 관심을 달라는 자신들의 애완동물의 요구에 꾸준히 반응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하고 싶을 때에 애 
완동물과 상호 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
해설{ } 
인간은 애완동물과 상호 작용을 꾸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할 때에만 그렇게 한다고 해야 하‘ ’ 
므로 꾸준히 를 써야 한다consistently( ) .
어휘{ }

상호 작용하다interact 
이따금occasionally 

강# 2-01 쪽# 024 번# 004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고르시오.

In addition, it is often observed that once interaction between humans and pets has arisen, the 
termination of such interactional sequences invariably originates / separates from the human.



정답[ ] 

originates

해설[ ] 

해석{ } 
게다가 일단 인간과 애완동물 사이의 소통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일련의 소통 행위가 종료되는 것은 예, , 
외 없이 인간에게서 비롯됨을 흔히 목격하게 된다.
해설{ } 
인간과 애완 동 물 사이의 일련의 소통 행위가 종료되는 것이 인간에게서 비롯된다고 해야 하므로 ‘ ’ 

비롯되다 를 써야 한다originates( ) .
어휘{ }

종료termination 
일련의 행위sequence ( ) 
예외 없이invariably 

에게서 비롯되다originate from ~

강# 2-01 쪽# 024 번# 005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고르시오.

As a result, the English hoped that the American colonies, once established, would be able to 
supply Mediterranean goods such as olives and fruit and reduce England’s dependence / 
restriction on imports from continental Europe.

정답[ ] 

dependence

해설[ ] 

해석{ } 
그 결과 영국인들은 미국 식민지가 일단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되면 올리브와 과일과 같은 지중해 상품들, 
을 공급해 주어 유럽 대륙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영국의 의존도를 줄여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해설{ } 
미국 식민지가 개척되면 유럽 대륙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 를 줄여 주리라고 영국인들이 기대‘ ’
했다고 하는 것이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의존를 써야 한다. dependence( ) .
어휘{ }

제한restriction 
수입품import ( )

유럽 대륙continental Europe 



강# 2-01 쪽# 024 번# 006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고르시오.

The sense of sight is so highly developed in humans that messages received from other senses are 
often ignored / respected if they conflict with what is seen.

정답[ ] 

ignored

해설[ ] 

해석{ } 
시각은 인간에게 아주 고도로 발달해 있어서 다른 감각을 통해 받아들인 메시지가 눈에 보이는 것과 상

충하면 그것은 흔히 무시된다.
해설{ } 
인간은 시각이 매우 발달해 있어서 다른 감각을 통해 받아들인 메시지가 눈에 보이는 것과 상충하는 경

우에는 그 메시지가 무시된다 고 하는 것이 글의 흐름상 적절하다 그러므로 를 써야 한다‘ ’ . ignored .
어휘{ }

무시하다ignore 
존중하다respect 

와 상충하다 모순되다conflict with ~ , 

강# 2-01 쪽# 024 번# 007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고르시오.

For example, when Lydia was eight years old, she insisted on wearing her favorite sandals to 
school despite encouragements / warnings that the sidewalks were covered in snow and slush.

정답[ ] 

warnings

해설[ ] 

해석{ } 
예를 들어 가 여덟 살이었을 때 그녀는 인도가 눈과 녹아서 진창이 된 눈으로 덮여 있다는 , Lydia 경고에

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샌들을 신고 학교에 가겠다고 고집했다.
해설{ } 
인도에 눈이 쌓여서 샌들을 신고 학교에 가는 것이 힘들 거라고 하는 것은 경고에 해당하므로 warnings
경고 를 써야 한다( ) .
어휘{ }



권장 격려encouragement , 
녹아서 진창이 된 눈slush ( ) 

강# 2-01 쪽# 024 번# 008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고르시오.

While Lydia did have some very comfortable / uncomfortable toes because they became soaked 
and frozen on her way to and from school, she learned that sometimes fashion isn’t worth the 
price of serious discomfort.

정답[ ] 

uncomfortable

해설[ ] 

해석{ } 는 등 하굣길에 발가락이 흠뻑 젖고 얼어서 실제로 몇몇 발가락이 매우  Lydia · 불편하기는 했지만 , 
때로 패션이 심각한 불편함이라는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설{ } 발가락이 흠뻑 젖고 얼어서 불편했을 것이므로 불편한 을 써야 한다 uncomfortable( ) .
어휘{ }

흠뻑 젖은soaked 
불편함discomfort 

강# 2-01 쪽# 024 번# 009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고르시오.

During the run-up to Christmas, increasing / decreasing numbers of ads concern toys and games.

정답[ ] 

increasing

해설[ ] 

해석{ } 
크리스마스 준비 기간 동안에는 늘어나는 수의 광고가 장난감과 게임에 관한 것이다 .
해설{ }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장난감과 게임에 관한 광고의 수가 늘어날 것이므로 늘‘ ’ increasing(
어나는 을 써야 한다) .
어휘{ }

준비 기간run-up 
에 관한 것이다concern ~



강# 2-01 쪽# 024 번# 010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고르시오.

In such a case, the purpose of the positive comment might be to avoid a disagreement and 
support the friend, but the lack of a positive expression unintentionally hides / leaks a more 
candid, negative reaction to the plan.

정답[ ] 

leaks

해설[ ] 

해석{ } 
그러한 경우에 그 긍정적인 말의 목적은 의견 충돌을 피하고 그 친구를 지지하기 위한 것일 수 있지만, , 
긍정적인 표정이 없다면 본의 아니게 그 계획에 대해 더 솔직한 부정적인 반응을 , 드러낸다.
해설{ } 
긍정적인 표정이 없다면 본의 아니게 더 솔직한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내므로 드러내다 를 쓰는 것, leaks( )
이 적절하다.
어휘{ }

의견 충돌disagreement 
본의 아니게 비의도적으로unintentionally , 

드러내다 누출하다leak , 
솔직한candid 

강# 2-01 쪽# 025 번# 011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고르시오.

People who start out being nice get our hopes up, so the letdown we experience when we 
discover that they are not nice makes it better / worse than if they had acted badly from the 
start.

정답[ ] 

worse

해설[ ] 

해석{ } 



처음에 멋진 사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희망을 높이므로 그들이 멋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 
견할 때 경험하는 실망감은 그들이 처음부터 나쁘게 행동했을 때보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 .
해설{ }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실망감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고 하

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므로 더 나쁜 를 써야 한다worse( ) .
어휘{ }

실망 허탈letdown , 
처음부터from the start 

강# 2-01 쪽# 025 번# 012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고르시오.

It isn’t going to be easy making changes to the food your children eat, and even the most careful, 
patient parents will probably find that the little ones will obey / resist at some point and to some 
degree.

정답[ ] 

resist

해설[ ] 

해석{ } 
여러분의 자녀가 먹는 음식에 변화를 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가장 신중하고 인내심이 많은 , 
부모라 하더라도 아마 어린아이들은 어떤 시점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저항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해설{ } 
자녀가 먹는 음식에 변화를 주는 것은 쉽지 않은일이라고 했으므로 아이들이 저항한다고 하는 것이 글의 

흐름상 적절하다 따라서 저항하다 를 써야 한다. resist( ) .
어휘{ }

인내심이 있는patient 
복종하다obey 
저항하다resist 

어느 정도to some degree 

강# 2-01 쪽# 025 번# 013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고르시오.

With the evolution of more settled rural societies based on agriculture, other characteristics, other 
traditions of form appropriate to the new patterns of life, rapidly disappeared / emerged.



정답[ ] 

emerged

해설[ ] 

해석{ } 
농업에 기반을 둔 더 안정된 시골 사회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적합한 다른 특성들 다른 형, 
태의 전통들이 빠르게 생겨났다.
해설{ }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다른 사회적 특성과 전통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를 써야 emerged
한다.
어휘{ }

발전 진화evolution , 
시골의rural 

농업agriculture 
생기다 나타나다emerge , 

강# 2-01 쪽# 025 번# 014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고르시오.

The reader is the writer’s “customer” and one whose approval / disapproval is one the writer 
needs to seek.

정답[ ] 

approval

해설[ ] 

해석{ } 
독자는 필자의 고객이며 독자의 ‘ ’ 인정은 필자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
해설{ } 
필자는 독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추구해야 하므로 인정 을 써야 한다approval( ) .
어휘{ }

인정 승인approval , 
못마땅함 반감disapproval , 

강# 2-01 쪽# 025 번# 015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고르시오.



Another argument often offered by experts is that organic farming can supply food for niche 
markets of needy / wealthy consumers but cannot feed billions of hungry people around the 
globe.

정답[ ] 

wealthy

해설[ ] 

해석{ } 
전문가들에 의해 흔히 제시되는 또 하나의 논쟁은 유기 농업이 부유한 소비자들의 틈새시장을 위해서는  
식량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전 세계 수십 억의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해설{ } 값비싼 농산물을 생산하는 유기 농업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한다고 해야 하므로  

부유한 를 써야 한다wealthy( ) .
어휘{ }

유기 농업organic farming 
틈새시장niche market 

강# 2-01 쪽# 025 번# 016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고르시오.

When we remark with surprise that someone “looks young” for his or her chronological age, we 
are observing that we all age biologically at different / similar rates.

정답[ ] 

different

해설[ ] 

해석{ } 
우리가 놀라면서 어떤 사람이 자연 연령에 비해 젊어 보인다 고 언급한다면 우리는 우리 모두가 서로 ‘ ’ , 다

른 속도로 생물학적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
해설{ }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언급하는 것은 사람마다 생물학적 노화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다른 를 써야 한다different( ) .
어휘{ }

언급하다remark 
자연 연령chronological age 

말하다observe 
생물학적으로biologically 



강# 2-01 쪽# 025 번# 017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고르시오.

It is not likely that men’s hair dyes designed to “get out of the gray” will spread into parts of 
rural Africa where a person’s status is elevated / lowered with advancing years.

정답[ ] 

elevated

해설[ ] 

해석{ } 
흰머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진 남자들의 머리 염색제가 사람의 지위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 ’ 높아

지는 아프리카의 시골 지역으로 확산될 것 같지는 않다 .
해설{ } 
아프리카의 시골 지역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므로 흰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염색을 ‘ ’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를 써야 한다. elevated .
어휘{ }
염색제dye 
시골의rural 
지위status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with advancing years 

강# 2-01 쪽# 025 번# 018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고르시오.

The failure / capability to detect spoiled or toxic food can have deadly consequences.

정답[ ] 

failure

해설[ ] 

해석{ } 
상했거나 독성이 있는 음식을 찾아내는 데 실패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해설{ } 
상한 음식이나 독성이 있는 음식을 찾아내는 데 실패하면 그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실패하는 것 를 써야 한다failure( ) .
어휘{ }

상한 부패한spoiled , 



유독성의toxic 
치명적인deadly 

결과consequence 

강# 2-01 쪽# 025 번# 019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고르시오.

When a company comes out with a new product, its competitors / supporters typically go on the 
defensive, doing whatever they can to reduce the odds that the offering will eat into their sales.

정답[ ] 

competitors

해설[ ] 

해석{ } 
어떤 회사가 신제품을 내놓으면 그 경쟁자들은 그 새로 내놓은 물건이 자신들의 매출을 잠식할 가능성을 ,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면서 대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 .
해설{ } 
신제품이 나오면 경쟁업체들은 자신들의 매출이 감소하지 않도록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므로 

경쟁자들 를 써야 한다competitors( ) .
어휘{ }

을 내놓다come out with ~
경쟁자 경쟁업체competitor , 

방어적인defensive 
가능성odds 

내놓은 것offering 

강# 2-01 쪽# 025 번# 020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고르시오.

A good place for business leaders to start the process of building trust is by becoming more 
invisible / visible to their employees. Getting out of the office and mixing with employees is a 
simple solution to a very common trust problem.

정답[ ] 

visible



해설[ ] 

해석{ } 
비즈니스 리더가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을 시작해야 할 좋은 출발점은 자신의 모습을 더 많이 직원들의 

눈에 띄게 함으로써다 사무실에서 나가 직원들과 어울리는 것은 아주 흔한 신뢰의 문제에 대한 간단한  . 
해결책이다.
해설{ } 
리더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가서 직원들과 어울리면 리더의 모습이 직원들의 눈에 더 많이 띄게 될 것

이므로 눈에 보이는 을 써야 한다visible( ) .
어휘{ }

신뢰trust 
와 어울리다mix with ~

해결책solution 

강# 2-01 쪽# 026 번# 001 문항코드# 7302-0013

문제[ ]

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A), (B), (C) ? [2 ]

 One of the oldest and most effective crime prevention tools is establishing a Neighborhood Watch 
group.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rogram is to (A) promote / undermine awareness and to aid 
in prevention. The program utilizes the familiarity and knowledge neighbors have about their 
community. When an incident takes place, residents are notified and can be vigilant for further 
unusual activity. This (B) decreased / increased communication can sometimes cause residents to 
believe there’s an epidemic of crime, when in actuality they’re merely becoming more aware that 
crime does occur. The hope is that residents will not panic, but rather become more (C) alert / 
insensitive about the activity in their neighborhood so that they can call in any and all suspicious 
behavior and prevent potential crimes.

바짝 경계하는        * vigilant 

    (A)             (B)          (C)
promote decreased alert① …… …… 
promote increased insensitive② …… …… 
promote increased alert③ …… …… 
undermine increased insensitive④ …… …… 
undermine decreased alert⑤ …… …… 

정답[ ] 

3

해설[ ] 

소재{ } 마을 방범대 Neighborhood Watch group( )
해석{ }
가장 오래되고 가장 효과적인 범죄 예방 수단 중 하나는 마을 방범대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 



주요 목적은 인식을 제고하여 예방을 돕는 것이다 그 프로그램은 이웃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 대해 가지 . 
고 있는 친숙함과 지식을 이용한다 사고가 일어나면 주민들은 통지를 받고 추가적인 이상한 활동 움직. , , [
임들에 대해 바짝 경계할 수 있다 이러한 ] . 증가된 의사소통으로 인해 주민들이 범죄가 급격히 확산되었 
다고 때때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실제로는 범죄가 진짜 일어난다는 것을 단지 더 많이 인식해 가고 , 
있는 것일 뿐이다 바라는 것은 주민들이 겁에 질리지 않고 오히려 그 어떤 그리고 모든 의심스러운 행동. 
을 신고하고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해설{ }

는 제고하다 라는 뜻이고 은 약화시키다 라는 뜻이다 예방을 돕는다는 말과 자연(A) promote ‘ ’ , undermine ‘ ’ . 
스럽게 연결되려면 가 적절하다promote .

는 감소된 줄어든 이라는 뜻이고 는 증가된 이라는 뜻이다 주민들의 친숙함과 지(B) decreased ‘ , ’ , increased ‘ ’ . 
식을 이용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이웃에게 통보된다고 했으므로 가 적절하다, increased .

는 경각심을 가진 이라는 뜻이고 는 둔감한 무감각한 이라는 뜻이다 의심스러운 행동(C) alert ‘ ’ , insensitive ‘ , ’ . 
을 보면 모두 신고하여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한다는 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려면 가 적절하다alert .
구문{ }
The program utilizes the familiarity and knowledge [neighbors have about their community].•

는 를 수식하는 관계절로 관계대명사 또는 가 생략되었다[ ] the familiarity and knowledge that which .⇨
The hope is [ that residents will not panic, but rather become more alert about the activity in their•

neighborhood so that they can call in any and all suspicious behavior and prevent potential crimes].
는 의 보어로 쓰였다 주어 은 가 할 수 있도록이라는 뜻으로 목적의 의[ ] is . <so that + + can ...> ‘~ ’⇨ …

미를 나타

낸다.

강# 2-01 쪽# 026 번# VOCA_01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1. One of the oldest and most effective crime prevention tools is / are establishing a 
Neighborhood
Watch group.
2. The program utilizes the familiarity and knowledge neighbors have / to have about their 
community.

정답[ ] 

1. is 2. have

해설[ ] 

해석{ }
가장 오래되고 가장 효과적인 범죄 예방 수단 중 하나는 마을 방범대를 설립하는 것이다1. .
그 프로그램은 이웃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친숙함과 지식을 이용한다2. .

해설{ }
1. One of the oldest and most effective crime



가 주어인데 이 주어의 핵이므로 단수 동사 가 적절하다prevention tools , One is .
의 목적어로 쓰인 를 관계절로 수식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므로 2. utilizes the familiarity and knowledge

관계절의 동사 역할을 하는 를 써야 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또는 가 관계절의 주어have . that which
앞에 생략되었다neighbors .

강# 2-01 쪽# 027 번# 002 문항코드# 7302-0014

문제[ ]

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A), (B), (C) ? [2 ]

 These days, the sound of the English language, through the medium of popular song, is heard 
wherever there is a radio set. It is a (A) commonplace / rare tourist experience to hear a familiar 
English refrain in a coffee bar, bus station or elevator, or simply issuing from the window of a 
house on almost any street in any town. Often, it is a source of (B) delight / despair . We travel 
to ‘get away from it all’ and ‘it’ follows us everywhere we go. We enter a local nightclub in our 
holiday destination, and all we hear is the current top twenty. ‘Happy birthday to you’ is widely 
sung at children’s birthday parties in many countries. Finding genuinely local music can be 
extremely difficult. Several commentators have remarked on the way in which Western popular 
music has (C) stimulated / threatened  the life of ethnic musical traditions everywhere.

후렴구                                                                             * refrain 

       (A)             (B)           (C)
commonplace delight threatened① …… …… 
commonplace despair threatened② …… …… 
commonplace despair stimulated③ …… …… 
rare delight threatened④ …… …… 
rare delight stimulated⑤ …… …… 

정답[ ] 

2

해설[ ] 

소재{ } 영어 노래의 세계화 
해석{ }
요즈음 영어의 소리는 대중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라디오 수신기가 있는 곳은 어디에서든 들린다 커. 
피 전문점 버스 정거장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또는 어떤 도시의 거의 어느 거리에서든 집의 창문으로부터 , , 
단지 흘러나오는 친근한 영어 노래의 후렴구를 듣는 것은 아주 흔한 여행자의 경험이다 자주 이것은  . 절

망의 근원이다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고 여행하는데 그것 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 ‘ ’ , ‘ ’
우리를 따라다닌다 우리가 휴가 간 곳의 지역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면 우리가 듣는 것의 전부는 현재 상. , 
위 위권에 드는 노래뿐이다 생일 축하 노래는 많은 나라 아이들의 생일 파티에서 널리 불린다 진정20 . ‘ ’ . 
으로 지역적인 음악을 찾기란 극히 어려울 수 있다 일부 논평자들은 서구의 대중음악이 모든 곳의 민족 . 
고유의 음악적 전통의 생존을 위협해 온 방식에 대해 언급해 왔다 .



해설{ }
는 아주 흔한 이라는 뜻이고 는 드문 이라는 뜻이다 앞에서 대중음악이라는 매체(A) commonplace ‘ ’ , rare ‘ ’ . 

를 통해 어디를 가든 영어로 된 노래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따라서 익숙한 영어 노래 후렴구를 듣는 것. 
은 아주 흔한 일이므로 가 문맥에 맞다commonplace .

는 기쁨 이라는 뜻이고 는 절망이라는 뜻이다 뒤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B) delight ‘ ’ , despair ‘ ’ . ‘
나기 위해 여행하는데 그것이 가는 곳마다 우리를 따라다닌다 라는 말에서 가 문맥에 맞는 말이라’ despair
는 것을 알 수 있다.

는 자극하다 라는 뜻이고 은 위협하다 라는 뜻이다 앞에서 진정으로 지역적인 음악(C) stimulate ‘ ’ , threaten ‘ ’ . 
을 듣는 것이 극히 어렵다고 말했으므로 서구 음악이 민족 고유의 음악적 전통을 위협한다고 해야 문맥

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가 적절하다. threatened .
구문{ }

•It is a commonplace tourist experience [to hear a familiar English refrain in a coffee bar, bus station
or elevator, or simply issuing from the window of a house on almost any street in any town].

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It , [ ] .⇨
Several commentators have remarked on the way [• in which Western popular music has threatened 

the life of ethnic musical traditions everywhere].
는 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대신 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the way . in which that .⇨

강# 2-01 쪽# 027 번# VOCA_02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1. These days, the sound of the English language is heard whatever / wherever there is a radio 
set.
2. Several commentators have remarked on the way which / in which Western popular music has 
threatened the life of ethnic musical traditions everywhere.

정답[ ] 

1. wherever 2. in which

해설[ ] 

해석{ }
요즈음 영어의 소리는 라디오 수신기가 있는 곳은 어디에서든 들린다1. .
일부 논평자들은 서구의 대중음악이 모든 곳의 민족 고유의 음악적 전통의 생존을 위협해 온 방식에 2. 

대해 언급해 왔다.
해설{ }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는 사용할 수 없고 부사절을 이끄는 가 적절하다1. whatever wherever .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는 사용할 수 없고 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절을 이끄는 2. which , the way in 

를 사용해야 한다 대신 을 사용할 수 있다which . in which that .

강# 2-01 쪽# 028 번# 003 문항코드# 7302-0015



문제[ ]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점, ? [2 ]

 I’ve never been able to master the art of cleaning up my room in a way that totally ① satisfies 
my mom. The piles of clothes which look ② orderly to me seem cluttered to her. The dust on my 
sports trophies doesn’t bother me at all, but drives her crazy. She doesn’t seem to understand that 
I like to save up my ③ dirty towels so that I have a really nice pile to put into the washer at 
one time. The “lived-in” look which I find ④ charming about my bedroom makes my mom roll 
her eyes in disbelief and despair. The music which is frequently blaring from my room seems to 
have the ⑤ same effect on her as it does on me; it soothes me and confuses her. Finally, my 
mother doesn’t seem to understand that the one item in my room which I must be able to locate 
at all times is my telephone a teenage girl’ best friend.—

satisfies① 
orderly② 
dirty③ 
charming④ 
same⑤ 

정답[ ] 

5

해설[ ] 

소재{ } 내 방과 관련된 엄마와 나의 갈등 
해석{ }
나는 엄마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나의 방을 청소하는 기술에 통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 
에게는 정돈된 것으로 보이는 옷 더미들이 엄마에게는 어수선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다 스포츠 트로피에 . 
앉은 먼지는 나를 전혀 괴롭히지 않지만 엄마를 미칠 듯하게 만든다 한꺼번에 세탁기에 넣기에 충분한 , . 
크기의 세탁물 더미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사용한 수건을 모아 두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엄마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내가 내 침실에서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계속 산 것 같은 모습이 엄마로 하여금 . ‘ ’ 
불신감과 절망감으로 눈을 굴리게 만든다 내 방에서 자주 쾅쾅 울려대는 음악은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 
영향과 동일한 정반대의( )→ 영향을 엄마에게 미치는 것 같아 보인다 그것은 나를 진정시켜 주고 엄마를  . 
혼란스럽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엄마는 내 방에서 내가 항상 그 위치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 한 가지 물. , 
건이 십대 소녀의 가장 좋은 친구인 나의 전화기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해설{ }

시끄러운 음악이 자신을 진정시켜 주고 엄마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내용이 뒤에 나오므로 동일same(⑤ 
한 을 정반대의 으로 고쳐 써야 한다) opposite( ) .

자신은 결코 엄마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방청소 기술을 익힐 수 없다고 한 것은 전체 글의 (satisfies) ① 
내용으로 보아 자연스럽다.
옷 더미가 자기에게는 정돈된 것으로 보이는데 엄마에게는 어수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이(orderly) ② 

다.
더러운 수건들을 모아 두었다가 세탁물을 세탁기에 한꺼번에 넣으려고 한다고 한 것은 글의 흐(dirty) ③ 

름과 잘 어울린다.



내가 매력적 이라고 느끼는 나의 침실의 모습에 대해 엄마가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하여 필(charming)④ 
자와 엄마와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구문{ }
The dust on my sports trophies] • doesn’t bother me at all, but drives her crazy.

가 문장의 주어이며 와 가 둘 다 주어에 이어진다[ ] doesn’t bother ~ drives ~ .⇨
The “lived-in” look {which I find charming about my bedroom}] • makes my mom roll her eyes in

disbelief and despair.
가 주어이며 가 동사이다 는 을 수식한다 가 사역동사이므로 [ ] makes .  {  } The “lived-in” look . makes⇨

목적어 다음에 원형부정사 을 쓴 것이다roll .

강# 2-01 쪽# 028 번# VOCA_03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1. The piles of clothes which look orderly to me seem / seems cluttered to her.
2. The “lived-in” look in which / which I find charming about my bedroom makes my mom roll 
her eyes in disbelief and despair.

정답[ ] 

1. seem 2. which

해설[ ] 

해석{ }
나에게는 정돈된 것으로 보이는 옷 더미들이 엄마에게는 어수선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다1. .
내가 내 침실에서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계속 산 것 같은 모습이 엄마로 하여금 불신감과 절망2. ‘ ’ 

감으로 눈을 굴리게 만든다.
해설{ }
주어인 가 복수이므로 을 써야 한다1. The piles of clothes seem .
의미상 의 선행사인 이 동사 의 목적어이므로 를 써야 한다2. which The “lived-in” look find which .

강# 2-01 쪽# 029 번# 004 문항코드# 7302-0016

문제[ ]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점, ? [3 ]



 A cognitive perspective must consider why art learning sometimes remains undeveloped or goes 
wrong, why people who are knowledgeable in the sense of possessing facts, end up forming ①
misconceptions about art. Examples might be the belief that abstract art is either without meaning 
or that its meanings are like those derived from cloud watching, leaving observers ② free to 
devise any interpretation that pleases their fancy. Another might be the view that artworks have 
exact ③ definitive meanings intended by the artist. Such works need to be deciphered, like a ④ 
code comprising symbolic forms, before the work can be fully apprehended and appreciated. The 
acquisition of naive beliefs, or wrong knowledge in one’s prior learning, may ⑤ safeguard the 
ability to understand an unfamiliar work encountered for the first time.

misconceptions① 
free② 
definitive③ 
code④ 
safeguard⑤ 

정답[ ] 

5

해설[ ] 

소재{ } 미술 학습 
해석{ }
인지적 관점은 미술 학습이 왜 가끔 발전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거나 잘못되어 가는지 사실을 알고 있, 
다는 의미에서 박식한 사람들이 왜 미술에 대해 결국 잘못된 생각을 형성하게 되는지 숙고 해야 한다 그 . 
잘못된 생각의 예로는 추상 미술이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 또는 그 의미가 마치 구름을 볼 ( ) , , 
때 생기는 의미와 같아서 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상을 만족시키는 어떤 해석이든 할 수 있게 자유로

이 내버려 둔다는 생각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미술 작품에 화가가 의도한 정확하고 확정적인 의미. 
가 있다는 견해일 것이다 그런 작품은 상징적 형태로 이루어진 암호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해독되고 나. , 
서야 완전히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순진한 믿음 즉 누군가의 선행 학습 속에 있는 잘못된 지식의 습. , 
득이 처음 접한 낯선 작품을 이해하는 능력을 보호할 손상시킬( )→ 수 있다 .
해설{ }
미술 학습으로 인해 누군가의 인지 체계 속에 순진한 믿음 즉 잘못된 지식이 형성되고 이것이 작품 감상, 
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든다는 문맥이 되어야 하므로 보호하다 를 반대 개념인 safeguard( )⑤ 

손상시키다 로 바꿔 써야 한다compromise( ) .
구문{ }
Examples might be the belief [that abstract art is either without meaning or that its meanings are •

like those derived from cloud watching,  {leaving observers free to devise any interpretation that
pleases their fancy}].

는 와 동격 관계이다 는 분사구문으로 앞부분의 내용을 의 의미상의 주어로 볼 [ ] the belief .  {  } leaving⇨
수 있다.
Another might be • the view [that artworks have exact definitive meanings {intended by the artist}].

는 와 동격 관계이고 는 분사구로 를 수식한다[ ] the view ,  {  } exact definitive meanings .⇨



강# 2-01 쪽# 029 번# VOCA_04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1. Examples might be the belief that abstract art is either without meaning or that its meanings are 
like those derived from cloud watching,  leave / leaving observers free to devise any interpretation 
that pleases their fancy.
2. Such works need to be deciphered, like a code comprising / comprised symbolic forms, before 
the work can be fully apprehended and appreciated.

정답[ ] 

1. leaving 2. comprising

해설[ ] 

해석{ }
그 잘못된 생각의 예로는 추상 미술이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 또는 그 의미가 마치 구름을 1. ( ) , , 

볼 때 생기는 의미와 같아서 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상을 만족시키는 어떤 해석이든 할 수 있게 자유

로이 내버려 둔다는 생각을 들 수 있다.
그런 작품은 상징적 형태로 이루어진 암호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해독되고 나서야 완전히 이해하고 감2. , 

상할 수 있다.
해설{ }
앞에 접속사가 없으므로 동사 형태인 를 쓸 수 없고 현재분사 을 써서 분사구문으로 연결1. leave , leaving

해야 한다.
수식을 받는 가 분사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해석되고 뒤에 목적어 를 취하고 있2. a code symbolic forms

으므로 능동의 뜻을 갖는 이 적절하다comprising .

강# 2-01 쪽# 030 번# 005 문항코드# 7302-0017

문제[ ]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점, ? [3 ]



 We’re all different, but that difference can get lost in the ① uniform culture of a workplace 
environment with shared goals, objectives, missions, and values. The best coworkers are those who 
have skills that are different from ours. We must learn to ② appreciate opposite personalities. If 
you’re a big-picture-oriented extrovert, it’s vital that you see the important contributions of the 
introvert with a deeply analytical mind and perhaps plodding methods. The critical personality 
with a negative streak might be the first to discover that multimillion-dollar ③merit in the 
otherwise promising business plan. The creative genius might take forever turning in the budget, 
but once those funds are allocated, the ④ innovations she creates with the money may carry the 
company forward into a new era. A team with diverse talents is a strong team, and a team of ⑤ 
clones is weak.

묵묵히 일하는                                                                      * plodding 

uniform① 
appreciate② 
merit③ 
innovations④ 
clones⑤ 

정답[ ] 

3

해설[ ] 

소재{ }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할 필요성 
해석{ }
우리 모두는 다르지만 그런 차이점은 공유된 목표 목적 임무 그리고 가치관을 가진 직장 환경의 획일, , , , 
적인 문화 속에서 상실될 수 있다 최상의 동료 직원은 우리와 다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상. . 
반된 성격을 가진 사람들 의 진가를 인정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이 큰 그림을 지향하는 외향적인 ( ) . 
사람이라면 대단히 분석적인 정신과 아마도 묵묵히 일하는 방식을 가진 내성적인 사람의 중요한 공헌을 ,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부정적인 경향을 지닌 비판적인 성격의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발견하지 못하면. [ ] 
유망해 보이는 사업 계획에서 수백만 달러 가치의 장점 결함( )→ 을 발견하는 첫 번째 사람일 수도 있다. 
창의적인 천재는 예산을 제출하는 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한 자금들이 할당되었을 때 그 사, 
람이 그 돈으로 만들어 내는 혁신은 회사를 새로운 시대로 향하도록 이끌어 갈 수 있다 다양한 재능을 . 
가진 사람들을 가진 팀은 강한 팀이고 복제 인간똑같은 사람들 의 팀은 약하다, [ ] .
해설{ }

부정적인 경향을 가진 비판적인 사람이 유망해 보이는 사업 계획에서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결‘③ 
함 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문맥에 맞으므로 장점 을 결함 로 바꿔야 한다’ merit( ) flaw( ) .
구문{ }
The creative genius might take forever turning in the budget, but [• once those funds are allocated], 

the innovations [she creates with the money] may carry the company forward into a new era.
첫 번째 는 가 이끄는 부사절로 일단 하면 이라는 뜻을 갖는다 두 번째 는 [ ] once ‘ ~ ’ . [ ] the innovations⇨

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강# 2-01 쪽# 029 번# VOCA_05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1. The best coworkers are those who have skills what / that are different from ours.
2. The critical personality with a negative streak might be the first discovers / to discover that 
multimillion-dollar flaw in the otherwise promising business plan.

정답[ ]

1. that 2. to discover 

해설[ ] 

해석{ }
최상의 동료 직원은 우리와는 다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다1. .
부정적인 경향을 지닌 비판적인 성격의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면 유망해 보이는 사업 2. [ ] 

계획에서 수백만 달러 가치의 결함을 발견하는 첫 번째 사람일 수도 있다.
해설{ }
선행사 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므로 을 써야 한다1. skills that .

를 수식하면서 하는 첫 번째 사람 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정사 를 2. the first ‘~ ’ to to discover
사용해야 한다.

강# 2-01 쪽# 031 번# 006 문항코드# 7302-0018

문제[ ]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점, ? [3 ]

 You should not terminate psychotherapy abruptly, particularly if you have had a long-standing 
relationship with the client. Often it is ① helpful to allow a period of time (perhaps two to four 
additional sessions) to work through the termination process and obtain closure. You may wish to 
meet with the client more ② infrequently for a time or build in trial periods of 
“independence”interspersed with the regular level of therapeutic contact. During the ending phases 
of therapy you will probably want to make fewer interventions, ③ forbid the client to make more 
decisions, and encourage him or her to take on greater responsibility for the sessions. You and the 
client are ④ likely to spend more time planning for the future anticipating problems and — 
speculating on how the client might handle them. The tenor of the sessions sometimes changes, 
with the therapist being less formal and more self-disclosing. Often a major focus of this period is 
the client-therapist relationship and its imminent ⑤ termination.

배치하다 전반적인 분위기                                               * intersperse ** tenor ( ) 

helpful① 
infrequently② 
forbid③ 



likely④ 
termination⑤ 

정답[ ] 

3

해설[ ] 

소재{ } 심리 상담 치료를 끝내는 과정 
해석{ }
심리 상담 치료는 특히 상담 의뢰인과 오랜 관계를 맺어 왔다면 갑자기 끝내서는 안 된다 흔히 종료의 , , . 
과정을 끝까지 수행하여 종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아마도 두 번에서 네 번의 추가적인 상담 (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 상담 의뢰인과 당분간 더 드물게 만나거나 정상적인 수준의 치료를 위한 ) . 
접촉이 중간중간에 배치되어 있는 독립 의 시험 기간을 설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치료의 종료 단계 동안‘ ’ . 
에 여러분은 아마도 더 적은 관여를 하고 상담 의뢰인이 더 많은 결정을 하지 , 못하게 하고 할수 있게 (→ 
해 주고) 그 사람이 상담 시간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담당하도록 격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과 상, . 
담 의뢰인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문제들을 예상하고 상담 의뢰인이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치료사가 격식을 덜 차리게 되고 자신을 더 드. —
러내 보이게 되면 상담 시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때로 변한다 흔히 이 기간의 주된 초점은 상담 의뢰, . 
인과 치료사의 관계와 그 임박한 종결이다.
해설{ }

심리 상담 치료를 끝내는 단계에서 상담 의뢰인이 더 많은 결정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③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금하다 를 허용하다 로 고쳐 써야 한다. forbid( ) allow( ) .

심리 상담 치료를 갑자기 끝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종료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helpful) ① 
한 것은 글의 흐름상 적절하다.

심리 상담 치료 횟수를 점차로 줄여가야 하므로 드물게 를 쓴 것은 적절하다infrequently( ) .② 
심리 상담 치료의 종료를 준비하는 시기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④ 

것이므로 할 것 같은 를 쓴 것은 적절하다likely(~ ) .
심리 상담 치료를 종료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임박한 종결 에 초점을 맞춘다고 (termination)⑤ 

한 것은 자연스럽다.
구문{ }
Often • it is helpful [to allow a period of time (perhaps two to four additional sessions)  {to work

through the termination process and obtain closure}].
은 형식상의 주어이며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it [ ] .⇨
는 목적의 뜻을 나타내는 부정사구이다{  } to .

During the ending phases of therapy • you will probably want to make fewer interventions, allow
the client to make more decisions, and encourage him or her to take on greater responsibility for the
sessions.

가 모두 에 이어진다make ~, allow ~, encourage ~ you will want to .⇨

강# 2-01 쪽# 031 번# VOCA_06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1. Often it is helpful to allow a period of time (perhaps two to four additional sessions) to work / 
works through the termination process and obtain closure.
2. The tenor of the sessions sometimes change / changes, with the therapist being less formal and 
more self-disclosing.

정답[ ] 

1. to work 2. changes

해설[ ] 

해석{ }
흔히 종료의 과정을 끝까지 수행하여 종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아마도 두 번에서 네 번의 1. (

추가적인 상담 시간 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치료사가 격식을 덜 차리게 되고 자신을 더 드러내 보이게 되면 상담 시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때로 2. , 

변한다.
해설{ }
글의 흐름상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의 부정사가 와야 하므로 를 써야 한다1. ‘~ ’ to to work .
주어인 에서 핵심을 이루는 가 단수이므로 를 써야 한다2. The tenor of the sessions The tenor changes .

강# 2-01 쪽# 032 번# 007 문항코드# 7302-0019

문제[ ]

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A), (B), (C) ? [3 ]

 Something that happens right after an action appears to be caused by that action. Touch a 
computer terminal just when it fails, and you are apt to believe that you caused the failure, even 
though the failure and your action were related only by coincidence. Such false (A) avoidance / 
causality is the basis for much superstition. Many of the peculiar behaviors of people using 
computer systems or complex household appliances result from such false coincidences. When an 
action has no apparent result, you may conclude that the action was (B) effective / ineffective . So 
you repeat it. In earlier days, when computer word processors did not always show the results of 
their operations, people would sometimes attempt to change their manuscript, but the (C) lack / 
presence of visible effect from each action would make them think that their commands had not 
been executed, so they would repeat the commands.

      (A)            (B)          (C)
avoidance effective lack① …… …… 
avoidance ineffective lack② …… …… 
causality ineffective presence③ …… …… 
causality effective presence④ …… …… 
causality ineffective lack⑤ …… …… 



정답[ ] 

5

해설[ ] 

소재{ } 행동의 결과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심리 
해석{ }
행동 직후에 일어나는 어떤 일은 그 행동에 의해 생겨나는 것처럼 보인다 컴퓨터가 고장 나려던 바로 그. 
때에 컴퓨터 단말기를 건드려 보라 그러면 그 고장과 여러분의 행동이 오직 우연에 의해 연관되어 있을 , 
때조차도 여러분은 자신들이 그 고장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 잘못된 . 인과 관계가 많은 미신적 

행위의 기반이 된다 컴퓨터 시스템이나 복잡한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많은 별난 행동들이 그런 . 
근거 없는 우연에서 비롯된다 행동을 하고 나서 아무런 결과도 눈에 띄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 행동이 . , 
효과가 없다고 결론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반복한다 예전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가  . . 
작동의 결과를 항상 보여 주지는 않았을 때 사람들은 가끔 원고를 바꾸려고 시도하곤 했지만 각 행동에, , 
서 나오는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으면 그들은 자신의 명령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그 명령을 반 
복하곤 했다.
해설{ }

는 회피라는 뜻이고 는 인과 관계라는 뜻이다 컴퓨터 고장이 그 사람의 행동 때(A) avoidance ‘ ’ , causality ‘ ’ . 
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므로 가 적절하다, causality .

는 효과적인 이라는 뜻이고 는 효과가 없는 이라는 뜻이다 행동을 하고 나서 아무 (B) effective ‘ ’ , ineffective ‘ ’ . 
결과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가 적절하다, ineffective .

은 없음 부족 이라는 뜻이고 는 있음 존재함 이라는 뜻이다 명령은 내렸는데 결과가 (C) lack ‘ , ’ , presence ‘ , ’ . , 
눈에 보이지 않아 계속 같은 명령을 반복했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이 적절하다lack .
구문{ }
Touch a computer terminal just when it fails], • and you are apt to believe [that you caused the 

failure], even though the failure and your action were related only by coincidence.
명령문 형태의 첫 번째 와 접속사 이하가 연결되어 하라 그러면 하다 라는 뜻이 되었다 두 [ ] and ‘~ , ’ . ⇨ …

번째 는 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 believe .
In earlier days, when computer word processors did not always show the results of their •

operations, people would sometimes attempt to change their manuscript, but the lack of visible effect 
from each action would make them think [that their commands had not been executed], so they 
would repeat the commands].
접속사 다음에 오는 등위절에서 사역동사 가 동사로 쓰였고 원형부정사 이하가 목적격 but make , think ⇨

보어이다 는 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 ] think .

강# 2-01 쪽# 032 번# VOCA_07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1. Something that happen / happens right after an action appears to be caused by that action.
2. Touch / To touch a computer terminal just when it fails, and you are apt to believe that you 
caused the failure, even though the failure and your action were related only by coincidence.



정답[ ] 

1. happens 2. Touch

해설[ ] 

해석{ }
행동 직후에 일어나는 어떤 일은 그 행동에 의해 생겨나는 것처럼 보인다1. .
컴퓨터가 고장 나려던 바로 그때에 컴퓨터 단말기를 건드려 보라 그러면 그 고장과 여러분의 행동이 2. , 

오직 우연에 의해 연관되어 있을 때조차도 여러분은 자신들이 그 고장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기 쉽다.
해설{ }
선행사인 에 관계절의 동사의 수를 일치시켜야 하므로 가 적절하다1. Something happens .
절의 뒷부분에 술어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를 써야 한다 명령문2. Touch . < , and ...> 

구문이 되어 하라 그러면 하다 라는 뜻을 표현한다‘~ , ’ .…

강# 2-01 쪽# 033 번# 008 문항코드# 7302-0020

문제[ ]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점, ? [3 ]

 If the statements of facts are not conveyed in precise and quantitative terms, but merely through 
utterances, they lack definiteness and are not ① convincing. Then the idea is a vague one, and can 
be interpreted in different ways by different persons. So vague utterances carry no ② significance. 
To illustrate, merely stating that “Mr. A’s income is quite meager” conveys nothing precise; —
nothing definite, it is a vague utterance. It tells nothing — ③ abstract about Mr. A’s income and its 
being meager or much. Different people will have different angles in interpreting this vague 
statement. On the other hand, if this statement is ④ quantified as “Mr. A’s monthly income is 
$850 and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the community he lives in is $ 5,000” it conveys the —
definite impression that Mr. A’s income is meager. Hence, vague utterances, when expressed in ⑤ 
numerical dimensions, carry
worthwhile information and can give a clear picture of the phenomenon.

convincing① 
significance② 
abstract③ 
quantified④ 
numerical⑤ 

정답[ ] 

3

해설[ ] 

소재{ } 양적인 용어로 정보를 전달할 필요성 
해석{ }
사실에 대한 진술이 정확하고 양적인 용어로 전달되지 않고 단지 말하는 것만으로 전달된다면 그것은 명, 



확함이 부족하고 설득력이 없다 그러면 그 생각은 모호한 것이고 다양한 사람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모호한 언급은 아무런 중요성도 갖지 못한다 예를 들자면 단순히 씨의 수입은 . . “A
아주 보잘 것 없다 라고만 말하는 것은 정확한 어떤 것과 명확한 어떤 것을 전혀 전달하지 못한다 즉 그” . 
것은 모호한 언급이다 그것은 씨의 수입과 그것이 보잘 것 없거나 많은 것에 대해 . A 추상적인 구체적(→ 
인) 어떤 것도 알려 주지 않는다 이 모호한 진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관점을  . 
가질 것이다 반면에 이 진술이 씨의 매월 수입은 달러이고 그가 사는 지역사회 평균 매월 수입은 . , “A 850

달러이다 라고 수량화된다면 그것은 씨의 수입이 보잘 것 없다는 명확한 인상을 전달한다 그러므5,000 ” A . 
로 모호한 언급이 수치적인 크기로 표현될 때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현상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제

시할 수 있다.
해설{ }

씨의 수입은 아주 보잘 것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호한 말로 씨의 수입과 그것의 적고 많음에 “A .” , A③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도 알려 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맥에 맞으므로 추상적인 이라는 뜻의 를 , ‘ ’ abstract
구체적인 이라는 뜻을 갖는 로 바꿔야 한다‘ ’ concrete .
구문{ }
It tells nothing concrete about [Mr. A’s income] and [its being meager or much].•
전치사 의 목적어로 두 개의 가 쓰였으며 두 번째 에서 동명사구가 쓰였는데 동명사의 의미about [ ] , [ ] , ⇨

상의 주어로 쓰인 는 을 가리킨다its Mr. A’s income .
On the other hand, [• if this statement is quantified as “Mr. A’s monthly income is $850 and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the community he lives in is $5,000”] it conveys ― the definite 
impression [that Mr. A’s income is meager].
첫 번째 는 가 이끄는 조건절이며 두 번째 는 과 동격을 이루는 절이다[ ] if , [ ] the definite impression .⇨

강# 2-01 쪽# 033 번# VOCA_08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1. To illustrate, merely stating that “Mr. A’s income is quite meager” convey / conveys nothing 
precise.
2. Hence, vague utterances, when expressed / expressing in numerical dimensions, carry 
worthwhile information and can give a clear picture of the phenomenon.

정답[ ] 

1. conveys 2. expressed

해설[ ] 

해석{ }
예를 들자면 단순히 씨의 수입은 아주 보잘 것 없다 라고만 말하는 것은 정확한 어떤 것을 전혀 전1. “A ”

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호한 언급이 수치적인 크기로 표현될 때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현상에 대한 분명한 2. 

모습을 제시할 수 있다.
해설{ }
동명사구 이 주어로 쓰이고 있으므로 단수 취급하여 동사는 가 와야 한다1. merely stating ~ conveys .



주어인 는 표현되는 대상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지닌 과거분사 가 어법에 맞2. vague utterances expressed
다.

부1 빈칸의 함정 Page 034
강1 빈칸의 함정

강# 3-01 쪽# 034 번# 001 문항코드# 7302-0021

문제[ ]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creativity that children possess needs to be cultivated throughout their development. Research 
suggests that overstructuring the child's environment may actually limit creative and academic 
development. This is a central problem with much of science instruction. The exercises or activities 
are devised to eliminate different options and to focus on predetermined results. The answers are 
structured to fit the course assessments, and the wonder of science is lost along with cognitive 
intrigue. We define cognitive intrigue as the wonder that stimulates and intrinsically motivates and 
individual to voluntarily engage in an activity. The loss of cognitive intrigue may be initiated by 
the sole use of play items with predetermined conclusions and reinforced by rote instruction in 
school. This is exemplified by toys, games, and lessons that are a(n)                     in and of 
themselves and require little of the individual other than to master the planned objective.

기계적인 암기              *rote 

end ① 
input ② 
puzzle③ 
interest ④ 
alternative⑤ 

정답[ ] 

1

해설[ ] 

소재{ } 아이의 창의력 발달을 저해하는 교육 방식 
해석{ }
아이들이 지닌 창의력은 그들의 성장 기간 내내 육성될 필요가 있다 연구는 아이의 환경을 지나치게 구. 
조화하는 것이 실제로 창의적 발달과 학문적 발달을 제한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과학 . 
교육의 많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연습이나 활동들은 다양한 선택권을 없애고 미리 정해진 결. 
과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진다 정답은 수업의 평가에 부합하도록 구조화되고 과학에 대한 경이감은 인지적 . 
호기심과 더불어 상실된다 우리는 인지적 호기심을 한 개인이 어떤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자극. 
하고 내재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경이감으로 정의한다 인지적 호기심의 상실은 미리 정해진 결론을 가. 
지고 놀잇감을 한 가지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시작되고 학교에서의 암기식 교육을 통해 강화되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그 자체로 . 목적이 되어 계획된 목표를 숙달하는 것 이외에 개인에게 거의 아무것도 요구, 
하지 않는 장난감 게임 그리고 수업에서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 준다, , .



해설{ }
미리 정해진 결론을 가지고 놀잇감을 한 가지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인지적 호기심의 상실이 시작되며, 
암기식 교육을 통해 그러한 호기심의 상실이 강화될지도 모른다는 내용이 앞에 나왔다 빈칸을 포함한 문. 
장에서 계획된 목표를 숙달하는 것 이외에 개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장난감 게임 그리고 수업, , 
을 그 전형적인 예로 들고 있다 즉 장난감 게임 수업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음을 비판하는 글이므로. , , , 
빈칸에 들어갈 말로 목적 이 가장 적절하다‘ ’ .① 
투입② 
퍼즐③ 
흥밋거리④ 
대안⑤ 

구문{ }
We • define cognitive intrigue as the wonder [that stimulates and intrinsically motivates an 

individual
to voluntarily engage in an activity].

를 로 정의하다 라는 의미인 ‘A B ’ <define ⇨ A as B 구조가 쓰였으며 는 를 수식하는 관계> , [ ] the wonder
절이다 관계절 속에서 와 는 병렬 구조를 이룬다. stimulates motivates .
The loss of cognitive intrigue may • be [ initiated by the sole use of play items with predetermined

conclusions] and [reinforced by rote instruction in school].
두 개의 는 다음에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 be .⇨ 

강# 3-01 쪽# 036 번# 002 문항코드# 7302-0022

문제[ ]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emporal resolution is particularly interesting in the context of satellite remote sensing. The 
temporal density of remotely sensed imagery is large, impressive, and growing. Satellites are 
collecting a great deal of imagery as you read this sentence. However, most applications in 
geography and environmental studies do not require extremely fine-grained temporal resolution. 
Meteorologists may require visible, infrared, and radar information at sub-hourly temporal 
resolution; urban planners might require imagery at monthly or annual resolution; and 
transportation planners may not need any time series information at all for some applications. 
Again, the temporal resolution of imagery used should                                 . 
Sometimes researchers have to search archives of aerial photographs to get information from that 
past that pre-date the collection of satellite imagery.   

      기상학자 적외선의     *meteorologist **infrared 

be selected for general purposes① 
meet the requirements of your inquiry② 
be as high as possible for any occasion③ 
be applied to new technology by experts④ 
rely exclusively upon satellite information⑤ 



정답[ ] 

2

해설[ ] 

소재{ } 필요와 목적에 맞는 화상 정보 
해석{ }
시간 해상도는 위성의 원격 감지의 상황에서 특히 흥미롭다 원격으로 감지된 사진의 시간 밀도는 크고. , 
인상적이며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읽을 때에도 위성들은 많은 화상을 모으고 있다, . . 
그렇지만 지리학과 환경 과학 분야에서의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들은 극도로 미세한 시간 해상도를 필

요로 하지 않는다 기상학자들은 한 시간 미만의 시간 해상도로 찍힌 가시광선 적외선 및 레이더 사진. , ( )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 계획자들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 년에 한 번씩 찍는 해상도의 사진. 
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교통 계획자들은 일부 응용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시간적 시차를 두는 어떤 . 
일련의 정보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사용되는 사진의 시간 해상도는 . , 여러분

이 하는 연구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때로 연구자들은 과거의 정보를 얻기 위해 수집된 위성 사진들 . 
보다 앞서는 항공 사진의 기록 보관소를 뒤져야만 한다.
해설{ }
연구나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시간 해상도의 화상 정보가 다르며 연구 목적에 따라 과거에 찍은 

항공 사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내용이므로 여러분이 하는 연구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가 빈칸에 ‘ ’②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선택되어야① 
어떤 경우든 가능한 한 높아야③ 
전문가에 의해 신기술에 적용되어야④ 
오직 위성의 정보에만 의존해야⑤ 

구문{ }
Satellites are collecting a great deal of imagery [• as you read this sentence].

는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접속사 는 할 때에 라는 뜻이다[ ] . as ‘~ ’ .⇨ 
Again, [the temporal resolution of imagery used] should • meet [the requirements of your inquiry].
첫 번째 는 문장의 주어이고 이 동사이다 두 번째 는 의 목적어이다[ ] meet . [ ] meet .⇨ 

강# 3-01 쪽# 038 번# 003 문항코드# 7302-0023

문제[ ]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My friend was disappointed that scientific progress has not cured the world’s ills by abolishing 
wars and starvation; that gross human inequality is still widespread; that happiness is not 
universal. My friend made a common mistake a basic misunderstanding in the nature of ― 
knowledge. Knowledge is amoral not immoral but morality neutral. It can be used for any ― 
purpose, but many people assume it will be used to further their favorite hopes for society and ― 
this is the fundamental flaw. Knowledge of the world is one thing; its uses create a separate issue. 
To be disappointed that our progress in understanding has not remedied the social ills of the 
world is a legitimate view, but                       . To argue that knowledge is not 
progressing because of the African or Middle Eastern conflicts misses the point. There is nothing 
inherent in knowledge that dictates any specific social or moral application.

to confuse this with the progress of knowledge is absurd① 
to know the nature of knowledge is to practice its moral value② 
to remove social inequality is the inherent purpose of knowledge③ 
to accumulate knowledge is to enhance its social application④ 
to make science progress is to make it cure social ills⑤ 

정답[ ] 

1

해설[ ] 

소재{ } 지식의 본질에 관한 오해 
해석{ }
내 친구는 과학적인 발전이 전쟁과 기아를 없앰으로써 세상의 불행을 치유하지 못했다는 것과 엄청난 인, 
간 불평등이 아직도 널리 퍼져 있다는 것과 행복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에 실망했다 내 친구는 흔한 , . 
실수를 했는데 그것은 지식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이다 지식은 도덕과 관계가 없는데 즉 비도덕, . , 
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 중립적이다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사. , 
회에 대해 자신들이 선호하는 희망을 증진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가정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 , 
된 것이다 세상의 지식과 그 사용은 별개의 문제이다 지식에 있어서의 진보가 세계의 사회적인 불행을 . . 
치유하지 못해 왔다는 것에 실망하는 것은 타당한 견해이지만, 이것을 지식의 진보와 혼동하는 것은 터무

니없다. 아프리카나 중동의 갈등 때문에 지식이 진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요점에서 벗어난다 지 . 
식에는 그 어떤 구체적인 사회적 또는 도덕적 적용을 좌우하는 내재적인 것이 없다.
해설{ }
과학적 발전이나 지식의 발전이 세계의 사회적인 불행을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며 이 둘은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을 지식의 진보와 혼동하는 것, ‘① 
은 터무니없다 이다’ .

지식의 본질을 아는 것은 그것의 도덕적 가치를 실행하는 것이다②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은 지식의 내재적 목적이다③ 
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그것의 사회적 적용을 향상시키는 것이다④ 
과학을 발전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적 불행을 치유하게 하는 것이다⑤ 

구문{ }
[To be disappointed { that our progress in understanding has not remedied the social ills of the • 

world}] is a legitimate view, but [to confuse this with the progress of knowledge] is absurd.



부정사구인 첫 번째 가 첫 번째 절의 주어이고 두 번째 절에서도 부정사구인 두 번째 가 주to [ ] , to [ ]⇨ 
어이다 는 의 감정의 근거를 나타낸다. {  } disappointed .
[To argue { that knowledge is not progressing because of the African or Middle Eastern conflicts}]•

misses the point.
부정사구인 가 문장의 주어이고 가 문장의 동사이다 는 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to [ ] , misses .  {  } argue⇨ 

절이다.

강# 3-01 쪽# 040 번# 004 문항코드# 7302-0024

문제[ ]

다음 글의 빈칸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A), (B) ?

 Feedback is usually most effective when you offer it at the earliest opportunity, particularly if 
your objective is to teach someone a skill.      (A)     , if you are teaching your friend how to 
make your famous egg rolls, you provide a step-by-step commentary as you watch your pupil. If 
he makes a mistake, you don’t wait until the egg rolls are finished to tell him that he left out the 
cabbage. He needs immediate feedback to finish the rest of the sequence successfully. Sometimes,   
   (B)     , if a person is already sensitive and upset about something, delaying feedback can be 
wise. Use your critical thinking skills to analyze when feedback will do the most good. Rather 
than automatically offering immediate correction, use the just-in-time approach and provide 
feedback just before the person might make another mistake.

        (A)              (B)
For example however① …… 
For example as a result② …… 
In addition in fact③ …… 
Similarly moreover④ …… 
Similarly therefore⑤ …… 

정답[ ] 

1

해설[ ] 

소재{ } 피드백의 적절한 시점 
해석{ }
피드백은 여러분이 그것을 가능한 가장 이른 기회에 제공할 때 주로 가장 효과적인데 특히 여러분의 목, 
표가 누군가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일 때 그렇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에게 자신의 뛰어난 에그롤, 
을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 주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배우는 친구를 살펴보면서 단계적인 설명, 
을 제공한다 그가 실수를 하면 여러분은 그가 양배추를 빠뜨렸다는 것을 말하려고 에그롤이 완성될 때. , 
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그가 나머지 순서를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필요로 한다. .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미 예민해하고 마음이 상해 있다면 피드백을 미루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언제 피드백이 가장 도움이 될지를 분석하기 위해 여러분의 비판적 사고 기술을 이용하라 무심. . 
결에 즉각적인 정정을 하기보다는 시기에 딱 맞는 방법을 사용하여 그 사람이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바로 전에 피드백을 제공하라.



해설{ }
빈칸 앞에서 피드백을 가급적 일찍 줄 때 주로 가장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빈칸 뒤에(A) , 

서 친구에게 에그롤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

으므로 예를 들어 이 적절하다, For example( ) .
빈칸 앞에서는 피드백을 가급적 일찍 줄 때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빈칸 뒤에서는 이와(B) , 

는 대조적으로 피드백을 미루고 필요할 때 피드백을 제공하는 접근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내

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그러나 가 적절하다, however( ) .
예를 들어 그 결과② ─ 
게다가 사실은③ ─ 
마찬가지로 게다가④ ─ 
마찬가지로 그러므로⑤ ─ 

구문{ }
Use your critical thinking skills • to analyze [when feedback will do the most good].

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이며 는 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to analyze to , [ ] analyze⇨ 
다.
Rather than automatically offering immediate correction, [use the just-in-time approach] • and [provide 

feedback just before the person might make another mistake].
두 개의 는 명령문의 형태로 접속사 에 연결된 병렬 구조를 취한다[ ] and .⇨ 

강# 3-01 쪽# 042 번# 001 문항코드# 7302-0025

문제[ ]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3 ]

 We know that observation and assessment can give us insights into what the child knows and 
can do at any point in time. But observation and assessment must also point to the future. 
Knowing what the child can do now allows us to plan the next step in learning for that child. 
The great Russian theorist Vygotsky noted that any observation of a child gives a picture of the 
child’s performance at that time but that this is a limited picture. The child’s potential to move 
ahead is missing. Vygotsky called this 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i.e. where the child —
could be in his or her learning with help. So Vygotsky believed that assessment is the starting 
point, and for it to be important in the learning and teaching process it needs to point to          
                . He believed that learning directed towards what the child can already do or 
already knows is ineffective. The child cannot learn what he or she already knows. Learning takes 
place where the child takes the next step in the learning process.

learning potential ① grades for subjects② 
curriculum diagnosis ③ the present skill level④ 
feedback for instruction⑤ 

정답[ ] 

1

해설[ ] 



소재{ } 아동의 학습 잠재력을 보여 주는 평가 
해석{ }
관찰과 평가가 아이가 어떤 시점에서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지만 관찰과 평가는 또한 미래를 나타내 주어야만 한다 아이가 . .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우리가 학습에 있어서 그 아이를 위한 다음 단계를 계획할 수 있게 

해 준다 러시아의 위대한 이론가 는 아이에 대한 관찰은 그 당시의 그 아이의 수행 능력에 대. Vygotsky
한 모습을 제시하지만 이것은 제한된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그것에는 그 아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 ( ) 
가능성이 빠져 있다 는 이것을 인접한 발달 영역 즉 아이가 도움을 받아서 학습에서 도달할 . Vygotsky ‘ ’, 
수 있는 곳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는 평가는 출발점이며 그것 평가 이 학습과 교수 과정에서 . Vygotsky , [ ]
중요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학습 잠재력을 나타내 주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아이가 이미 할 수 . 
있는 것 혹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향해 이루어지는 학습은 비효율적이라고 믿었다 아이는 자신이 이미 . 
알고 있는 것을 학습할 수는 없다 학습은 아이가 학습 과정에 있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경우에 이루. 
어진다.
해설{ }

는 현재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앞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에 초Vygotsky
점을 맞추었다고 했으므로 학습 잠재력 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 .① 

과목에 대한 점수② 
교육 과정 진단③ 
현재의 기능 수준④ 
수업에 대한 피드백⑤ 

구문{ }
He believed [ that learning directed towards {what the child can already do or already knows} is•

ineffective].
는 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에서 가 주어이며 가 동사이[ ] believed . [ ] learning ~ knows is⇨ 

다 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이 이끄는 절로 전치사 의 목적어이다. {  } what towards .
•Learning takes place [where the child takes the next step in the learning process].

이 문장의 주어이고 가 동사이다 는 부사절이다 부사절에서 는 하는 경Learning takes place . [ ] . where ‘~⇨ 
우에 라는 뜻의 접속사로 쓰였다’ .

강# 3-01 쪽# 042 번# VOCA_01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단어의 뜻풀이로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하세요.

1. insight ㆍ ㆍ
a. an accurate and deep understanding of 
something

2. observation ㆍ ㆍ
b. the act of watching someone or something 
carefully

3. potential ㆍ ㆍ
c. the necessary abilities or qualities to become 
successful or useful in the future

정답[ ] 

1. ⓐ 



2. ⓑ 
3. ⓒ

해설[ ] 

해석{ }
통찰력 어떤 것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이해1. : 
관찰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행위2. : 
잠재력 미래에 성공을 거두거나 유용하게 되는 데 필요한 능력이나 특성3. : 

해설{ }
통찰력 는 어떤 것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이해 라는 뜻이다1. insight( ) ‘ ’ .

관찰은 어떤 사람이나 사 물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행위를 말한다2. observation( ) .
잠재력 은 미래에 성공을 거두거나 유용하게 되는 데 필요한 능력이나 특성을 말한다3. potential( ) .

강# 3-01 쪽# 043 번# 002 문항코드# 7302-0026

문제[ ]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2 ]

 Robert Zajonc, a Polish-born American social psychologist, found that not only does exposure 
influence how a person feels about someone, but it can even change                              
       over time. With a group of colleagues, he conducted a study to find out whether the faces 
of spouses appear more similar after 25 years together. They compared photographs of couples 
taken during their first year of marriage with those taken 25 years later, and found that couples 
looked more alike after many years of being together. After ruling out several other potential 
explanations, the researchers decided that empathy was the most likely cause. Time had increased 
the couple’s empathy for each other, and since human emotion is communicated through facial 
expressions, they may have begun to imitate each others’ expressions in the process of 
empathizing, resulting in similar wrinkle patterns over time.

the way a person looks① 
reasons we remember things② 
details when we look at our surroundings③ 
the standards we use to judge others’ appearances④ 
the system a society depends on to satisfy its basic needs⑤ 

정답[ ] 

1

해설[ ] 

소재{ } 노출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해석{ }
폴란드 태생의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 는 노출이 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Robert Zajonc
지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이 보이는 방식 사람의 모습[ ]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는 것을 발견했다 동료 집단과 함께 그는 배우자의 얼굴이 함께 보낸 년 후에 더 비슷해 보이는지 알. , 25



아보기 위한 연구를 실시했다 그들은 결혼 첫 해에 찍은 부부의 사진을 년 후에 찍은 사진과 비교했. 25
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후에 부부가 더 닮아 보였다는 것을 발견했다 몇몇 다른 잠재적 이유를 배제, . 
한 후에 연구자들은 공감이 가장 그럴 듯한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시간이 서로를 향한 부부의 공감을 , . 
증가시켰고 인간의 감정이 얼굴 표정을 통해 소통되기에 그들은 공감 과정에서 서로의 얼굴 표정을 모방, 
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주름 모양을 갖게 되었다, .
해설{ }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향한 부부의 공감이 증가했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의 얼굴 표정을 모방, 
하여 결국 부부의 얼굴이 서로 닮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람이 보이는 방식 사람의 모습 이다‘ [ ]’ .

우리가 사물을 기억하는 이유②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세부 사항③ 
다른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④ 
사회가 자신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존하는 체계⑤ 

구문{ }
Robert Zajonc, a Polish-born American social psychologist, found [that • not only does exposure 

influence how a person feels about someone, but it can even change the way a person looks over 
time].

는 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뿐만 아니라 도 라는 뜻의 [ ] found , ‘A B ’ <not only ⇨ A but B 구문이 쓰였> 
고 부정어구인 가 맨 앞에 위치하여 조동사 주어 동사 의 형태로 어순이 도치되었, not only < (does) + + >
다.
They compared photographs of couples [taken during their first year of marriage] with those taken•

25 years later, and found [that couples looked more alike after many years of being together].
첫 번째 는 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두 번째 는 의 목적어 역할을 [ ] photographs of couples . [ ] found⇨ 

한다.

강# 3-01 쪽# 043 번# VOCA_02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단어의 뜻풀이로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하세요.

1. spouse ㆍ ㆍ a. the ability to share someone else’s feelings
2. empathy ㆍ ㆍ b. someone who is married: a husband or wife

3. exposure ㆍ ㆍ
c. a situation in which someone experiences 
something

정답[ ] 

1. ⓑ 
2. ⓐ 
3. ⓒ

해설[ ] 



해석{ }
배우자 결혼한 사람 즉 남편이나 아내1. : , 
공감 다른 누군가의 감정을 공유하는 능력2. : 
노출 누군가가 무언가를 경험하는 상황3. : 

해설{ }
배우자 는 남편이나 아내 를 뜻한다1. spouse( ) ‘ ’ .
공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 있다2. empathy( ) .
노출는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3. exposure( ) .

강# 3-01 쪽# 044 번# 003 문항코드# 7302-0027

문제[ ]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2 ]

 Regardless of the human need to categorize and identify things, it goes without saying that 
animals are a source of intense interest for a larg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Perhaps this stems 
from the more primitive days of the human race when we lived in much greater harmony with 
nature. Before the days of agriculture and even civilization, our forebears would not have lasted 
long without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animals that shared their environment which —
species they could use for food and which species they should avoid. Today, you can still see this 
impressive level of understanding in the ways of the tribes that survive in the more remote 
regions of our planet. For thousands of years, aboriginal people have lived in the same way thanks 
to their                               .

courage to explore the uninhabited regions① 
intimate knowledge of the world about them② 
ability to cooperate within their communities③ 
improvements in both tools and way of living④ 
creativity of adapting to the changing situations⑤ 

정답[ ] 

2

해설[ ] 

소재{ } 주변 환경에 대한 친숙한 지식의 중요성 
해석{ }
인간이 사물을 범주화하여 식별해야 하는 필요성과는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동물이 강렬한 관심

의 원천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자명하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자연과 훨씬 더 조화를 이루며 살[ ]. 
았던 인류의 더 원시적인 시대에서 연유하는지도 모른다 농경 시대 심지어 문명 시대 이전에도 우리의 . , 
선조들은 어떤 종을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종을 피해야 하는가와 같은 자신들과 환경을 공유했

던 동물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었다면 오래 존속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우리 지구의 더 외딴 . 
지역에서 살아남은 부족들의 방식에서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이해를 여전히 볼 수 있다 수천 년 동안 토착. 
민들은 자신들 주변의 세계에 대한 정통한 지식 덕택에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 왔다 .



해설{ }
우리의 선조들이 자신들과 환경을 공유했던 동물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었다면 오래 존속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으로 보아 토착민들이 수천 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남은 것은 자신들 주변의 세계, ‘② 
에 대한 정통한 지식 덕택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사람이 살지 않은 지역을 탐험할 용기① 
자신들의 공동체 속에서 협동하는 능력③ 
도구와 생활 방식 둘 다에서의 개선④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창의성⑤ 

구문{ }
Before the days of agriculture and even civilization,[our forebears • would not have lasted long 

without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animals {that shared their environment}] which species — 
they could use for food and which species they should avoid.

에 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는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이 쓰였는데[ ] ‘~ , ’ , ⇨ …
대신 를 사용할 수 있다 는 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without if it had not been for . { } the animals .

Today, you can still see this impressive level of understanding in the ways of the tribes [that•  
survive in the more remote regions of our planet].

는 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선행사가 복수명사이므로 관계사 다음에 복수형 동사 [ ] the tribes , that ⇨ 
가 사용되었다survive .

강# 3-01 쪽# 044 번# VOCA_03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뜻풀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1. c           : to put someone or something into a group of similar people or things
2. f           : a member of your family in the past
3. a           : relating to the people and things that have been in a region from the earliest time

정답[ ] 

1. categorize 
2. forebear 
3. aboriginal

해설[ ] 

해석{ }
범주화하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비슷한 사람이나 사물의 집단 속에 놓다1. : 
선조 조상 과거의 여러분 가문의 한 사람2. , : 
원주민의 토착의 가장 이른 시기부터 한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나 사물과 관련된3. , : 

해설{ }
범주화하다 는 사람이나 사물을 어떤 집단 속에 분류해 넣다 라는 뜻이다1. categorize( ) ‘ ’ .
선조 조상 는 과거에 가문에 속했던 사람 을 뜻한다2. forebear( , ) ‘ ’ .
원주민의 토착의 은 가장 초창기부터 한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나 사물을 묘사할 때 사용한3. aboriginal( , )



다.

강# 3-01 쪽# 045 번# 004 문항코드# 7302-0028

문제[ ]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2 ]

 Hazard presents a risk which causes an accident which in turn causes injury, ill health, damage, 
or loss. As an example, oil can be considered as a hazard. When it is in the container it has 
potential but no likelihood of achieving its potential, therefore there is no risk. When it is spilt on 
a table there is a small possibility of causing minor harm (ill health perhaps), therefore the risk 
exists but is low. When the oil is spilt on the floor there is a better chance of it causing greater 
harm (a slip), so the risk could be termed medium. When the oil is spilt on a heater unit or close 
to other potential ignition sources there is an even greater chance of it causing serious harm or 
even death (starting a fire), so the risk could be termed high or very high. It can be seen then 
that a hazard is an inherent quality of something, whereas risk is dependent entirely upon         
                                                          .

people’s ability to prevent a fire① 
the people who take care of the hazard②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hazard③ 
the container for the dangerous substance④ 
the hazard potential of any specific material⑤ 

정답[ ] 

3

해설[ ] 

소재{ } 위험 요소 주변의 상황과 그 위험성 
해석{ }
위험 요소는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성을 제시하는데 사고는 결과적으로 부상 나쁜 건강 손상 혹은 상실, , , , 
을 일으킨다 한 예로서 기름은 위험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용기에 들어 있을 때에 그것은 잠재력을 지. , . 
니지만 그 잠재력을 성취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위험성은 없다 그것이 테이블 위에 쏟아지면 작은 해 아. (
마도 나쁜 건강 를 일으킬 조그마한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위험성은 존재 하나 낮다 기름이 바닥에 쏟아) . 
질 때 그것이 더 큰 해 미끄러짐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 많으므로 그 위험성은 중간 정도라고 부를 수 있( ) , 
을 것이다 기름이 히터 설비나 다른 발화가 가능한 원천 가까운 곳에 쏟아지면 그것이 심각한 해 혹은 . 
심지어 사망 화재를 발생시킴 까지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게 되므로 그 위험성은 높음 혹은 ( )
매우 높음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험 요소는 어떤 것의 내재하는 속성이며 반면에 위험성. , 
은 그 위험 요소 주변의 상황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설{ }
위험 요소가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험성이 어떻게 증가하는지에 대해 쓴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위험 요소 주변의 상황이다‘ ’ .③ 
화재를 예방하는 사람들의 능력① 
위험성을 관리하는 사람들② 



위험한 물질을 담는 용기④ 
어떤 특정한 물질이 지니는 잠재적 위험 요소⑤ 

구문{ }
Hazard presents a risk [which causes an accident {which in turn causes injury, ill health, damage, •

or loss}].
는 를 수식하며 는 를 수식한다[ ] a risk , { } an accident .⇨ 

•It can be seen then [that a hazard is an inherent quality of something], whereas risk is dependent
entirely upon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hazard].

은 형식상의 주어이며 첫 번째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두 번째 는 를 수식한It [ ] . [ ] the circumstances⇨ 
다.

강# 3-01 쪽# 045 번# VOCA_04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단어의 뜻풀이로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하세요.

1. hazard ㆍ ㆍ
a. to cause a liquid substance to flow from a 
container

2. inherent ㆍ ㆍ b. existing as a natural or basic part of something
3. spill ㆍ ㆍ c. something that is dangerous

정답[ ] 

1. ⓒ 
2. ⓑ 
3. ⓐ

해설[ ] 

해석{ }
위험 요소 위험한 어떤 것1. : 
내재하는 어떤 것의 본질적인 혹은 기본적인 부분으로 존재하는2. : 
엎지르다 액체로 된 물질이 용기에서 흘러나오게 하다3. : 

해설{ }
위험 요소 는 위험한 어떤 것 을 뜻한다1. hazard( ) ‘ ’ .
내재하는 는 어떤 것의 본질적인 혹은 기본적인 부분으로 존재하는 이라는 뜻이다2. inherent( ) ‘ ’ .

엎지르다 은 용기 안에 들어 있는 액체로 된 물질을 밖으로 나오게 하다 라는 뜻이다3. spill( ) ‘ ’ .

강# 3-01 쪽# 046 번# 005 문항코드# 7302-0029

문제[ ]

의 각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A), (B), (C) ? [2 ]



 Items and opportunities appear more attractive as they become less available. This can hold true 
even when those items or opportunities cannot stand on their own merits.      (A)     , 
undergraduates at Florida State University, like most college students, rated their cafeteria food as 
unsatisfactory. They changed their minds 9 days later,      (B)      , rating the cafeteria food as 
significantly more desirable than before. Why? The enhanced ratings could not be attributed to a 
new menu, new management, better cooks, or higher quality food. It was,      (C)      , a fire 
that led students to a new appreciation of their meals. Before rating their cafeteria food a second 
time, students learned that a portion of the cafeteria had burned and that they would not be able 
to obtain meals there for several weeks. The cafeteria food was regarded as more desirable the 
very moment that students realized it was unavailable.

       (A)             (B)           (C)
For example however in fact① …… …… 
For example similarly nevertheless② …… …… 
For example however nevertheless③ …… …… 
In other words similarly in fact④ …… …… 
In other words similarly nevertheless⑤ …… …… 

정답[ ] 

1

해설[ ] 

소재{ } 희소성 
해석{ }
물품과 기회는 이용 가능성이 더 적어질 때 더 매력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 물품과 기회가 진가를 발휘. 
할 수 없을 때조차도 이것이 유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 학부생들은 대부분의 , Florida State University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카페테리아 음식을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 후에 그들은  9
마음을 바꿨는데 카페테리아 음식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평가했다 왜 그랬을까 향상된 평가, . ? 
는 새로운 메뉴 새로운 운영 더 훌륭한 요리사 혹은 더 높은 품질의 음식 때문이 아니었다 사실 학생, , , . , 
들이 자신들의 식사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하도록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화재였다 자신들의 카페테리아 . 
음식을 두 번째로 평가하기 전에 학생들은 카페테리아 일부가 불에 탔고 몇 주 동안 그곳에서 식사를 할 ,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이 카페테리아 음식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바. 
로 그 순간 그 카페테리아 음식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해설{ }

이용 가능성이 더 적어지면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논제를 의 카페테리아 음(A) Florida State University
식의 평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적절하다For example .
불만족과 만족의 상반된 결과를 연결하고 있으므로 가 적절하다(B) however .
앞선 설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심화된 내용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가 적절하다(C) in fact .
예를 들면 그러나 사실① ─ ─ 
예를 들면 유사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② ─ ─ 
예를 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③ ─ ─ 
다시 말해 유사하게 사실④ ─ ─ 
다시 말해 유사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⑤ ─ ─ 



구문{ }
They changed their minds 9 days later, however, [rating the cafeteria food as significantly more•

desirable than before].
는 분사구문으로 주절의 주어인 의 부수적 동작을 표현한다[ ] They .⇨ 

•It was, in fact, a fire that led students to a new appreciation of their meals.
의 형태로 의미적으로 의 주어 역할을 하는 를 강조하고 있다< It was ~ that ...> , led a fire .⇨ 

강# 3-01 쪽# 046 번# VOCA_05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단어의 뜻풀이로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하세요.

1. rate ㆍ ㆍ a. worth seeking or doing
2. desirable ㆍ ㆍ b. to judge the quality or ability
3. attractive ㆍ ㆍ c. beautiful or pleasant to look at

정답[ ] 

1. ⓑ
2. ⓐ 
3. ⓒ

해설[ ] 

해석{ }
평가하다 품질이나 능력을 판단하다1. : 
가치 있는 추구하거나 할 가치가 있는2. : 
매력적인 바라보기에 아름답거나 기분 좋은3. : 

해설{ }
평가하다 는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 있다1. rate( ) .

가치 있는 은 가치 있고 바람직한 이라는 뜻이다2. desirable( ) ‘ ’ .
매력적인 는 매력이 있는 이라는 뜻이다3. attractive( ) ‘ ’ .

강# 3-01 쪽# 047 번# 006 문항코드# 7302-0030

문제[ ]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3 ]



 Even animals                                        . For example, chimpanzees bare their teeth 
in laughter during friendly interactions, especially when meeting strangers and forming new social 
bonds and dogs, penguins, and even rats have all been shown to give hearty chuckles during a 
rough-and-tumble play. Consider, for instance, a study conducted by members of the Spokane 
County Regional Animal Protective Service. They recorded the grunting noises made by shelter 
dogs during play, noises that seemed eerily like laughter. When those same noises were broadcast 
over speakers in the shelter, the dogs not only became more cheerful but also played more. They 
wagged their tails and generally acted as though they were relaxing in a comedy club rather than 
being confined in a kennel.

섬뜩하게 개집                                                              * eerily ** kennel 

compete for the love of their caretakers① 
mimic other animals’ voices and behaviors② 
can be friendly with other species in a shelter③ 
protest for their right to play when in captivity④ 
use humor as a tool for diffusing tense situations⑤ 

정답[ ] 

5

해설[ ] 

소재{ } 동물들의 유머 사용 
해석{ }
심지어 동물들도 긴장된 상황을 분산시키기 위한 도구로 유머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침팬지들은 친근한 . , 
상호 작용 동안 특히 낯선 침팬지들을 만나 새로운 사회적 유대를 형성할 때 웃으면서 자신들의 이빨을 , 
드러내며 개 펭귄 그리고 심지어 쥐까지 모두가 난폭한 놀이 동안에 유쾌한 낄낄 웃음을 짓는 것이 드, , , 
러났다 예를 들어 의 일원들이 수행한 연구를 고려. , Spokane County Regional Animal Protective Service
해 보자 그들은 놀이 동안 동물 보호소의 개들이 내는 그렁거리는 소리 즉 섬뜩할 정도로 웃음소리를 . , 
닮은 소리를 녹음했다 그 똑같은 소리를 보호소의 스피커를 통해 방송했을 때 그 개들은 더 쾌활해졌을 . ,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놀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꼬리를 흔들었고 개집에 갇혀 있기보다는 대체로 마치 코. 
미디 클럽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해설{ }
침팬지들이 낯선 침팬지를 만날 때 웃으면서 이빨을 드러내고 여러 동물들이 난폭한 놀이 동안에 웃음을 , 
짓는다는 것 그리고 실험에서 동물 보호소에 있는 개에게 웃음소리와 아주 비슷한 소리를 녹음하여 들려, 
주었더니 더 쾌활하고 잘 논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단서를 통하여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긴장된 상황을 분산시키기 위한 도구로 유머를 사용한다 이다‘ ’ .⑤ 
자신들의 보호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 경쟁한다.① 
다른 동물들의 목소리와 행동을 흉내 낸다② 
보호소의 다른 종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다③ 
갇혀 있을 때 자신들의 놀 권리를 위해 저항한다.④ 

구문{ }
For example, chimpanzees bare their teeth in laughter during friendly interactions, [especially when •

meeting strangers and forming new social bonds] and dogs, penguins, and even rats have all been 



shown to give hearty chuckles during a roughand-tumble play.
는 접속사가 명시된 분사구문이며 는 보여지는 대상이므로 수동태 [ ] , dogs, penguins, and even rats⇨ 

이 사용되었다have been shown .
They wagged their tails and generally acted [as • though they were relaxing in a comedy club rather

than being confined in a kennel].
는 마치 처럼 이라는 뜻을 지닌 가 이끄는 부사절이고 을 중심으로 [ ] ‘ ~ ’ as though , rather than relaxing ⇨ 

과 이 비교되고 있다~ being ~ .

강# 3-01 쪽# 047 번# VOCA_06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뜻풀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1. b           : to send out radio or television programmes
2. d            : to make heat, light, liquid, etc. spread through something
3. c            : to keep a person or animal in a place (such as a prison)

정답[ ] 

1. broadcast 
2. diffuse 
3. confine

해설[ ] 

해석{ }
방송하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송출하다1. : 
분산시키다 열 빛 액체 등이 어떤 것을 통해 퍼지게 하다2. : , , 
가두다 감금하다 사람이나 동물을 감옥과 같은 한 장소에 머물게 하다3. , : ( ) 

해설{ }
방송하다 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송출하다 라는 뜻이다1. broadcast( ) ‘ ’ .

분산시키다 는 열 빛 액체 등이 어떤 것을 통해 퍼져 나가다 라는 뜻이다2. diffuse( ) ‘ , , ’ .
가두다 은 사람이나 동물을 감옥과 같은 곳에 머물게 하다 라는 뜻이다3. confine( ) ‘ ’ .

강# 3-01 쪽# 048 번# 007 문항코드# 7302-0031

문제[ ]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3 ]



 The imagination                                          . This fact is what gives the 
imagination its incredible power. One of my favorite exercises in discovering and developing the 
imagination is the one called “he Lemon.” Once, when I was leading a group of Grade 8 students 
in this exercise, one of the girls became quite angry. She accused me of hypnotizing her. I was 
stunned and asked her why she would say such a thing. “I could taste it the lemon. The taste —
was in my mouth!” she insisted. I started to laugh. The girl was totally unaware of the power of 
her own imagination. When she pictured herself biting into the lemon, her imagination responded 
as though she were actually doing it and released the appropriate sensory responses. It happens. If 
you dream of falling off a cliff, your heart will race, your palms will sweat, and you may even 
lose control of your bladder, because the terror was real to your body.

최면을 걸다 방광                                                         * hypnotize ** bladder 

is not the work of a daydreaming fool① 
is and must be grounded in knowledge② 
makes it possible to feel the taste of failure③ 
helps provide meaning to experience and knowledge④ 
does not know the difference between fantasy and reality⑤ 

정답[ ] 

5

해설[ ] 

소재{ } 상상에 의해 생기는 실제적인 몸의 변화 
해석{ }
상상은 공상과 현실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 이 사실이 상상에 믿을 수 없는 힘을 주는 것이다 상상을 발 . 
견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들 중 하나가 레몬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전에 나‘ ’ . 
는 이 활동을 하면서 학년 학생 집단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여학생 중 하나가 매우 화를 냈다 그녀는 내8 . 
가 자기에게 최면을 건다고 나를 비난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녀에게 물었. 
다 저는 그것 레몬의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맛이 내 입 안에 있었어요 라고 그녀는 강력하게 주. “ , . !”
장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녀는 자기 자신의 상상의 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녀. . . 
가 자신이 레몬을 덥석 무는 상상을 했을 때 그녀의 상상이 마치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것처럼 반응하여 

그에 맞는 감각적 반응을 내보낸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면 그 . . , 
공포가 여러분의 신체에는 실제였으므로 여러분의 심장이 빨리 뛰고 손바닥에서 땀이 나고 심지어 방광, , 
을 통제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해설{ }
상상할 때에도 우리 몸이 실제 경험할 때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상과 현실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 이다‘ ’ .⑤ 
공상에 잠긴 바보의 작품이 아니다① 
지식에 근거하며 근거해야 한다② 
실패의 맛을 느끼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③ 
경험과 지식에 의미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④ 

구문{ }
[When she pictured herself biting into the lemon], [her imagination • responded {as though she were



actually doing it} and released the appropriate sensory responses].
첫 번째 는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며 두 번째 가 주절이다 주절에서 동사 와 [ ] , [ ] . responded⇨ 

가 둘 다 주어인 에 이어진다 는 가정법 과거 구문이므로 동사 를 쓴 released her imagination .  {  } be were
것이다.
If you dream of falling off a cliff, [your heart will race], [your palms will sweat], • and [you may 

even lose control of your bladder], because the terror was real to your body.
로 표시된 세 개의 절이 나열되었으며 세 개의 절들이 접속사 에 의해 연결되었다[ ] , and .⇨ 

강# 3-01 쪽# 048 번# VOCA_07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단어의 뜻풀이로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하세요.

1. incredible ㆍ ㆍ a. connected with the physical senses
2. palm ㆍ ㆍ b. impossible, or very difficult, to believe
3. sensory ㆍ ㆍ c. the inside part of the hand

정답[ ] 

1. ⓑ 
2. ⓒ 
3. ⓐ

해설[ ] 

해석{ }
믿을 수 없는 믿기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1. : 
손바닥 손의 안쪽 부분2. : 
감각의 신체적 감각과 관련된3. : 

해설{ }
믿을 수 없는 은 믿기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이라는 뜻이다1. incredible( ) ‘ ’ .

손바닥은 손의 안쪽 부분 을 뜻한다2. palm( ) ‘ ’ .
감각의 는 신체적 감각과 관련된 이라는 뜻이다3. s ensory( ) ‘ ’ .

강# 3-01 쪽# 049 번# 008 문항코드# 7302-0032

문제[ ]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3 ]



 If business thinking has shifted, so too has the nature of business itself. Where once a company 
was constrained by its locality, today the opportunities are truly global. Globalization does, 
however, mean that business is more competitive than ever. Emerging markets are creating new 
opportunities and new threats. They may be able to outsource production to low-cost countries, but 
as their economies grow, these emerging nations are breeding new competition. China, for example, 
may be “the world’s factory,” but its homegrown companies are also starting to represent a threat 
to Western businesses. As the global recession of 2007 08 and ongoing economic uncertainty have –
proven, business in the 21st century                                     . Starting a business 
might be easier, but to survive entrepreneurs need the tenacity to take an idea to market, the 
business acumen to turn a good plan into a profitable enterprise, and the financial skill to 
maintain success.

끈기 감각                                                               * tenacity ** acumen 

has clearly become a team sport① 
has become the most personal thing in the world② 
has to be long-term, green, and very compassionate③ 
is about turning people from employees to successful entrepreneurs④ 
is increasingly more interdependent and more challenging than ever before⑤ 

정답[ ] 

5

해설[ ] 

소재{ } 세계화에 따른 기업들의 도전 
해석{ }
사업에 대한 사고가 변했다면 사업 그 자체의 속성도 마찬가지로 변했다 옛날에는 회사가 위치하고 있, . 
는 곳의 제한을 받았던 데 반해 오늘날 그 기회는 진정 세계적이다 하지만 세계화는 사업이 그 어느 때, . 
보다도 더 경쟁적이라는 것을 진정 의미한다 신흥 시장이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위협을 창조하고 있다. . 
그들은 비용이 낮은 국가로 생산을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런 신흥, , 
국들이 새로운 경쟁을 야기하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세계의 공장 일 수도 있겠지만 자국 내. , ‘ ’ , 
에서 성장한 기업들은 또한 서방 사업체에 위협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중이다 년의 세계적 불황과 . 2007-08
지속되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명했듯이 세기 사업은 , 21 그 어느 때보다 점점 더 상호 의존적이고 더 도

전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더 쉬울지 모르겠으나 생존하기 위해서 기업가들에게는 . , 
아이디어를 시장으로 가져갈 끈기가 필요하고 좋은 계획을 수익이 나는 사업으로 전환할 사업 감각이 필

요하며 성공을 유지할 재무 능력이 필요하다, .
해설{ }
세계화를 통해 신흥 시장이 생기면서 모든 기업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것이 새로운 기회도 

되고 반면 위협도 된다는 취지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점, ‘⑤ 
점 더 상호의존적이고 더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이다’ .

분명 팀스포츠가 되었다① 
세상에서 가장 개인적인 일이 되었다② 
장기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인정이 매우 많아야 한다③ 
사람들을 종업원에서 성공적인 기업가로 바꾸는 것에 관④ 



한 것이다

구문{ }
[• Where once a company was constrained by its locality], today the opportunities are truly global.

는 부사절이고 는 접속사로 하는 데 반해 라는 뜻으로 쓰였다[ ] , Where ‘~ ’ .⇨ 
Starting a business might be easier, but • to survive entrepreneurs need [the tenacity to take an idea 

to market], [the business acumen to turn a good plan into a profitable enterprise], and [the financial 
skill to maintain success].

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이다 세 개의 는 에 공통으로 연결되어 to survive to . [ ] need⇨ 
병렬 구조를 이루며 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need .

강# 3-01 쪽# 049 번# VOCA_08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단어의 뜻풀이로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하세요.

1. recession ㆍ ㆍ a. a period of reduced economic activity
2. constrain ㆍ ㆍ b. to limit or restrict something or someone

3. competitive ㆍ ㆍ
c. wanting to be more successful than other 
people

정답[ ] 

1. ⓐ 
2. ⓑ 
3. ⓒ

해설[ ] 

해석{ }
불황 경제 활동이 감소한 시기1. : 
제한하다 무언가나 누군가를 제한하거나 한정하다2. : 
경쟁적인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적이기를 원하는3. : 

해설{ }
불황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말한다1. recession( ) .
제한하다 은 제한하거나 한정하다 라는 뜻이다2. constrain( ) ‘ ’ .
경쟁적인 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기를 원하는 것이다3. competitive( ) .

강# 3-01 쪽# 050 번# 009 문항코드# 7302-0033

문제[ ]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3 ]



 Although we can agree that society needs art, some might consider it a luxury to be indulged for 
recreation. But if it is a luxury, it is a very old one, going back 40,000 years. Art takes time for ― 
training and execution. Our ancestors must have put most of their energy into activities urgently 
necessary for survival, so why did they divert time and resources for art? Art must have 
contributed to evolutionary success, but how? We do not have a definite answer, but we can 
guess. In early human communities art must have been so closely interwoven with religion that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tease the two apart. Prehistoric wall paintings were art designed to 
bring success in hunting. Prehistoric music and dance were art designed to reinforce religious 
rituals, and rituals unified individual participants into a genuine community. Art and religion were 
inseparable, so the biological role of art was the same as the biological role of religion to —        
                                                      .

떼어 놓다 분리하다                                                                 * tease , 

distribute resources fairly① 
strengthen cultural bonding② 
embody any creative desire③ 
solve the mysteries of nature④ 
ease the conflicts of a society⑤ 

정답[ ] 

2

해설[ ] 

소재{ } 인간 진화에 이로움을 준 예술 
해석{ }
사회가 예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오락을 위해 탐닉하, 
는 사치라고 간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사치라 해도 그것은 아주 오래된 것이며 만 년을 거슬. , , 4
러 올라간다 예술은 훈련과 실행을 위해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 선조들은 생존에 긴급하게 필요한 활동. . 
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았음에 틀림없는데 그렇다면 왜 그들은 시간과 자원을 예술을 위해 전용했는가, ? 
예술은 진화론적 성공에 기여했음에 틀림없지만 어떻게 그랬을까 우리가 명확한 답을 갖고 있는 것은 , ? 
아니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초기 인류 공동체에서 예술은 종교와 아주 밀접하게 뒤섞여 있었음에 , . 
틀림없어서 그 둘을 떼어 놓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선사 시대의 벽화는 사냥에서 성공을 가져오기 위. 
해 고안된 예술이다 선사 시대의 음악과 무용은 종교적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예술이었으며 의. , 
식은 개별적인 참여자들을 진정한 공동체로 통합했다 예술과 종교는 분리할 수 없었으며 그래서 예술의 . , 
생물학적인 역할은 종교의 생물학적인 역할과 똑같은 것이었다 즉. , 문화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
해설{ }
선사 시대에 예술은 진화론적인 성공 에 기여했음에 틀림없었으며 예술과 종교가 밀(evolutionary success)
접하게 섞여 있어서 둘은 분리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벽화는 사냥의 성공을 위한 것이었고 음악. , 
과 무용은 종교적인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결정적으로 의식은 개별 참여자들을 공동체로 통, 
합한다는 말에서 예술과 종교의 생물학적 기능은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① 
어떤 창의적인 욕구도 구체화하는③ 
자연의 미스터리를 풀어내는④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는⑤ 
구문{ }
Our ancestors • must have put most of their energy into activities [urgently necessary for survival], 

so why did they divert time and resources for art?
과거분사 는 했음에 틀림없다 라는 뜻으로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을 나타낸다<must have+ > ‘~ ’ . <put ⇨ A 

의 구조가 쓰였으며 는 를 수식한다into > , [ ] activities .
In early human communities art must have been so closely interwoven with religion • that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tease the two apart].
매우 하여 하다 라는 뜻을 갖는 구문이 사용되었다 절에서 은 형식상의 주어‘ ~ ’ <so ~ that ...> . that it⇨ …

이며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 ] .

강# 3-01 쪽# 050 번# VOCA_09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뜻풀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1. r           : to give support to an opinion, idea, or feeling, and make it strong
2. d           : to change the use of something such as time or money
3. i           : to allow yourself to have or do something as a special pleasure

정답[ ] 

1. reinforce 
2. divert 
3. indulge

해설[ ] 

해석{ }
강화하다 의견 생각 또는 느낌에 지지를 보내고 그것을 강하게 만들다1. : , 
전용하다 시간이나 돈과 같은 것의 용도를 바꾸다2. : 
탐닉하다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특별한 즐거움으로 갖거나 하도록 허용하다3. : 

해설{ }
강화하다 는 의견 생각 또는 느낌에 지지를 보내고 강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1. reinforce( ) , , .

전용하다 는 시간이나 돈과 같은 것의 용도를 달리하는 것을 말한다2. divert( ) .
탐닉하다 는 어떤 것을 특별한 즐거움으로 갖거나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3. indulge( ) .

강# 3-01 쪽# 051 번# 010 문항코드# 7302-0034

문제[ ]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3 ]



 In recent years, increased awareness of the hazards to firefighters has produc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However, the hazards to fire investigators are 
often given inadequate consideration. Just because the fire is out does not mean                   
                                        . Toxic combustion products like carbon monoxide, 
carbon dioxide, and other substances exposed by the fire such as asbestos are just a few of the 
toxic inhalation hazards present on the fireground after a fire is extinguished. Fire-weakened and 
water-logged structures present a continuing danger of collapse; and, sharp objects and deformed 
materials may present trip, fall, or abrasion hazards. In short, the fireground only becomes 
marginally less hazardous after the fire is out, and fire investigators must recognize and protect 
themselves from many of the same hazards as firefighters.

석면 찰과상 긁힌 부분                                               * asbestos ** abrasion , 

the hazard has passed① 
the cause of it is unclear② 
the job of firefighters has begun③ 
the source of infection was identified④ 
the residents are safe from hazards⑤ 

정답[ ] 

1

해설[ ] 

소재{ } 화재 감식 조사관들이 직면하는 위험 요소 
해석{ }
최근에 소방관들에 대한 위험 요소에 대한 높아진 인식이 개인 보호 장비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을 만들

어 냈다 그렇지만 화재 감식 조사관에 대한 위험 요소는 흔히 배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단지 불이 꺼. , . 
졌다고 해서 그것이 위험 요소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 외에 . , , 
석면과 같은 화재에 의해 노출된 물질과 같은 유독성 연소 생성물들은 화재가 진압된 후에 화재 현장에 

존재하는 유독성 흡입 위험 요소들 중 몇 개에 불과하다 화재에 의해서 약해지고 물에 흠뻑 젖은 구조물. 
들은 지속적인 붕괴 위험을 안고 있으며 날카로운 물체와 변형된 재료들이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지거나, , 
찰과상을 입을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화재가 진압된 후에 화재 현장은 그 위험성이 . , 
오직 미미하게 줄어들 뿐이며 화재 감식 조사관들은 소방관과 동일한 위험 요소들 중 많은 것들을 인식, 
하고 그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해설{ }
화재 진압 후에 화재 감식을 하는 조사관들도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일을 하게 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 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위험 요소가 사라졌다 이다‘ ’ .① 
그것의 원인이 불분명하다② 
소방관의 일이 시작되었다③ 
감염의 원인이 확인되었다④ 
주민들이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다⑤ 

구문{ }
However, the hazards to fire investigators • are often given inadequate consideration.

은 동사 과거분사 로 이루어진 수동태 구조이다 이 문장을 능동태 구문을 이용하여 표are given <be + > . ⇨ 



현하면 정도가 However, people often give the hazards to fire investigators inadequate consideration. 
될 것이다.
[Toxic combustion products like carbon monoxide, carbon dioxide, and other substances {exposed by•

the fire such as asbestos}] are just a few of the toxic inhalation hazards [present on the fireground 
after a fire is extinguished].
첫 번째 는 전체 문장의 주어이고 는 를 수식한다 두 번째 는 [ ] ,  {  } other substances . [ ] the toxic ⇨ 

를 수식한다inhalation hazards .

강# 3-01 쪽# 051 번# VOCA_10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단어의 뜻풀이로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하세요.

1. collapse ㆍ ㆍ a. relating to or caused by a poison
2. extinguish ㆍ ㆍ b. the sudden falling movement of a structure
3. toxic ㆍ ㆍ c. to stop a fire or a light burning

정답[ ] 

1. ⓑ 
2. ⓒ 
3. ⓐ

해설[ ] 

해석{ }
붕괴 구조물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움직임1. : 
불을 끄다 화재나 불이 타는 것을 멈추다2. : 
유독성의 독과 관련이 있거나 독에 의해 유발된3. : 

해설{ }
붕괴는 구조물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것 을 뜻한다1. collapse( ) ‘ ’ .
불을 끄다 는 불이 타는 것을 멈추다 라는 뜻이다2. extinguish( ) ‘ ’ .

유독성의 은 독과 관련이 있거나 독에 의해 유발된 이라는 뜻이다3. toxic( ) ‘ ’ .

강# 3-01 쪽# 052 번# 011 문항코드# 7302-0035

문제[ ]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3 ]



 In examining            make sure you understand precisely what is being said. For example, if 
someone comments on the importance of loving the country, one would do well to spend some 
time spelling out what precisely is and is not implied by the expression. For example, what exactly 
is it that one is supposed to love: the land, the weather, the ideals, the mass media, the movies,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medical system, the politicians, the laws that have been passed, the 
wealth, the military, the foreign policy? Moreover, it is important to minimize faulty            by 
carefully using qualifiers like “most,” “some,”and “a few.” Remember these rules:
Don’t say • all when you mean most.
Don’t say • most when you mean some.
Don’t say • some when you mean a few.
And don’t say • a few when you mean just one.

limitations①  
prejudices②  
assumptions③ 
generalizations ④  
rationalizations⑤ 

정답[ ] 

4

해설[ ] 

소재{ } 일반화의 오류 
해석{ }
일반화를 검토할 때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라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라 , . , 
사랑의 중요성을 언급하면 그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를 분명히 설명하, 
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을 쓰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랑해야 하는 것이 도대체 정확히 무엇인. , 
가 즉 땅 날씨 이상 대중 매체 영화 형사법 체계 의료 체계 정치인 통과된 법률 부 군대 외교 정? , , , , , , , , , , , , 
책 중 무엇인가 덧붙여 대부분 몇몇 그리고 소수와 같은 수식어구를 조심스럽게 사용함으로써 잘못? , ‘ ,’ ‘ ’ ‘ ’
된 일반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규칙을 기억하라. .
대부분 이라는 말을 의미할 때 모두라고 말하지 말라‘ ’ ‘ ’ .•
몇몇 을 의미할 때 대부분 이라고 말하지 말라‘ ’ ‘ ’ .•
소수 를 의미할 때 몇몇 이라고 말하지 말라‘ ’ ‘ ’ .•
그리고 단지 하나 를 의미할 때 소수 라고 말하지 말라‘ ’ ‘ ’ .•
해설{ }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고 대부분 과 몇몇 같은 수식어구, ‘ ’ ‘ ’ 
를 사용하여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일반화가 가장 적절하, ‘ ’④ 
다.

한계① 
선입견② 
가정③ 
합리화⑤ 

구문{ }



For example, if someone comments on the importance of loving the country, one would do well•
to spend some time spelling out [what precisely is and is not implied by the expression].

는 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 spelling out .⇨ 
Moreover, • it is important [to minimize faulty generalizations by carefully using qualifiers like

“most,” “some,” and “a few].”
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it , [ ] .⇨ 

강# 3-01 쪽# 052 번# VOCA_11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단어의 뜻풀이로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하세요.

1. imply ㆍ ㆍ a. to suggest or show something
2. minimize ㆍ ㆍ b. a phrase that has a special meaning
3. expression ㆍ ㆍ c. to reduce to the smallest possible degree

정답[ ] 

1. ⓐ 
2. ⓒ 
3. ⓑ

해설[ ] 

해석{ }
의미하다 어떤 것을 암시하거나 보여 주다1. : 
최소화하다 가능한 가장 적은 정도까지 줄이다2. : 
표현 특별한 의미를 가진 구절3. : 

해설{ }
의미하다 는 어떤 것을 보여 주는 것과 관련 있다1. imply( ) .
최소화하다 는 가장 적게 줄인다는 의미와 연관된다2. minimize( ) .
표현 은 의미를 가진 말이나 구절을 말한다3. expression( ) .

강# 3-01 쪽# 053 번# 012 문항코드# 7302-0036

문제[ ]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3 ]



 There is a common myth that we use only 10 percent of our brains. We’re not sure exactly 
where this idea came from, but one possibility is that in experiments recording brain tissue’s 
electrical activity, some scientists assume that at any one time roughly 10 percent of neurons will 
be spontaneously active firing off action potentials. But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lab —
is hardly a natural environment. The brains under investigation either belong to anesthetized 
animals or are thin slices of tissue kept alive in a dish. Imaging technologies look at regions of the 
brain over time, so the pictures they create are too general to allow us to count how many 
neurons are firing at any one time. Even apart from these qualifications, we must consider that 
neurons that are temporarily silent may well be fulfilling some important role by not being active. 
Single neurons, just like larger brain regions, do not operate in isolation. In brief,                  
                     .

활동 전위근육 신경 등 흥분성 세포의 흥분에 의한 세포막의 일시적인 전위 변화* action potential ( , )
마취시키다                                                                     ** anesthetize 

a miss is as good as a mile① 
too much of one thing is good for nothing② 
the whole is more than the sum of its parts③ 
the biases of scientists can be effectively controlled④ 
we can infer what is going on in the brain accurately⑤ 

정답[ ] 

3

해설[ ] 

소재{ } 두뇌 사용 비율에 대한 오해 
해석{ }
우리가 단지 우리 두뇌의 퍼센트만을 사용한다는 흔한 잘못된 믿음이 있다 이런 생각이 정확히 어디에10 . 
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가능성은 두뇌 조직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실험에서 어떤 과학자들, 
은 어느 특정한 시간에 대략 퍼센트의 뉴런이 자연 발생적으로 활성화되어 활동 전위를 촉발할 것이라10
고 추정한 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험실은 자연적인 환경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연구되고 있는 두뇌는 마취된 동물에 속한 것이거나 실험용 접시 속에서 산 채로 보관된 조직의 얇은 ( ) 
조각이다 영상 기술은 시간 경과에 따라 뇌의 부위를 보기 때문에 그것들이 만들어 내는 사진은 너무 . , 
일반적이어서 우리는 특정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뉴런이 작동하기 시작하는지를 계산할 수 없다 심지어 . 
이러한 제한 이외에도 우리는 일시적으로 가만히 있는 뉴런들이 활성화되지 않음 으로써 아마도 어떤 중, ‘ ’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더 큰 뇌의 부위와 마찬가지로 개별 뉴. , 
런들도 고립되어 작용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해설{ }
이 글은 우리가 두뇌의 퍼센트만을 사용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글이다 두뇌 조10 . 
직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실험실은 자연적인 환경이 아니며 영상 기술로 찍은 사진도 얼마나 많은 , 
뉴런이 작동하는지를 계산하기에는 너무 일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빈칸 바로 앞에서 일시적. 
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뉴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실험용 접시 위의 작은 두뇌의 조각에 

나타난 것보다 두뇌는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 
가장 적절한 것은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다‘ ’ .③ 



조금 빗나가나 많이 빗나가나 빗나가기는 마찬가지다 오십보백보[ ]① 
한 가지가 너무 많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② 
과학자들의 편견은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④ 
무슨 일이 두뇌에서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다⑤ 

구문{ }
We’re not sure exactly where this idea came from, but one possibility is [that in experiments •

recording brain tissue’s electrical activity, some scientists assume {that at any one time roughly 10 
percent of neurons will be spontaneously active firing off action potentials}].─ 

는 의 보어로 사용된 명사절이다 에서 주어는 이며 는 동사[ ] one possibility . [ ] some scientists ,  {  }⇨ 
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assume .

Even apart from these qualifications, we must consider [that neurons { that are temporarily silent} •
may well be fulfilling some important role by not being active].

는 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는 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의 목적어로 [ ] consider .  {  } neurons , by⇨ 
동명사구가 이어졌다.

강# 3-01 쪽# 053 번# VOCA_12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뜻풀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1. f           : to do what is required by something, such as a promise or a contract
2. i           : the state of being in a place or situation that is separate from others
3. m           : an idea or story that many people believe, but which is not true

정답[ ] 

1. fulfill 
2. isolation 
3. myth

해설[ ] 

해석{ }
수행하다 약속이나 계약과 같은 것에 의해 요구되는 것을 하다1. : 
고립 다른 것과 떨어진 장소나 상황에 있는 상태2. : 
잘못된 믿음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사실이 아닌 생각이나 이야기3. : 

해설{ }
수행하다 은 약속이나 계약 같은 것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1. fulfill( ) .

고립 은 다른 것과 떨어진 장소나 상황에 있는 상태 를 뜻한다2. isolation( ) ‘ ’ .
잘못된 믿음 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생각이나 이야기 라는 뜻이다3. myth( ) ‘ ’ .

강# 3-01 쪽# 054 번# 013 문항코드# 7302-0037



문제[ ]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3 ]

 I have been deliberately practicing patience for the past week. I set my intention as I begin each 
new time segment or experience. The urge to rush and get things done is a huge distraction to 
being happy. One day I needed to run a few errands which included stopping at three different 
businesses and driving. I chose to be calm at every red light forcing me to slow down and be 
present. I chose to have positive interactions with each and every person I came into contact with 
who was serving me. I was feeling light and friendly, not allowing “rush” or “hurry” thoughts to 
control my mind. They popped up and I let them go. This was and is a very freeing feeling. The 
errands would take as much time as necessary and I completely disregarded my feelings about 
them. The same amount of time would be spent in a good mood or a bad mood depending on 
MY choice. I won this round with vigilant attention to                                            
                                                     .

throwing away all bad feelings before I went to bed① 
rejecting what I was given and being angry about it② 
learning new things rather than sticking to familiar activities③ 
preserving my good mood and sharing positively with everyone④ 
avoiding lengthy meditation and deep questions about self-identity⑤ 

정답[ ] 

4

해설[ ] 

소재{ } 인내심을 실천하며 생활하는 것의 효과 
해석{ }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의도적으로 인내심을 실행해 보았다 나는 각각의 새로운 시간의 토막이나 경험을 . 
시작하면서 나의 의도를 설정한다 서둘러서 일을 완수하려고 하는 충동은 행복감을 느끼는 데에 엄청난 . 
방해가 된다 어느 날 나는 세 군데 서로 다른 사업체를 들르고 운전을 하는 것을 포함하는 몇 가지 용무. 
를 처리해야 했다 나는 빨간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애써 내 자신에게 천천히 하도록 그리고 현실에 충실. 
하게 하면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했다 나는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가 접촉하게 되는 모든 . 
사람과 일일이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하는 쪽을 선택했다 나는 가뿐하고 우호적인 기분을 느꼈으며 급. , ‘
한 혹은 서두르는 생각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으나 나는 ’ ‘ ’ . 
그것들을 지워 버렸다 이것은 매우 자유롭게 해 주는 느낌이었고 느낌이다 그 용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 .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이며 나는 그것에 대한 나의 감정을 완전히 무시했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 ‘ ’ 
그 동일한 양의 시간을 기분 좋게 또는 기분 나쁘게 보내게 될 것이다 나는 . 나의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공유하는 것에 빈틈없이 주의를 기울여서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했다.
해설{ }
한 주 동안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우호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만나는 사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하면서 

생활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의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④ 
과 긍정적으로 공유하는 것 이다’ .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나쁜 감정들을 없애 버리는 것① 
나에게 주어진 것을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 화를 내는 것② 



친숙한 활동을 고수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③ 
자기 정체성에 관한 긴 명상과 심도 있는 질문을 피하는 것⑤ 

구문{ }
I • have been deliberately practicing patience for the past week.

은 현재완료시제와 진행형이 결합된 형태이다have been practicing .⇨ 
[The urge {to rush and get things done}] is a huge distraction to being happy.•

가 문장의 주어이며 가 동사이다 는 를 수식한다[ ] is .  {  } The urge .⇨ 

강# 3-01 쪽# 054 번# VOCA_13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단어의 뜻풀이로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하세요.

1. patience ㆍ ㆍ
a. a strong wish, especially one that is difficult to 
control

2. urge ㆍ ㆍ b. always being careful to notice things

3. vigilant ㆍ ㆍ

c. the ability to remain calm and not become 
annoyed when dealing with problems or with 
difficult people

정답[ ] 

1. ⓒ 
2. ⓐ 
3. ⓑ

해설[ ] 

해석{ }
인내심 문제나 힘든 사람들을 다룰 때에 침착함을 유지하고 짜증을 내지 않는 능력1. : 
충동 강한 욕구 특히 제어하기 어려운 욕구2. : , 
빈틈없는 사물을 감지하기 위해서 늘 경계하는3. : 

해설{ }
인내심 는 문제나 힘든 사람들을 다룰 때에 침착함을 유지하고 짜증을 내지 않는 능력을 말한1 patience( )

다.
충동 는 제어하기 힘든 강한 욕구라는 뜻이다2. urge( ) ‘ ’ .
빈틈없는 는 사물을 감지하기 위해서 늘 경계3. vigilant( ) ‘

하는 이라는 뜻이다’ .

강# 3-01 쪽# 055 번# 014 문항코드# 7302-0038

문제[ ]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3 ]



 An important gift of science is that it provides us with a wealth of detailed and repeatable 
observations that increase our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bird song. Science describes the 
exact structure of songs, it explains the song repertoires of individuals and species, it defines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bird song occurs, and it investigates the adaptiveness of all these 
variations. Woe to the poet who ignores this body of knowledge! Woe to the poet who gets it 
wrong when it comes to basic natural history, who has no grounding in the earthly reality of 
scientific fact! The distinguished botanist Liberty Hyde Bailey, in his provocative book The Nature 
Study Idea, stated this succinctly: “There can be no objection to the poetic interpretation of nature. 
It is essential only that the observation be correct and the inference reasonable.” In other words, 
nature poetry should be based on                                 , even if its primary goal is to 
illuminate the human spirit.

비통 간결하게                                                        * woe ** succinctly 

logic rather than prejudice① 
the reformation of the language of poetry② 
memory which is just a part of intelligence③ 
pure emotion which can convey essential truth④ 
careful observation that is consistent with scientific fact⑤ 

정답[ ] 

5

해설[ ] 

소재{ } 자연의 노래를 해석하는 것을 돕는 과학 
해석{ }
과학의 한 가지 중요한 선물은 새의 노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감상을 늘리는 자세하고 반복적인 풍부

한 관찰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과학은 노래의 정확한 구조를 설명하고 그것은 각각의 새와 그 . , 
새의 종이 하는 노래의 레퍼토리를 설명하고 그것은 새의 노래가 발생하는 상황을 정의해 주며 그것은 , , 
이 모든 변주곡의 적응성을 연구한다 이런 지식체를 무시하는 시인에게는 비통한 일이 되리라 기본적인 . ! 
자연의 역사에 관해서 오해를 하는 과학적 사실의 세속적인 현실에 있어서 아무런 기초 교육도 없는 시, 
인에게는 비통한 일이 되리라 유명한 식물학자인 가 자신의 도발적인 책 ! Liberty Hyde Bailey The 『

에 이것을 간결하게 기술했듯이 자연의 시적인 해석에는 그 어떤 반대도 있을 수 Nature Study Idea , ‘』
없다 다만 그 관찰이 정확하고 그 추론이 합리적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 시는 . .’ , 
그것의 주된 목표가 인간 정신을 조명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과학적 사실과 일치하는 세심한 관찰에 기초

해야 한다.
해설{ }
새의 소리와 같은 자연이 만들어 내는 소리를 과학을 통해 더 잘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취

지의 글이다 시적인 해석에 있어서도 정확한 관찰과 합리적인 추론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학적 사실과 일치하는 세심한 관찰 이다‘ ’ .⑤ 

편견보다는 논리① 
시적 언어의 재형성② 
지능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기억③ 
본질적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순수 감정④ 



구문{ }
An important gift of science is [that it provides us with a wealth of detailed and repeatable •

observations {that increase our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bird song}].
는 보어로 쓰인 명사절이고 는 를 수식하는 [ ] ,  {  } a wealth of detailed and repeatable observations⇨ 

관계절이다.
[Science describes the exact structure of songs], [• it explains the song repertoires of individuals and 

species], [it defines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bird song occurs}], and [it investigates the
adaptiveness of all these variations].
네 개의 가 병렬 구조로 연결되었고 대명사 은 모두 앞에 있는 를 가리킨다 는 [ ] , it Science .  {  } the⇨ 

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circumstances .

강# 3-01 쪽# 055 번# VOCA_14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단어의 뜻풀이로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하세요.

1. detailed ㆍ ㆍ a. giving a lot of information
2. investigate ㆍ ㆍ b. someone who studies plants
3. botanist ㆍ ㆍ c. to try to discover all the facts about something

정답[ ] 

1. ⓐ 
2. ⓒ 
3. ⓑ

해설[ ] 

해석{ }
자세한 많은 정보를 주는1. : 
연구하다 무언가에 대한 모든 사실을 발견하려고 하다2. : 
식물학자 식물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3. : 

해설{ }
자세한 는 정보를 많이 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1. detailed( ) .
연구하다 는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한 활동이다2. investigate( ) .

식물학자 는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이다3. botanist( ) .

강# 3-01 쪽# 056 번# 015 문항코드# 7302-0039

문제[ ]

다음 글의 빈칸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A), (B) ? [3 ]



 Directors of photography (cinematographers) make many creative and interpretive decisions during 
the course of their work, from pre-production to post-production, all of which affect the overall 
feel and look of the motion picture. Many of these decisions are similar to what a photographer 
needs to note when taking a picture: the cinematographer controls the film choice itself (from a 
range of available stocks with varying sensitivities to light and color), the selection of lens focal 
lengths, aperture exposure and focus. Cinematography,       (A)       , has a temporal aspect, 
unlike still photography, which is purely a single still image. It is also bulkier and more strenuous 
to deal with movie cameras, and it involves a more complex array of choices. As such a 
cinematographer often needs to work cooperatively with more people than does a photographer, 
who could frequently function as a single person.       (B)       , the cinematographer’s job also 
includes personnel management and logistical organization.

영화 촬영 감독 카메라의 조리개                            * cinematographer ** aperture ( ) 

      (A)              (B)
therefore Nevertheless① …… 
for instance As a result② …… 
for instance In contrast③ …… 
however As a result④ …… 
however Nevertheless⑤ …… 

정답[ ] 

4

해설[ ] 

소재{ } 영화 촬영 감독의 역할 
해석{ }
영화 촬영 감독은 촬영 이전에서부터 촬영 이후까지 자신의 일을 하는 과정 동안에 많은 창의적인 그리

고 해석상의 결정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그 영화의 전반적인 느낌이나 모습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 . 
결정에서 많은 부분은 사진을 찍을 때 사진작가들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과 유사한데 영화 촬영 , 
감독은 빛과 색상에 대한 다양한 민감도를 가진 일련의 이용 가능한 필름 재료 중에서 필름 자체에 대( ) 
한 선택 렌즈의 초점 길이 선택 조리개의 노출과 초점을 통제한다, , . 그러나 영화 촬영 기술은 순전히 하 
나의 정지된 이미지인 스틸 사진과는 달리 시간상의 측면을 갖는다 영화 카메라를 다루는 것은 또한 부. 
피가 더 커서 힘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것은 더 복잡한 다수의 선택을 포함한다 따라서 영화 촬영 감독, . 
은 흔히 한 사람으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진작가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자주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영화 촬영 감독의 일은 또한 인사 관리와 물류 조직을 포함한다, .
해설{ }
앞에서는 영화 촬영 감독이 사진작가들과 유사한 일을 하는 것을 설명했지만 뒤에서는 사진작가(A) (A) 

의 일과는 다른 면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에는 역접의 연결사 그러나 가 적절하다(A) however( ) .
앞에서 영화 카메라를 다루는 것은 부피가 커서 힘이 많이 들고 더 복잡한 다수의 선택을 포함하기 (B) 

때문에 영화 촬영 감독은 여러 사람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뒤에서 이러한 원인에 따른 , (B) 
결과로 인사 관리와 물류 조직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에는 인과 관계의 연결사 그 결(B) As a result(
과 가 적절하다) .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① ─ 



예를 들어 그 결과② ─ 
예를 들어 대조적으로③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⑤ ─ 

구문{ }
Directors of photography (cinematographers) make [many creative and interpretive decisions] during •

the course of their work, from pre-production to post-production, [all of which affect the overall feel 
and look of the motion picture].
첫 번째 는 의 목적어이며 두 번째 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절로서 의 선행사는 [ ] make , [ ] which many⇨ 

이다creative and interpretive decisions .
As such a cinematographer often needs to work cooperatively with more people than • does a 

photographer, [who could frequently function as a single person].
는 앞에 나온 의 의미를 대신하여 쓰인 대동사이다does needs to work cooperatively with people . [ ]⇨ 

는 앞에 나온 를 부연 설명해 주는 관계절이다a photographer .

강# 3-01 쪽# 057 번# VOCA_15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뜻풀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1. e         : the amount of time that light is allowed to enter the camera when taking a 
photograph
2. s         : needing a lot of effort or strength
3. o         : considering or including everything

정답[ ] 

1. exposure 
2. strenuous 
3. overall

해설[ ] 

해석{ }
노출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에 빛이 들어가도록 허용되는 시간1. : 
힘이 많이 드는 많은 노력이나 힘을 필요로 하는2. : 
전반적인 모든 것을 고려하거나 포함하는3. : 

해설{ }
노출는 카메라에 빛이 들어가도록 허용되는 시간을 뜻한다1. exposure( ) ‘ ’ .
힘이 많이 드는 는 많은 노력이나 힘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한다2. strenuous( ) .

전반적인 은 모든 것을 고려하거나 포함하는 이라는 뜻이다3. overall( ) ‘ ’ .

부1 순서의 함정 Page 058
강1 순서의 함정



강# 4-01 쪽# 058 번# 001 문항코드# 7302-0040

문제[ ]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Evolution works to maximize the number of descendants that an animal leaves behind. Where 
the risk of death from fishing increases as an animal grows, evolution favors those that grow 
slowly, mature younger and smaller, and reproduce earlier.

(A) Surely these adaptations are good news for species hard-pressed by excessive fishing? Not 
exactly. Young fish produce many fewer eggs than large-bodied animals, and many industrial 
fisheries are now so intensive that few animals survive more than a couple of years beyond the 
age of maturity. (B) This is exactly what we now see in the wild. Cod in Canada’s Gulf of St. 
Lawrence begin to reproduce at around four today; forty years ago they had to wait until six or 
seven to reach maturity. Sole in the North Sea mature at half the body weight they did in 1950. 
(C) Together this means there are fewer eggs and larvae to secure future generations. In some 
cases the amount of young produced today is a hundred or even a thousand times less than in 
the past, putting the survival of species, and the fisheries dependent on them, at grave risk.

(A) - (C) - (B) ① 
(B) - (A) - (C)② 
(B) - (C) - (A) ③ 
(C) - (A) - (B)④ 
(C) - (B) - (A)⑤ 

정답[ ] 

2

해설[ ] 

소재{ } 과도한 어업에 의한 동물의 부정적인 진화 
해석{ }
진화는 동물이 남기는 후손들의 수를 최대화하도록 작용한다 동물이 성장할 때에 어로 행위에 의해 죽을 .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진화는 천천히 성장하고 더 어린 나이에 그리고 더 작을 때에 성숙하고 더 일찍 , , , 
번식을 하는 것들을 선호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현재 야생에서 보는 것이다 캐나다의 세인트로렌. (B) . 
스 만에 사는 대구는 현재 네 살쯤 되었을 때 번식을 시작한다 년 전에 그것들은 성숙기에 도달하려면 . 40
세 혹은 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북해의 가자미는 년에 그랬던 것에 비해 체중이 절반 정6 7 . 1950

도만 되면 성숙한다 분명히 이러한 적응은 과도한 어로 행위에 의해 심한 압박을 받는 종들에게는 . (A) 
좋은 소식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어린 물고기는 몸집이 큰 동물들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의 알을 낳으며? . , 
현재 많은 기업적인 어업이 매우 집약적이어서 성숙기의 연령보다 년 넘게 살아남는 동물들이 거의 없2
다 동시에 이것은 미래 세대를 보장하는 알과 어린 새끼가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경우에는 . (C) . 
오늘날 생산되는 치어의 양이 과거보다 백 배 혹은 심지어 천 배까지도 더 적어서 종의 생존 그리고 그, , 
것들에 의존하는 어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해설{ }
주어진 글에서 어로 행위 때문에 동물들이 일찍 성숙하고 번식하는 쪽으로 진화한다고 했으며 주어진 글, 



에 대한 예로 에서 캐나다의 대구와 북해의 가자미를 언급했다 에서는 에 나온 내용이 좋은 것(B) . (A) (B)
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린 동물이 적은 수의 알을 낳는 것과 성숙기를 지나 년 넘게 사는 동물이 거의 , 2
없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끝으로 에서 미래 세대를 보장하는 알과 어린 새끼가 더 적고 치어의 개. (C) , 
체 수가 더 적어서 종의 생존과 어업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내용으로 글이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 
어진 글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다(B) (A) (C) .② － －
구문{ }
Young fish produce many fewer eggs than large-bodied animals, • and many industrial fisheries are

now so intensive that few animals survive more than a couple of years beyond the age of maturity.
에 의해 두 개의 절이 연결되고 있다 두 번째 절에and . ⇨ 

서 구문이 쓰였으며 매우 하여 하다<so ~ that ...> , ‘ ~ ’…
라는 뜻이다.
In some cases the amount of young produced today is a hundred or even a thousand t• imes less 

than in the past, [putting the survival of species, and the fisheries dependent on them, at grave risk].
배수의 표현 비교급 이 쓰였다 는 분사구문이며 는 <~ times + + than ...> . [ ] <put ~ at grave risk> ‘~⇨ 

을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하다 라는 뜻이다’ .

강# 4-01 쪽# 060 번# 001 문항코드# 7302-0041

문제[ ]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2 ]

When does it make sense to use the Reply command instead of the Reply All command? 
Imagine that you received an e-mail invitation to a party, and the e-mail is addressed to 
everyone attending the party.

(A) In that event, everyone who received an invitation would also receive your explanation about 
why you cannot go.
(B) On the other hand, if you wanted to provide an explanation to only the host of the party, you 
would use the Reply command. In this case, your reply would be received by only the sender of 
the original invitation.
(C) Unfortunately, you cannot go to the party, and you want to write an e-mail explaining why. If 
you knew everyone to whom the e-mail was sent, you might use the Reply All command.

(A) - (C) - (B) ① 
(B) - (A) - (C) ② 
(B) - (C) - (A)③ 
(C) - (A) - (B) ④ 
(C) - (B) - (A)⑤ 

정답[ ] 

4

해설[ ] 

소재{ } 전체 답장 명령과 답장 명령의 사용 ‘ ’ ‘ ’ 



해석{ }
전체 답장 명령 대신에 답장 명령을 사용하는 것이 언제 의미가 있을까 파티에 오라는 이메일 초청장‘ ’ ‘ ’ ? 
을 받았는데 그 이메일이 파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송된다고 가정해 보자 불행하게도 여러, . (C) , 
분은 파티에 갈 수가 없어서 이유를 설명하는 이메일을 쓰려고 한다 이메일이 발송된 모든 사람들을 알. 
고 있다면 여러분은 전체 답장 명령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 초청장을 받은 모든 사, ‘ ’ . (A) 
람이 여러분이 왜 갈 수 없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설명도 또한 받게 될 것이다 반면에 설명을 파티 . (B) , 
주최자에게만 제공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답장 명령을 사용할 것이다 이 경우에 여러분의 답장은 오직 , ‘ ’ . , 
원래의 초청장을 보낸 사람에 의해서만 수신될 것이다.
해설{ }
전체 답장 명령과 답장 명령의 사용에 대해 알아보자고 하면서 파티 초청 이메일을 받았다고 가정해 ‘ ’ ‘ ’ 
보자고 한 주어진 글 다음에 파티에 갈 수 없는 이유를 전체 답장 명령으로 전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 ’ 
한 가 오고 그런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설명한 가 온 다음에 반면에 답장 명령을 사용하(C) , (A) , ‘ ’ 
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설명한 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러므로 주어진 글에 이어(B) . 
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다(C)-(A)-(B) .④ 
구문{ }
Imagine [that you received an e-mail invitation to a party, and the e-mail is addressed to everyone•

{attending the party}].
는 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는 을 수식한다[ ] Imagine . {  } everyone .⇨ 

[If you • knew everyone to whom the e-mail was sent], [you might use the Reply All command].
첫 번째 는 조건절이며 조건절에서 동사의 가정법 과거형 가 쓰였고 주절에서 조동사의 과거[ ] knew , <⇨ 

형 동사원형 인 가 사용되었다+ > might use .

강# 4-01 쪽# 060 번# VOCA_01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1. When does it / that make sense to use the Reply command instead of the Reply All command?
2. If you knew everyone to whom the e-mail was sending / sent , you might use the Reply All
command.

정답[ ] 

1. it 
2. sent

해설[ ] 

해석{ }
전체 답장 명령 대신에 답장 명령을 사용하는 것이 언제 의미가 있을까1. ‘ ’ ‘ ’ ?
이메일이 발송된 모든 사람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전체 답장 명령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2. , ‘ ’ .

해설[ ]
이 문장에서 가 내용상의 주어이므로 형식상의 주어인 을 써야 한다1. to use ~ it .
이메일이 사람들에게 발송되는 것이므로 수동태로 표현하여 과거분사 를 써야 한다2. sent .



강# 4-01 쪽# 061 번# 002 문항코드# 7302-0042

문제[ ]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2 ]

 For a long time, scientists believed that crawling involved moving one limb at a time while 
balancing the center of gravity over a tripod-shape created by the other three.

(A) This is called a ‘dynamic balance system’ and is actually the most efficient way of moving 
forwards on all fours. The center of gravity is maintained around one small area at each 
movement, and the sequence is quick and easy to alternate.
(B) In fact, careful observation using transparent surfaces over which infants were made to crawl 
revealed that there is a universal pattern of interlimb coordination involved in hands-and-knees 
crawling.
(C) Babies who crawl on all fours alternate between the two pairs of diagonal limbs. So, baby first 
moves one pair (left hand with right knee), then the other (right hand with left knee).

사지 팔다리                                                                   * limb , 

(A) - (C) - (B) ① 
(B) - (A) - (C) ② 
(B) - (C) - (A)③ 
(C) - (A) - (B) ④ 
(C) - (B) - (A)⑤ 

정답[ ] 

3

해설[ ] 

소재{ } 기어가는 아기들의 팔다리 움직임 
해석{ }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기어가는 것에는 사지 중 나머지 셋에 의해 만들어지는 삼각대 모양 위에서 무게 ( ) 
중심을 유지하면서 한 번에 사지 중 하나를 움직이는 것이 수반된다고 믿었다 사실 투명한 표면 위. (B) , 
에 유아들을 기어가게 하면서 주의 깊게 관찰해 본 결과 손과 무릎을 이용하여 기어가는 것에는 사지를 

서로 조정하는 보편적인 방식이 수반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지로 기어가는 아기들은 대각선에 있는 . (C) 
두 쌍의 사지를 번갈아 나오게 한다 그래서 아기는 처음에는 한 쌍왼손과 오른쪽 무릎을 이동하고 그. [ ] , 
런 다음 나머지 한 쌍오른손과 왼쪽 무릎을 이동한다 이것은 동적 균형 시스템이라고 불리고 사실[ ] . (A) ‘ ’
상 사지를 이용해 앞으로 이동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각 움직임에서 무게 중심은 하나의 작은 영. 
역 주변에 유지되고 연속 동작을 재빨리 그리고 쉽게 번갈아 할 수 있다, .
해설{ }
사지를 이용해 기어갈 때 사지 중 하나만 움직이고 나머지 셋은 삼각대 모양을 만들어 무게 중심을 유지

한다고 믿었던 기존의 견해를 언급한 다음 유아들의 기어가는 방법에는 보편적 방식이 있다는 심화된 내, 
용을 설명하는 가 이어져야 한다 보편적 방식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가 다음에 이어진 다(B) . (C) (B) 



음 그것을 동적 균형 시스템이라고 객관적으로 명명하며 글을 정리하는 가 마지막에 와야한다 그러, ‘ ’ (A) . 
므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다(B)-(C)-(A) .③ 
구문{ }
For a long time, scientists believed [that crawling involved moving one limb at a time while •

balancing the center of gravity over a tripod-shape {created by the other three}].
는 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고 는 을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 believed ,  {  } a tripod-shape .⇨ 

In fact, careful observation [using transparent surfaces {over which infants were made to crawl}] •
revealed [that there is a universal pattern of interlimb coordination {involved in hands-and-knees 
crawling}].
첫 번째 는 을 수식하는 분사구이고 그 안의  는 를 수[ ] careful observation , {  } transparent surfaces⇨ 

식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는 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고 그 안의  는 . [ ] revealed , {  } a universal 
을 수식하는 분사구이다pattern of interlimb coordination .

강# 4-01 쪽# 061 번# VOCA_02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1. In fact, careful observation using transparent surfaces which / over which infants were made to 
crawl revealed that there is a universal pattern of interlimb coordination involved in 
hands-and-knees crawling.
2. Babies who crawl on all fours alternate / alternating between the two pairs of diagonal limbs.

정답[ ] 

1. over which 
2. alternate

해설[ ] 

해석{ }
사실 투명한 표면 위에 유아들을 기어가게 하면서 주의 깊게 관찰해 본 결과 손과 무릎을 이용하여 1. , 

기어가는 것에는 사지를 서로 조정하는 보편적인 방식이 수반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지로 기어가는 아기들은 대각선에 있는 두 쌍의 사지를 번갈아 나오게 한다2. .

해설{ }
선행사인 를 수식하는 관계절의 형태인데 이어지는 이 1. transparent surfaces , infants were made to crawl

완전한 절의 형태이므로 전치사 관계대명사 형태인 를 써야 한다< + > over which .
가 주어이므로 술어 동사 역할을 하는 를 써야 한다2. Babies who crawl on all fours alternate .

강# 4-01 쪽# 062 번# 003 문항코드# 7302-0043

문제[ ]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2 ]



 Art is a nonverbal expression of one’s thoughts and feelings expression that is not only —
necessary, but also therapeutic. There are many circumstances, in times of both ecstasy and 
torment, in which words do not adequately describe the full extent of our emotions.

(A) If you don’t have art supplies, it might be a good idea to obtain them. And remember, 
pictures don’t have to be masterpieces. They can start off as doodles.
(B) Everyone, regardless of their levels of stress or chaotic life situations, can benefit from the use 
and practice of art therapy. As crazy as it may sound, keeping a box of crayons or colored pencils 
in your desk drawer is as important as having an address book or weekly planner.
(C) These are the times to employ art therapy. Remember that emotional well-being is defined as 
the ability to feel and positively express the full range of human emotions.

낙서 하찮은 것                                                                      * doodle , 

(A) - (C) - (B) ① 
(B) - (A) - (C) ② 
(B) - (C) - (A)③ 
(C) - (A) - (B) ④ 
(C) - (B) - (A)⑤ 

정답[ ] 

5

해설[ ] 

소재{ } 미술 치료의 이점 
해석{ }
미술은 개인의 생각과 느낌의 비언어적인 표현인데 그 표현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 
표현이다 황홀한 시기와 고통의 시기 모두 말이 우리의 감정 전체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상. , 
황들이 있다 이러한 때가 미술 치료를 이용할 때이다 정서적 안녕은 인간 정서의 전 범위를 느끼고 . (C) .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것을 기억하라 스트레스의 정도나 혼란스러운 삶의 상황과 . (B) 
상관없이 누구나 미술 치료의 사용과 실행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얼빠진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 
만 여러분의 책상 서랍 속에 크레용이나 색연필 한 박스를 넣어 두는 것도 주소록이나 주중 계획표를 갖

는 것만큼 중요하다 미술 용품이 없다면 그것을 구해 두는 것은 좋은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A) . 
림이 걸작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낙서로 시작될 수도 있다. .
해설{ }
주어진 글에서 미술의 효용성과 말이 우리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말했다. (C)
의 첫 문장에서 는 주어진 글에서 언급된 말이 우리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들 을 These ‘ ’
가리키며 에서 미술 치료와 정서적 안녕의 정의를 언급했다 이어서 에서 미술 치료의 이점과 책상 , (C) . (B)
속에 미술 용품 비치의 필요성을 말했다 에 이어서 에서도 미술 용품을 구해 두는 것과 미술 활동. (B) (A)
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C)-(B)-(A)⑤ 
이다.
구문{ }
Remember [that emotional well-being is defined as the ability {• to feel and positively express the 

full range of human emotions}].
는 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절이며 는 를 수식하는 부정사구이다[ ] Remember , {  } the ability to . feel⇨ 



과 는 에 병렬 구조로 연결되었다express to .

강# 4-01 쪽# 062 번# VOCA_03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1. There are many circumstances, in times of both ecstasy and torment, which / in which words 
do not adequately describe the full extent of our emotions.
2. As crazy as it may sound, keeping a box of crayons or colored pencils in your desk drawer is 
as
important as have / having an address book or weekly planner.

정답[ ] 

1. in which 
2. having

해설[ ] 

해석{ }
황홀한 시기와 고통의 시기 모두 말이 우리의 감정 전체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이 1. , 

있다.
얼빠진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책상 서랍 속에 크레용이나 색연필 한 박스를 넣어 두는 2. 

것도 주소록이나 주 중 계획표를 갖는 것만큼 중요하다.
해설{ }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관계대명사 는 올 수 없다 앞에 나온 1. which . many circumstances

가 선행사이기 때문에 이나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 쓰여야 한다when where in which .
주절에서 2. <A is as important as B 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가 동명사구 이므로 비> , A (keeping ~ drawer)

교 대상이 되는 도 동명사로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이 어법에 맞는 표현이다B . having .

강# 4-01 쪽# 063 번# 004 문항코드# 7302-0044

문제[ ]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3 ]



 One important principle of housebreaking is not allowing your pet the chance to make mistakes 
in the first place. Don’t give him the opportunity to eliminate indoors without being observed 
and receiving immediate disapproval. Be alert to the subtle signs of “about to ...”

(A) Once the puppy has relieved himself, praise him enthusiastically and he’ll come to understand 
that relieving himself in the right place will make you happy, which is all dogs want their master 
to be.
(B) Generally, when a dog has to relieve himself, he sniffs close to the ground and may whimper 
or whine, followed by squatting and elimination. With a young puppy, the time between the sniffs 
and squats might be very short, or he might not give any sign at all.
(C) So immediately after the pup wakes up, or right after he’s eaten, or after you’re been playing 
with him, you’ll have to take him right to where you want him to go.

애완동물의 배변 훈련 쪼그리고 앉다 쪼그리고 앉기                     * housebreaking ( ) ** squat ; 

(A) - (C) - (B) ① 
(B) - (A) - (C) ② 
(B) - (C) - (A)③ 
(C) - (A) - (B) ④ 
(C) - (B) - (A)⑤ 

정답[ ] 

3

해설[ ] 

소재{ } 애완견 배변 훈련 
해석{ }
배변 훈련의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여러분의 애완동물에게 애초에 실수를 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 것

이다 그에게 눈에 띄어 즉각적인 비난을 받지 않고 실내에서 배설할 기회를 주지 마라 곧 배설하려는. . ‘ ’ 
미묘한 징후가 있는지 예의 주시하라 일반적으로 개는 변을 봐야 할 때에 땅 가까이에 냄새를 맡고 . (B) 
낑낑거리거나 끙끙거린 후에 쪼그리고 앉아서 배설을 한다 어린 강아지의 경우에 냄새를 맡는 것과 쪼그. 
리고 앉는 것 사이의 시간이 매우 짧거나 아무런 징후도 전혀 보여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 (C) 
강아지가 잠에서 깬 후나 먹이를 먹은 직후나 혹은 여러분이 그와 함께 놀아 준 후에는 곧바로 그가 갔, , 
으면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야 할 것이다 일단 강아지가 변을 보면 그를 열광. (A) 
적으로 칭찬해 주어라 그러면 올바른 장소에 변을 보는 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그. 
가 이해하게 될 것인데 모든 개들은 자기 주인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
해설{ }
배변 훈련을 할 때 배설 징후가 있는지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주어진 문장 다음에 그런 징후를 감지하기 ,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내용의 가 오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가 온 다음에 배변을 한 후에는 (B) , (C) , 
어떻게 해 주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러므로 주어진 글 다음에 (A) .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 가장 적절하다(B)-(C)-(A) .③ 
구문{ }
[Once the puppy has relieved himself], praise him enthusiastically and he’ll come to understand •

[that relieving himself in the right place will make you happy], which is all dogs want their master 
to be.



첫 번째 는 일단 하면 이라는 뜻의 부사절이다 두 번째 는 동사 의 목적어 역할을 [ ] ‘ ~ ’ . [ ] understand⇨ 
하는 명사절이다 관계대명사 의 선행사는 이다. which happy .
With a young puppy, [the time between the sniffs and squats] might be very short, or he might •

not give any sign at all.
가 문장의 주어이다 을 써서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 not ~ at all .⇨ 

강# 4-01 쪽# 063 번# VOCA_04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1. One important principle of housebreaking is not allowing your pet the chance makes / to make 
mistakes in the first place.
2. Once the puppy has relieved himself, praise him enthusiastically and he’l come to understand 
that relieving himself in the right place will make you happily / happy , which is all dogs want 
their master to be.

정답[ ] 

1. to make 
2. happy

해설[ ] 

해석{ }
배변 훈련의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여러분의 애완동물에게 애초에 실수를 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 1. 

것이다.
일단 강아지가 변을 보면 그를 열광적으로 칭찬해 주어라 그러면 올바른 장소에 변을 보는 것이 여러2 . , 

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그가 이해하게 될 것인데 모든 개들은 자기 주인이 행복해지기를 원, 
한다.
해설{ }

를 수식하는 부정사를 써야 한다1. the chance to .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 를 써야 한다 목적어 형용사 는 을 하게 만들어 주다 라2. happy . <make + + > ‘~ ’…

는 뜻이다.

강# 4-01 쪽# 064 번# 005 문항코드# 7302-0045

문제[ ]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3 ]



 In the 1940s the cognitive psychologist Paul Fraisse conducted a major study into what was 
named ‘preferred timing’, and his study was supplemented in the 1970s by Mari Reiss Jones at 
Ohio State University.

(A) It’s fascinating stuff. Most adults walk at a rate of 117 steps per minute; the average stride 
differs between men and women, but the rate of stride tends to be identical. In classical music 
terminology, andante literally translates as ‘walking pace’ and is around 110 to 120 beats per 
minute.
(B) It sets the pace at which you walk, the speed of your heartbeat, how quickly you breathe, and 
how long you sleep. Our body clocks are similar: For example, if you tap your fingers on a 
tabletop, there’s a very good chance that you’l tap every six-tenths of a second.
(C) Fraisse’s research suggested and Jones’ research stated that we all have an internal — —
metronome: a body clock. This internal body clock controls all kinds of things.

(A) - (C) - (B) ① 
(B) - (A) - (C) ② 
(B) - (C) - (A)③ 
(C) - (A) - (B) ④ 
(C) - (B) - (A)⑤ 

정답[ ] 

5

해설[ ] 

소재{ } 신체 시계 
해석{ }
년대에 인지 심리학자 가 선호 시간 이라고 명명된 것에 대해 주요 연구를 수행했고1940 Paul Fraisse ‘ ’ , 
년대에 오하이오 주립 대학의 가 그의 연구를 보완했다 의 연구는 우리 1970 Mari Reiss Jones . (C) Fraisse

모두에게 내부 메트로놈 즉 신체 시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의 연구도 그렇게 서술했다 이 , , Jones . 
내부의 신체 시계는 모든 종류의 일을 제어한다 그것은 우리가 걷는 속도 심장 박동의 빠르기 숨을 . (B) , , 
얼마나 빨리 쉬는지 그리고 잠을 얼마나 오래 자는지를 설정한다 우리의 신체 시계는 비슷한데 예를 들, . , 
어 테이블 윗면에 손가락을 두드리면 우리가 초마다 두드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것은 흥, , 0.6 . (A) 
미로운 일이다 대부분의 성인은 분당 보의 속도로 걷는데 평균적인 걸음걸이는 남자와 여자들이 서. 117 , 
로 다르지만 걸음걸이의 속도는 동일한 경향이 있다 고전 음악 용어에서 안단테 는 말 그대로 걷는 속, . , ‘ ’ ‘
도 로 번역되는데 분당 대략 에서 박자이다’ 110 120 .
해설{ }

와 의 연구를 소개한 주어진 글에 이어 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하는 가 이Paul Fraisse Mari Reiss Jones , (C)
어져야한다 의 은 의 을 가리키고 의 은 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 (B) It (C) This internal body clock , (A) It (B)
람들의 신체 시계가 서로 유사하다는 내용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 

가 가장 적절하다(C)-(B)-(A) .⑤ 
구문{ }
It sets [the pace at which you walk], [the speed of your heartbeat], [how quickly you breathe], and •

[how long you sleep].
네 개의 는 에 공통으로 연결되어 의 목적어로 쓰였다[ ] sets sets .⇨ 



Fraisse’s research suggested and Jones’ research stated [that we all have an internal metronome: • — —   
a body clock].

는 와 의 목적어로 쓰였다[ ] suggested stated .⇨ 

강# 4-01 쪽# 064 번# VOCA_05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1. It sets the pace which / at which you walk, the speed of your heartbeat, how quickly you 
breathe, and how long you sleep.
2. Fraisse’s research suggested and Jones’research stated — —that / what we all have an internal 
metronome: a body clock.

정답[ ] 

1. at which 
2. that

해설[ ] 

해석{ }
그것은 우리가 걷는 속도 심장 박동의 빠르기 숨을 얼마나 빨리 쉬는지 그리고 잠을 얼마나 오래 자1. , , , 

는지를 설정한다.
의 연구는 우리 모두에게 내부 메트로놈 즉 신체 시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의 연구2. Fraisse , , Jones

도 그렇게 서술했다.
해설{ }

주어 자동사 의 완전한 절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전치사 관계대명사 형태인 를 써야 한다1. < + > , < + > at which .
과 은 둘 다 와 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을 유도할 수 있는데 주어 동사 목2. that what suggested stated , < + +

적어 로 이루어진 완전한 절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접속사 을 써야 한다 다음에는 불완전한 절> that . what 
이 이어진다.

강# 4-01 쪽# 065 번# 006 문항코드# 7302-0046

문제[ ]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3 ]



 For a true back-to-nature experience, Swedes like to go up north with a backpack and walk in 
the mountains for days.

(A) The trip takes several days and riders stop the raft at the side of the lake at night and make 
camp. This experience is the essence of the idea of getting back to nature and living off the land.
(B) Another back-to-nature experience that Swedes love is rafting. The journey starts at one end of 
a lake where there are many logs from Sweden’ huge timber industry. For a fee, participants make 
their own rafts from the logs and find their way downstream, where the logs are returned for use 
in the timber mills.
(C) Some hikers follow well-established trails and stay overnight in cabins provided for them. 
Other hikers prefer to stay overnight in tents that they carry with them, and these hikers use only 
a map and compass to guide them.

(A) - (C) - (B) ① 
(B) - (A) - (C) ② 
(B) - (C) - (A)③ 
(C) - (A) - (B) ④ 
(C) - (B) - (A)⑤ 

정답[ ] 

5

해설[ ] 

소재{ } 스웨덴 사람들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경험 
해석{ }
진정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위해 스웨덴 사람들은 배낭을 메고 북쪽으로 올라가 여러 날 동안 

산속을 걷는 것을 좋아한다 어떤 등산객들은 잘 조성된 산길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제공된 오두막집. (C) 
에서 숙박을 한다 또 어떤 등산객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가는 텐트에서 숙박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이 . , 
등산객들은 그들을 안내해 주는 지도와 나침반만을 사용한다 스웨덴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연으로 돌. (B) 
아가는 또 다른 경험은 뗏목 타기이다 이 여정은 스웨덴의 거대한 목재 산업에서 나오는 많은 통나무가 . 
있는 호수의 한쪽 끝에서 시작된다 수수료 명목으로 참가자들은 통나무로 그들 자신의 뗏목을 만들고 하. 
류로 가는 길을 찾아가며 거기에서 목재는 제재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반환된다 이 여행은 며칠이 , . (A) 
걸리고 뗏목을 타는 사람들은 밤에 뗏목을 호숫가에 정박시키고 캠프를 만든다 이 경험은 자연으로 돌아. 
가서 자급자족해서 산다는 생각의 핵심이다.
해설{ }
주어진 문장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위해 등산을 하는 스웨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어서 , 

에서 등산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유형을 설명하고 난 다음 에서 또 다른 자연으로 돌아가는 경험으(C) , (B)
로 뗏목 타기를 소개하고 참가자들이 스웨덴의 목재 산업에서 나온 통나무로 뗏목을 만들고 수수료 명목, 
으로 만든 뗏목을 돌려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 에서 뗏목 타기에 소요되는 시간 중간의 활동, (A) , , 
여행의 의미에 대한 설명의 순으로 글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다(C)-(B)-(A) .⑤ 
구문{ }
The journey starts at one end of a lake [where there are many logs from Sweden’s huge timber •

industry].



는 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one end of a lake .⇨ 
Other hikers prefer to stay overnight in tents [that they carry with them], and these hikers use only •

a map and compass [to guide them].
첫 번째 는 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두 번째 는 를 수식하는 부정사[ ] tents , [ ] a map and compass to⇨ 

구이다.

강# 4-01 쪽# 065 번# VOCA_06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1. This experience is the essence of the idea of getting back to nature and lives / living off the 
land.
2. For a fee, participants make their own rafts from the logs and find their way downstream, 
where / which the logs are returned for use in the timber mills.

정답[ ] 

1. living 
2. where

해설[ ] 

해석{ }
이 경험은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급자족해서 산다는 생각의 핵심이다1. .
수수료 명목으로 참가자들은 통나무로 그들 자신의 뗏목을 만들고 하류로 가는 길을 찾아가며 거기에2. , 

서 목재는 제재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반환된다.
해설{ }
전치사 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 과 병렬 구조를 이루는 이 어법에 맞다1. of getting living .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는 쓸 수 없고 앞부분의 내용을 부연 설명해 주는 관계절을 이끄2. which , 

는 가 쓰여야 한다where .

강# 4-01 쪽# 066 번# 007 문항코드# 7302-0047

문제[ ]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3 ]



 It’s hard to believe that what we see at the present moment is not exactly what those objects 
are. We have great faith in scientific achievements, but scientists still admit the limitation of 
science, especially the puzzle about the ontology of our world.

(A) And according to David Bohm, this quantum potential is non-local, not limited by space. It 
contains both mind and consciousness, which impact each other instantly.
(B) David Bohm, an outstanding American-born quantum physicist agreed with the above opinion 
and added: “The electrons that we scientists see appearing and disappearing suddenly and 
continuously changing their structures are controlled by quantum potential.”
(C) Science is not exactly sure about the nature of all phenomena and what conditions are required 
for their manifestations. Immanuel Kant, a German philosopher, once said: “What we know about 
existing reality is from its appearance exactly as we see it. We can never know its real existence 
with the quality of scientific knowledge.”

존재론 양자 퍼텐셜                                              * ontology ** quantum potential 

(A) - (C) - (B) ① 
(B) - (A) - (C) ② 
(B) - (C) - (A)③ 
(C) - (A) - (B) ④ 
(C) - (B) - (A)⑤ 

정답[ ] 

5

해설[ ] 

소재{ } 존재론과 양자 퍼텐셜 
해석{ }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보는 것이 그 물체의 정확한 실상은 아니라고 믿기는 어렵다 우리는 과학의 성과. 
에 대해 큰 믿음을 갖고 있으나 과학자들은 아직도 과학의 한계 특히 우리가 사는 세계의 존재론에 관, , ‘ ’
한 이해하기 힘든 미스터리를 인정한다 과학은 모든 현상들의 본질과 그것이 발현되기 위해서 어떤 . (C)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신하지 못한다 독일의 철학자인 는 이렇게 말한 적. Immanuel Kant
이 있다 우리가 현존하는 실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정확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바로서의 모습으. “
로부터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의 진짜 존재를 과학적 지식의 질적 수준으로 알 수 없습니. 
다 미국 출생의 뛰어난 양자 물리학자인 은 위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 (B) David Bohm
덧붙였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우리 과학자들이 보는 전. “
자들은 양자 퍼텐셜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그리고 에 따르면 이 양자 퍼텐셜은 비국소‘ ’ .” (A) David Bohm , 
적이며 공간에 의해 제약을 받지도 않는다 그것은 정신과 의식 모두를 포함하는데 이것들은 즉각적으로 , . ,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해설{ }
존재론에 관한 과학자들의 생각에 대해 말하는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 내용을 받아서 존재론에 대한 , 

의 의견을 소개하는 가 오고 이 의견을 받아서 이 말한 양자 퍼텐셜을 소개하는 가 온 Kant (C) , Bohm (B)
다음에 양자 퍼텐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러므로 주, (A) . 
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다(C)-(B)-(A) .⑤ 
구문{ }



•It’s hard [to believe {that what we see at the present moment is not exactly what those objects 
are}].

은 형식상의 주어이며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는 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It [ ] . {  } believe .⇨ 
It contains • both mind and consciousness, [which impact each other instantly].

<both ⇨ A and B 는 와 둘 다 라는 뜻이다 는 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 ‘A B ’ . [ ] mind and consciousness
있다.

강# 4-01 쪽# 066 번# VOCA_07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1. It contains both mind and consciousness, that / which impact each other instantly.
2. Science is not exactly sure about the nature of all phenomena and what conditions are / have 
required for their manifestations.

정답[ ] 

1. which 
2. are

해설[ ] 

해석{ }
그것은 정신과 의식 모두를 포함하는데 이것들은 즉각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1. , .
과학은 모든 현상들의 본질과 그것이 발현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신2. 

하지 못한다.
해설{ }

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를 써야 한다 일반적으로 1. mind and consciousness which . 
관계 대명사 은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that .

어떤 조건이 요구되는지 라는 수동의 뜻을 표현하려면 동사 를 써야 한다2. ‘ ’ be are .

강# 4-01 쪽# 067 번# 008 문항코드# 7302-0048

문제[ ]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3 ]



 Suppose that, for whatever reason, there is an increased demand for lead pencils perhaps — 
because a baby boom increases school enrollment. Retail stores will find that they are selling 
more pencils.

(A) In order to induce their suppliers to produce more of these items, they will have to offer 
higher prices for them. The higher prices will induce the suppliers to increase their work force to 
be able to meet the higher demand. To get more workers they will have to offer higher wages or 
better working conditions.
(B) They will order more pencils from their wholesalers. The wholesalers will order more pencils 
from the manufacturers. The manufacturers will order more wood, more brass, more graphite all —
the varied products used to make a pencil.
(C) In this way ripples spread out over ever widening circles, transmitting the information to 
people all over the world that there is a greater demand for pencils or, to be more precise, for —
some product they are engaged in producing, for reasons they may not and need not know.

흑연                                                                            * graphite 

(A) - (C) - (B) ① 
(B) - (A) - (C) ② 
(B) - (C) - (A)③ 
(C) - (A) - (B) ④ 
(C) - (B) - (A)⑤ 

정답[ ] 

2

해설[ ] 

소재{ } 잔물결 효과 
해석{ }
무슨 이유에서 연필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고 상상해 보라 어쩌면 베이비붐이 학교 입학을 늘리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소매점들은 자신들이 더 많은 연필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도매상. . (B) 
들에 더 많은 연필을 주문할 것이다 도매상들은 제조 업자들에게 더 많은 연필을 주문할 것이다 제조업. . 
자들은 더 많은 목재 더 많은 놋쇠 더 많은 흑연과 같은 연필 제조에 사용되는 온갖 다양한 제품들을 , , 
주문할 것이다 재료 공급자들이 이런 물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물품. (A) 
들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더 높아진 가격은 재료 공급자들로 하여금 노동력을 증가. 
시켜 더 높아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할 것이다 더 많은 노동자를 얻기 위해 그들은 더 높은 임금이. 
나 더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런식으로 잔물결이 범위가 점점 늘어나면서 퍼져 나. (C) 
가서 연필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제품의 수요가 그들이 알지 못할 , 
수도 있고 알 필요도 없는 이유로 인해 더 커졌다는 정보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해설{ }
연필의 수요 증가를 통해 잔물결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연필에 대한 수요가 늘어 소매점, 
들에서 연필이 더 많이 팔린다는 주어진 글에 이어 도매상들과 제조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 

가 이어져야 한다 다시 재료 공급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가 이어져야 하고 잔물결 효과(B) . (A) , 
가 넓은 범위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결론짓는 가 마지막에 와야 한다 그러(C) . 
므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다(B)-(A)-(C) .② 



구문{ }
Suppose [that, for whatever reason, there is an increased demand for lead pencils perhaps because• — 

a baby boom increases school enrollment].
는 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 suppose .⇨ 

In this way ripples spread out over ever widening circles, [transmitting • the information to people 
all over the world { that there is a greater demand for pencils or, to be more precise, for some — 
product they are engaged in producing, for reasons they may not and need not know}].

는 분사구문으로 앞에 있는 절 전체를 의미상의 주어로 삼아 그것을 부연 설명한다 는 [ ] .  {  } the ⇨ 
과 동격 관계이다information .

강# 4-01 쪽# 067 번# VOCA_08 문항코드#

문제[ ]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1. Retail stores will find that / what they are selling more pencils.
2. The manufacturers will order more wood, more brass, more graphite all the varied products —
using / used to make a pencil.

정답[ ] 

1. that
2. used

해설[ ] 

해석{ }
소매점들은 자신들이 더 많은 연필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1. .
제조업자들은 더 많은 목재 더 많은 놋쇠 더 많은 흑연과 같은 연필 제조에 사용되는 온갖 다양한 제2. , , 

품들을 주문할 것이다.
해설{ }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된 완전한 절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접속사 이 적절하다1. , , that .
의미상의 주어인 가 분사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해석되므로 수동의 뜻을 표2. all the varied products

현하는 과거분사 가 적절하다used .

부1 문장 위치의 함정 Page 068
강1 문장 위치의 함정

강# 5-01 쪽# 068 번# 001 문항코드# 7302-0049

문제[ ]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 



 Most readers of reports and papers are reading the documents because they are interested in, 
and know something about, the subject.

 What is the best order for a report, paper or other technical document? Of course, it must be 
logical; but that means simply that the paper must have connection and sequence, and a variety of 
orders is possible under this heading. Too many writers interpret the term logical to mean 
chronological, and it has become habitual to begin reports and papers with careful reviews of 
previous work. ( ) Usually, this is tactically weak. ( ) Therefore, to rehearse to them the ① ② 
findings of previous work is simply to bore them with unnecessary reminders. ( ) The ③ 
interesting thing for them is the new information the new findings and conclusions. ( ) So it ─ ④ 
is usually best to start with those pieces of information. ( ) To give a long chronological ⑤ 
account of work or procedures is normally appropriate only when the essential point of the paper 
is the chronological sequence.

연대순의                                                                      * chronological: 

정답[ ] 

2

해설[ ] 

소재{ } 보고서와 논문의 내용 제시 순서 
해석{ }
보고서 논문 또는 여타 전문적인 문서에 가장 좋은 순서는 무엇인가 물론 그것은 논리적이어야 하지만, ? , 
그것은 그 논문이 연관성과 순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며 이러한 표제 하에 다양한 , 
순서가 가능하다 글을 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 이라는 용어를 연대기적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하. ‘ ’
고 보고서와 논문을 이전 작업에 대한 주의 깊은 재검토로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대개의 경우 이. 
것은 전술적으로 취약하다. 보고서와 논문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제에 흥미를 갖고 있고 그 주

제에 관해 뭔가 알기 때문에 그 문서를 읽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전 작업의 연구 결과를 되풀이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상기시키는 것으로 그들을 지루하게 할 따름이다 그들에게 흥미로운 것은 새로운 정보. , 
즉 새로운 연구 결과와 결론이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로 시작하는 것이 대체로 가장 좋다 작업이나 절차. . 
에 관한 긴 연대기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보통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연대기적 순서일 때에만 적절하‘ ’ 
다.
해설{ }
주어진 문장이 보고서와 논문을 읽는 사람들이 그 문서를 읽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지루하, 
게 하거나 그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연구 결과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 앞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가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다. .②
구문{ }
Too many writers • interpret the term logical to mean chronological, and it has become habitual [to 

begin reports and papers with careful reviews of previous work].
은 을 이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다 라는 뜻이다 은 형식상의 주어<interpret ~ to mean ...> ‘~ [ ] ’ . it…!

이고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 .
[To give a long chronological account of work or procedures] is normally appropriate • only [when 

{the essential point of the paper} is { the chronological sequence}].
첫 번째 가 전체 문장의 주어이고 첫 번째 가 동사이다 두 번째 는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 , is . [ ] . ⇨ 



부사절에서 첫 번째  가 주어 가 동사 두 번째  가 주격 보어이다{  } , is , {  } .

강# 5-01 쪽# 070 번# 001 문항코드# 7302-0050

문제[ ]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점, ? [2 ]

 However, our Western notion of equating slimness with physical beauty is hardly universally 
accepted.

 Even our body shape is related to a large extent to our cultural ideas. In the Western world, 
people go to considerable lengths to become as slender as possible. ( ) They spend millions of ① 
dollars each year on running shoes, diet plans, appetite suppressants, and health spa memberships 
to help them lose weight. ( ) In large parts of Africa, for example, Western women are ② 
perceived as emaciated and considered to be singularly unattractive. ( ) This point was made ③ 
painfully obvious to me when I was conducting fieldwork in Kenya. ( ) After months of living ④ 
in Kenya, I learned that many of my male Kikuyu friends pitied me for having such an 
unattractive wife (five feet five inches tall and 114 pounds). ( ) Kikuyu friends often came by ⑤ 
my house with a bowl of food or a chicken and discreetly whispered, “This is for your wife.”

여윈 쇠약한                                                                    * emaciated , 

정답[ ] 

2

해설[ ] 

소재{ } 아름다운 체형에 대한 문화마다 다른 관점 
해석{ }
우리의 체형조차도 우리의 문화적인 관념과 매우 관련이 있다 서구 세계에서 사람들은 가능한 한 날씬해. 
지려고 상당히 많은 애를 쓴다 그들은 매년 자신들이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운동화 다이어트 . , 
계획 식욕 억제제 그리고 건강 관리 클럽 회원권에 수백만 달러를 쓴다, , . 그러나 날씬함을 신체적 아름다

움과 동일시하는 우리 서구의 개념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많

은 지역에서 서구 여성들은 여윈 것으로 인식되고 아주 매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점은 내가 케냐. 
에서 현장 연구를 수행 중일 때 고통스러울 정도로 분명해졌다 케냐에서 여러 달 살고 난 이후에 나는. , 

족 남성친구들이 내가 키가 피트 인치에 체중이 파운드인 그렇게 매력 없는 아내를 가진 Kikuyu ( 5 5 114 ) 
것에 대해 나를 동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족 친구들은 자주 음식 한 접시나 닭 한 마리를 . Kikuyu 
가지고 나의 집에 들러서 이것은 당신 아내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 .
해설{ }
앞에서는 서구 사람들이 체중을 줄이고 날씬해지려고 애쓴다는 내용이 나왔고 다음에는 아프리카, ② ② 

의 많은 지역에서 서구 여성들이 여위고 매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나와서 글의 흐름이 단

절되었다 따라서 역접의 연결사와 함께 날씬함을 신체적 아름다움과 동일시하는 서구의 개념이 보편적. ‘
인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이 에 들어가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진다’ .②
구문{ }



They • spend millions of dollars each year on running shoes, diet plans, appetite suppressants, and
health spa memberships to help them lose weight.

에 돈을 쓰다 라는 의미를 갖는 돈 명사구 의 구조가 쓰였다‘~ ’ <spend + + on + > .⇨ 
After months of living in Kenya, I learned [that many of my male Kikuyu friends • pitied me for 

having such an unattractive wife (five feet five inches tall and 114 pounds)].
는 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절이다 명사절에서 때문에 를 동정하다 의 의미인 [ ] learned . ‘B A ’ <pity ⇨ 

A for B 의 구조가 사용되었다 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에 해당하는 말이 동명사로 시작되고 있다> . for B .

강# 5-01 쪽# 070 번# VOCA_01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뜻풀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1. s           : thin especially in an attractive or graceful way
2. s           : a drug that prevents or controls something
3. f           : the work of gathering information by going into the field

정답[ ] 

1. slender 
2. suppressant 
3. fieldwork

해설[ ] 

해석{ }
날씬한 특히 매력적이거나 우아한 방식으로 마른1. : 
억제제 어떤 것을 방지하거나 조절하는 약2. : 
현장 연구 현장에 나감으로써 정보를 수집하는 일3. : 

해설{ }
날씬한 는 매력적이고 우아하게 몸이 마른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1. slender( ) .

억제제 는 어떤 것을 방지하거나 조절해 주는 약품이다2. suppressant( ) .
현장 연구는 현장에 나가서 정보를 수집하는 일 을 뜻한다3. fieldwork( ) ‘ ’ .

강# 5-01 쪽# 071 번# 002 문항코드# 7302-0051

문제[ ]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점, ? [2 ]



 This means that a person depends on nobody besides himself for money, which is a big part 
of being independent.

 To be truly independent would be to be at least eighteen and to be living her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You are guaranteed to be free and independent the rest of your life, just ① 
as long as you abide by the rules of the nation, and do not violate the rights and freedoms that 
belong to everyone else here in America. ( ) One reason why I chose the age of eighteen for ② 
the minimum age to be free is because that is the age at which American citizens are considered 
adults and are permitted to vote in elections. ( ) The right to vote is one right that makes a ③ 
person more independent. ( ) Another thing that would make a person truly independent is ④ 
financial independence. ( )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many more rights and freedoms that ⑤ 
make people truly independent, such as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freedom of press.

정답[ ] 

5

해설[ ] 

소재{ } 진정한 독립의 의미 
해석{ }
진정으로 독립한다는 것은 최소한 세가 되어 이곳 미국에서 사는 것이 될 것이다 다만 국가의 법률을 18 . 
지키고 이곳 미국에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 속한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남은 인생 동, 
안 자유롭게 독립해서 사는 것이 보장된다 내가 자유롭기 위한 최소한의 연령으로 세를 선택한 한 가. 18
지 이유는 그것이 미국 시민들이 성인으로 여겨져서 선거에서 투표를 하도록 허용되는 나이이기 때문이

다 투표권은 한 사람을 더 독립적으로 만들어 주는 한 가지 권리이다 한 사람을 진정으로 독립하게 만. . 
들어 주는 다른 한 가지는 재정적인 독립일 것이다. 이것은 돈을 얻기 위해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

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독립적이 되는 데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 
미국에는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와 같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독립적이게 해 주는 더욱 많은 권리와 

자유가 있다.
해설{ }
재정적으로 독립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주어진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주어, 
진 문장은 재정적 독립에 대해 말한 문장 바로 뒤인 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⑤
구문{ }
[To be truly independent] • would be [to be at least eighteen and to be living her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첫 번째 는 문장의 주어이며 가 동사 부분이고 두 번째 가 주격 보어이다[ ] would be , [ ] .⇨ 

You are guaranteed to be free and independent the rest of your life, [just • as long as you abide by
the rules of the nation, and do not violate the rights and freedoms {that belong to everyone else} here 
in America].

에서 는 하는 한 이라는 뜻이다 는 를 수식한다[ ] as long as ‘~ ’ .  {  } the rights and freedoms .⇨ 

강# 5-01 쪽# 071 번# VOCA_02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단어의 뜻풀이로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하세요.

1. guarantee ㆍ ㆍ a. the least possible

2. minimum ㆍ ㆍ
b. to go, especially forcefully, into a situation 
which should be treated with respect

3. violate ㆍ ㆍ
c. to promise that something is true or will 
happen

정답[ ] 

1. ⓒ 
2. ⓐ 
3. ⓑ

해설[ ] 

해석{ }
보장하다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혹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다1. : 
최소한의 가능한 가장 적은2. : 
침해하다 존중되어야 하는 어떤 상황에 특히 강제로 들어가다3. : , , 

해설{ }
보장하다 는 어떤 것이 사실이거나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다 라는 뜻이다1. guarantee( ) ‘ ’ .
최소한의 은 가능한 가장 적은 이라는 뜻이다2. minimum( ) ‘ ’ .

침해하다 는 존중되어야 하는 어떤 상황에 특히 강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3. violate( ) , , .

강# 5-01 쪽# 072 번# 003 문항코드# 7302-0052

문제[ ]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점, ? [2 ]

 Evidently, the development of motion pictures and radio broadcasting undermined the market 
for local theater, with the Great Depression contributing the final blow.

 The world of theater in the United States has changed shape almost continuously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From the 1920s through the 1940s “Broadway” was virtually synonymous with 
“American theater.” That had not always been the case, however. ( ) In the nineteenth and ① 
early twentieth centuries, theater had also thrived outside New York. ( ) There were active ② 
playhouses in all major cities and in many smaller ones. ( ) Typically they either housed a local ③ 
stock or repertory organization or were visited by touring companies, of which there were 
reportedly several hundred. ( ) The number of active local theaters declined precipitously, ④ 
however, after the second decade of the twentieth century. ( ) The Little Theater movement of ⑤ 
the 1920s and 1930s, although it had high aspirations as an alternative to what its participants 
regarded as the excessive commercialism of Broadway, also failed to survive the double blow of 
the Depression followed by mobilization for war.



정답[ ] 

5

해설[ ] 

소재{ } 미국 극장의 성쇠 
해석{ }
미국의 극장계는 세기 동안 거의 지속적으로 모습을 바꿔 왔다 년대에서 년대까지 브로드웨20 . 1920 1940 ‘
이 는 사실상 미국 극장 과 같은 뜻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사실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세기와 ’ ‘ ’ . . 19 20
세기 초반 극장은 뉴욕 밖에서도 또한 번창했었다 모든 주요 도시와 많은 더 작은 도시에 극장이 영업, . 
하고 있었다 전형적으로 그것 극장 들은 현지 스토크 극단 배우들이 주식을 소유한 연극 단체 혹은 레퍼. [ ] [ ] 
토리 극단레퍼토리를 가지고 공연하는 상주 전문 연극 극단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순회하는 회사들의 방[ ]
문을 받았는데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 수가 수백이었다 하지만 영업하는 현지 극장의 수는 세기 두 , . 20
번째 년 이후 가파르게 감소했다10 . 분명 영화와 라디오 방송의 발달이 지방 극장 시장을 서서히 쇠퇴시, 
켰고 대공황이 결정타를 제공했다, 년대와 년대의 소극장 운동은 비록 그 운동의 참여자가 브. 1920 1930 ‘ ’ 
로드웨이의 과도한 상업주의로 여겼던 것의 대안으로서의 커다란 열망이 그 운동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공황과 그 뒤에 이어진 전쟁 동원이라는 이중의 타격을 또한 견뎌 내지 못했다.
해설{ }
미국 극장의 성쇠에 관한 글인데 주어진 글은 극장의 쇠락 원인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로 연결되, , however
어 극장의 쇠락을 언급하고 있는 문장 다음인 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⑤
구문{ }
Evidently, the development of motion pictures and radio broadcasting undermined the market for •

local theater, [with the Great Depression contributing the final blow].
는 분사구문으로 이 분사 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였으며 주절에 부[ ] the Great Depression contributing⇨ 

수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나타낸다.
Typically they • either [ housed a local stock or repertory organization] or [were visited by touring

companies,  {of which there were reportedly several hundred}].
두 개의 는 와 둘 중 하나 를 뜻하는 [ ] ‘A B ’ <either ⇨ A or B 구문에서 와 가 병렬 구조로 연결된 > A B

형태이다 는 관계절로 를 선행사로 삼아 이를 부연 설명한다. {  } touring companies .

강# 5-01 쪽# 072 번# VOCA_03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단어의 뜻풀이로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하세요.

1. thrive ㆍ ㆍ a. to grow, develop, or be successful
2. contribute ㆍ ㆍ b. to give money, help, ideas, etc.
3. undermine ㆍ ㆍ c. to gradually make something less strong

정답[ ] 

1. ⓐ 
2. ⓑ 
3. ⓒ



해설[ ] 

해석{ }
번창하다 성장하거나 발전하거나 성공하다1. : , , 
제공하다 돈 도움 아이디어 등을 주다2. : , , 
서서히 쇠퇴시키다 서서히 무언가가 덜 강해지도록 만들다3. : 

해설{ }
번창하다 는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것과 관련 있다1. thrive( ) .

제공하다 는 무언가를 제공하다 라는 뜻이다2. contribute( ) ‘ ’ .
서서히 쇠퇴시키다 은 손상을 주어 서서히 약해지도록 만드는 것과 관련 있다3. undermine( ) .

강# 5-01 쪽# 073 번# 004 문항코드# 7302-0053

문제[ ]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점, ? [3 ]

 This includes assumptions, values, attitudes towards authority, risk taking, punctuality, 
communication patterns, how status is defined and how power is distributed in society.

 The Danish writer Kalervo Oberg uses the analogy of an iceberg to describe visible and invisible 
culture. ( ) Visible culture is what appears above the waves, for example, the explicit culture. ( ① 

) This can be relatively easily observed, even by those who have only a limited exposure to a ② 
new culture, for example, tourists and infrequent business travellers, although its significance may 
not be fully recognized. ( ) On the other hand, the invisible culture is what lies below the ③ 
waves: the implicit culture. ( ) The assumptions, at the deepest level, are the most important ④ 
levels of culture and the most difficult to understand. ( ) We can at least be aware of the ⑤ 
differences that exist and can develop sensitivity so that we are prepared for any ‘Surprises’ when 
they occur.

정답[ ] 

4

해설[ ] 

소재{ } 명시적인 문화와 암시적인 문화 
해석{ }
덴마크의 작가 는 눈에 보이는 문화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를 묘사하기 위해 빙산의 비Kalervo Oberg
유를 사용한다 예컨대 가시적인 문화는 파도 위에 나타나는 것으로 명시적인 문화이다 이것은 그 의미. , , . 
가 충분히 인지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관광객들과 드물게 사업차 여행하는 사람들처럼 새로운 , 
문화에 단지 제한적으로 노출되는 사람들에게조차 비교적 쉽게 관찰될 수 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 
문화는 파도 아래에 놓인 것 즉 암시적인 문화이다, . 이것은 전제 가치관 권위에 대한 태도 위험 감수, , , , 
시간 엄수 의사소통 유형 사회에서 지위가 규정되는 방식과 권력이 분배되는 방식을 포함한다, , 가장 심. 
오한 단계에 있는 전제는 문화의 가장 중요한 단계이고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어떤 놀라운 일들. ‘ ’
이 발생할 때 그것들에 준비가 되어 있기 위해 적어도 존재하는 차이점들을 인식하고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다.



해설{ }
주어진 문장의 는 앞에 나온 암시적인 문화 를 가리키며 주어진 문장은 암시This (the implicit culture) , ④ 
적인 문화에 포함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가장 적절한 위. 
치는 이다.④
구문{ }
This can be relatively easily observed, even by those [who have only a limited exposure to a new•

culture, for example, tourists and infrequent business travellers], [although its significance may not be
fully recognized].
첫 번째 는 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두 번째 는 가 이끄는 부사절이다[ ] those , [ ] although .⇨ 

We [can at least be aware of the differences that exist] and [can develop sensitivity {• so that we are
prepared for any ‘surprises’ when they occur}].

주어 에 두 개의 가 병렬 구조를 이루며 연결되어 있다 에는 주어 동사 의 We [ ] .  {  } <so that + + >⇨ 
구문이 사용되어 하기 위해 또는 하도록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 ‘~ ’ .

강# 5-01 쪽# 073 번# VOCA_04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뜻풀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1. a           : a comparison of two things based on their being alike in some way
2. e           : expressed in a way that is very clear and direct
3. s           : the ability to understand other people’s feelings and problems

정답[ ] 

1. analogy 
2. explicit 
3. sensitivity

해설[ ] 

해석{ }
비유 어떤 면에서 두 가지가 닮은 것에 근거하여 한 비교1. : 
명시적인 아주 분명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현된2. : 
민감성 감각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3. [ ]: 

해설{ }
비유 는 닮은 것에 근거하여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 을 뜻한다1. analogy( ) ‘ ’ .
명시적인 은 분명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한다2. explicit( ) .

민감성 감각 는 남들의 감정과 문제를 잘 이해하는 능력 을 뜻한다3. sensitivity( , ) ‘ ’ .

강# 5-01 쪽# 074 번# 005 문항코드# 7302-0054

문제[ ]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점, ? [3 ]



 Open up any dictionary, and you will find that these terms provide meanings for one another.

 To a physicist, power is the rate of doing work or the rate of transferring energy. Power is equal 
to energy divided by time, where energy is measured in joules and time in seconds. The unit of 
power is the watt. ( ) Misconceptions are common in physics, and power is no exception. ( ) ① ② 
The confusion arises from the interchangeability of usage of the terms like force, energy, power, 
and strength by laymen. ( ) The distinctions of meanings are never made clear to dictionary ③ 
users. ( ) In fact, force, which is measured in newtons, can never be equated to energy in ④ 
joules or to power in watts. ( ) Electricity is the propelling force of and the single most ⑤ 
important factor behind modern technology; and electrical power is the product of its voltage and 
the current.

줄 에너지 일의 단위                                                                     * joule ( · )

정답[ ] 

3

해설[ ] 

소재{ } 물리학 용어 개념의 혼란 
해석{ }
물리학자에게 일률은 일을 하는 비율 혹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비율이다 일률은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 
것과 같은데 여기서 에너지는 줄과 초로 나타낸 시간으로 측정된다 일률의 단위는 와트이다 물리학에서 , . . 
오해는 흔한데 일률도 예외가 아니다 혼란은 힘 에너지 일률 세기와 같은 용어들을 비전문가들이 서로 , . , , , 
바꿔서 사용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어느 사전이라도 펴 보면 이 용어들이 서로를 위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 의미들의 차이는 사전 사용자들에게 결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 사실 뉴 . , 
턴으로 측정되는 힘은 결코 줄로 측정되는 에너지나 와트로 측정되는 일률과 같을 수 없다 전기는 현대. 
의 기술을 추진하는 힘이고 현대의 기술의 이면에 있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전력은 전기의 

전압과 전류의 생성물이다.
해설{ }
사전을 찾아보면 이러한 용어들을 이용하여 각 용어들의 의미를 설명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내용

의 주어진 문장은 여러 용어들에 대해 언급한 문장과 사전에서 이러한 용어들의 의미 차이를 독자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문장 사이인 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③
구문{ }

•Open up any dictionary, and you will find [that these terms provide meanings for one another].
명령문 다음에 를 써서 해라 그러면 할 것이다 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는 의 <, and ~> ‘ , ~ ’ . [ ] find⇨ …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In fact, force, [which is measured in newtons], can never be equated to energy in joules or to •

power in watts.
문장의 주어는 이며 는 를 보충 설명하는 관계절이다force , [ ] force .⇨ 

강# 5-01 쪽# 074 번# VOCA_05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단어의 뜻풀이로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하세요.

1. layman ㆍ ㆍ
a. a person who is not trained in a particular 
subject

2. propel ㆍ ㆍ
b. a word or expression used in relation to a 
particular subject

3. term ㆍ ㆍ
c. to push or move something somewhere, often 
with a lot of force

정답[ ] 

1. ⓐ 
2. ⓒ 
3. ⓑ

해설[ ] 

해석{ }
비전문가 특정한 분야에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1. : 
추진하다 흔히 많은 양의 힘으로 어떤 것을 어딘가로 밀거나 움직이다2. : 
용어 특정한 주제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단어나 표현3. : 

해설{ }
비전문가 은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적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1. layman( ) .
추진하다 은 힘을 이용하여 어떤 것을 움직이게 하다 라는 뜻이다2. propel( ) ‘ ’ .

용어 은 특정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말을 뜻한다3. term( ) ‘ ’ .

강# 5-01 쪽# 075 번# 006 문항코드# 7302-0055

문제[ ]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점, ? [3 ]

 There are also deviations from this rule of thumb; for example, Andrea may trust a high-risk 
venture of low value, but not a medium risk transaction of high value.

 Risk is an intrinsic part of everyday life. It is normally expressed in terms of a monetary loss. 
For service transactions, the risk is dependent on a number of factors, such as the cost of the 
transaction and the capital loss or gain that could be incurred. ( ) A trust relationship is ① 
normally established between trustor and trustee when both can ascertain that the risk involved in 
performing the transaction is low. ( ) Thus,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lower the risk, the ② 
more trust one is willing to place. ( ) High-stakes gamblers in Las Vegas may trust highly ③ 
valued, highly risky transactions. ( ) Thus, when the payoff is significant, the risk may be ④ 
ignored. ( ) An analysis of the rules utilized during the formation of e-service trust relationships ⑤ 
highlights similar trends.

신탁자 신탁 관리자                                                          * trustor ** trustee 

정답[ ] 

3



해설[ ] 

소재{ } 서비스 거래에 있어서의 위험 요소의 다양한 적용 
해석{ }
위험 요소는 일상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것은 보통 금전적 손실에 의해 표현된다 서비스 거래에 . . 
있어서 위험 요소는 거래의 비용과 초래될 수 있는 자본의 손실 혹은 증가와 같은 여러 요인에 달려 있

다 신탁자와 신탁 관리자 모두 거래 수행에 수반되는 위험 요소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보통 . 
신탁자와 신탁 관리자 사이에 신뢰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위험 요소가 더 낮을수록 사람들은 기꺼이 . 
더 많은 신뢰를 두게 된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이런 경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도 또한 있는데 예를 들, 
어 는 낮은 교환 가치의 위험 요소가 높은 모험적 사업은 신뢰하지만 교환 가치가 높은 중간 Andrea ( ) , ( ) 
정도의 위험 요소가 있는 거래는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큰돈을 거는 도박가들은 . 
교환 가치가 매우 높은 매우 위험한 거래를 신뢰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수익이 상당한 경우 위험 요( ) , . , 
소는 무시될 수도 있다 전자 서비스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동안에 사용된 규칙의 분석도 비슷한 경향을 . 
강조한다.
해설{ }
위험 요소의 적용에 관한 글인데 경험 법칙에서 벗어난 것을 설명하면서 위험 요소가 높은 경우에도 신, 
뢰가 형성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주어진 글은 위험 요소가 낮을 수록 더 많은 신뢰가 형성된다는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한 다음인 에 들어가야 한다 이어지는 라스베이거스의 도박가들과 관련한 내용이 . ③
주어진 문장을 부연하여 설명한다.
구문{ }
For service transactions, the risk is dependent on a number of factors, such as the cost of the •

transaction and the capital loss or gain [that could be incurred].
는 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the capital loss or gain .⇨ 

Thus, •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lower the risk, the more trust one is willing to place].
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안에는 더 할수록 더욱 하다 라는 뜻의 it [ ] . [ ] ‘ ~ , ’ <the ⇨ …

비교급 비교급 의 표현이 쓰였다+ ~, the + ...> .

강# 5-01 쪽# 075 번# VOCA_06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단어의 뜻풀이로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하세요.

1. capital ㆍ ㆍ a. money used in business
2. deviation ㆍ ㆍ b. a difference from what is usual or expected

3. formation ㆍ ㆍ
c. the development of something into a particular 
shape

정답[ ] 

1. ⓐ 
2. ⓑ 
3. ⓒ

해설[ ] 



해석{ }
자본 사업에 사용되는 돈1. : 
벗어난 것 흔히 있거나 기대되는 것과의 차이2. : 
형성 무언가의 특정한 형태로의 개발3. : 

해설{ }
자본 은 사업을 위한 돈이다1. capital( ) .
벗어난 것 은 기존의 것과 차이가 있음을 말한다2. deviation( ) .
형성 은 특정한 형태로 무언가가 개발되는 것 이다3. formation( ) .

강# 5-01 쪽# 076 번# 007 문항코드# 7302-0056

문제[ ]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점, ? [3 ]

 These new ways of gathering food in turn provided extra fuel to the ancestral human body, 
permitting an expansion in human brain size.

 Bipedalism was foremost among human adaptations to the savannah, and one possible reason for 
the shift to walking on two legs was the scarcity of shade trees. ( ) Standing means that less ① 
surface area is exposed to sunlight, which allowed our ancestors to forage during parts of the day 
that were too hot for their predators and competitors. ( ) Standing upright also left their hands ② 
free for other tasks, such as scavenging and butchering meat. ( ) The brain is an extremely ③ 
energy-hungry organ, and for ours to have grown so big 1.5 kilograms on average required a — —
regular supply of calories. ( ) Some time after this expansion in brain size, anthropologists find ④ 
the first sign of stone tools, around 2.5 million years ago. ( ) And these tools allowed early ⑤ 
humans to be even more effective at butchering scavenged animal carcasses, and to provide even 
more energy to supply still bigger brains.

두 발 보행                                                                       * bipedalism 

정답[ ] 

3

해설[ ] 

소재{ } 두 발 보행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 
해석{ }
두 발 보행은 사바나에 대한 인간의 적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며 두 발로 걷는 것으로의 전환의 ,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그늘을 만드는 나무의 부족이었다 두 발로 선다는 것은 더 적은 면적이 햇빛에 . ( )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자신들의 포식자와 경쟁자들에게는 몹시 더웠던 하루 , 
중의 시간 동안에 식량을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직립은 또한 먹을 것을 뒤져서 찾고 고기를 도. 
살하는 것과 같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자유롭게 해 주었다. 이러한 새로운 식량 채집 방

식은 결과적으로 선조들의 신체에 여분의 연료를 제공했으며 인간의 뇌 크기가 확장되는 것을 허용했다, . 
뇌는 대단히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며 우리 자신의 뇌가 그렇게 커지기 위해서는 평균 킬로그, ( 1.5
램으로 규칙적인 칼로리 공급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뇌 크기의 확장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약 만 년 ) . 250



전에 있었던 석기의 최초 징후를 인류학자들은 발견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구는 초기 인류가 뒤져서 찾아. 
낸 동물의 사체를 정육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게 했고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여 더욱 더 커진 , 
뇌에 공급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해설{ }
주어진 문장에서 는 앞에서 직립으로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먹이를 These new ways of gathering food ③ 
뒤져서 찾고 고기를 도살하게 된 것을 말하며 다음에 갑자기 뇌에 대한 언급이 나와서 글의 흐름이 , ③ 
단절되었다 그러므로 직립으로 인해 먹이를 얻는 방법이 달라진 것이 뇌가 확장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내. 
용의 주어진 문장이 에 들어가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진다.③
구문{ }
Standing means [that less surface area is exposed to sunlight], • which allowed our ancestors to 

forage during parts of the day [that were too hot for their predators and competitors].
첫 번째 는 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절이며 는 첫 번째 의 내용을 선행사로 취하[ ] means , which [ ]⇨ 

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이다 두 번째 는 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 parts of the day .
The brain is an extremely energy-hungry organ, • and [for ours to have grown so big] 1.5 ― 

kilograms on average required a regular supply of calories.― 
를 중심으로 두 개의 절이 연결되었으며 는 의미상의 주어를 포함한 부정사구로 동사 and , [ ] to⇨ 
의 주어로 쓰였다required .

강# 5-01 쪽# 076 번# VOCA_07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뜻풀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1. s            : to search through waste for things that can be used or eaten
2. c            : the body of a dead animal
3. p            : an animal that kills and eats other animals

정답[ ] 

1. scavenge 
2. carcass 
3. predator

해설[ ] 

해석{ }
쓰레기 등에서 먹이를 찾다 사용하거나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 쓰레기를 뒤지다1. ( ) : 
사체 죽은 동물의 시체2. : 
포식자 육식 동물 다른 동물을 죽여서 먹는 동물3. , : 

해설{ }
먹이를 찾다 는 사용하거나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 쓰레기를 뒤지다 라는 뜻이다1. scavenge( ) ‘ ’ .

사체 는 죽은 동물의 몸을 뜻한다2. carcass( ) ‘ ’ .
포식자 육식 동물 는 다른 동물을 죽여서 먹는 동물 이라는 뜻이다3. predator( , ) ‘ ’ .



강# 5-01 쪽# 077 번# 008 문항코드# 7302-0057

문제[ ]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점, ? [3 ]

 On the other side, if he has lied to me out of malice rather than natural embarrassment, or 
tried to exploit or browbeat me, I will not shake hands with him.

 As a psychiatrist, I have interviews with my patients. By the end of the interview I know a great 
deal about the patient, and he knows something about me. ( ) Thus, when he leaves, I make a ① 
point of shaking hands with him, and I know enough about him to know how to do it properly. ( 

) This handshake means something very important to him: that I am accepting him even after ② 
he has told me all the ‘bad’ things about himself. ( ) If he needs comforting, my handshake is ③ 
such that it will comfort him; if he needs assertion of his masculinity, my handshake will evoke 
his masculinity. ( ) This is not a carefully thought out device to seduce the patient; it is a ④ 
spontaneous and freely-given recognition of him as I now know him after talking for an hour with 
him about his most intimate concerns. ( ) This is to make him know that he will have to ⑤ 
behave differently if he wants me on his side.

협박하다                                                                            * browbeat 

정답[ ] 

5

해설[ ] 

소재{ } 정신과 의사와 환자의 상담 후의 교감 
해석{ }
정신과 의사로서 나는 환자들과 상담을 한다 상담이 끝날 때쯤 나는 그 환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 
며 그도 나에 대해 뭔가 알게 된다 그래서 그가 떠날 때에 나는 으레 그와 악수를 하며 나는 그것을 적. 
절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그에 대해서 충분히 안다 이 악수는 그에게 매우 중요한 . 
것 즉 그가 자신에 관한 모든 나쁜 것들을 나에게 말한 후에도 내가 그를 받아 들인다는 것을 의미한, ‘ ’ 
다 그가 위로를 필요로 하면 나의 악수는 그를 위로해 주는 그런 악수가 될 것이며 그가 자신의 남성성. , , 
을 단언하는 것을 필요로 하면 나의 악수는 그의 남성성을 일깨워 줄 것이다 이것은 환자의 마음을 꾀기 . 
위해서 주도면밀하게 생각해 낸 계책이 아니라 그의 가장 은밀한 걱정거리에 대해 그와 함께 한 시간 동

안 대화를 나눈 후에 이제 내가 그에 대해 알게 된 그에 대한 자연스럽고 거리낌 없는 인식이다, . 다른 

한편으로 그가 자연적인 난처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악의에 의해서 나에게 거짓말을 했거나 나를 부당하게 , 
이용하거나 협박하려고 했다면 나는 그와 악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 이것은 내가 그의 편이 되어 주기를 
원한다면 그가 다르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기 위한 것이다.
해설{ }
필자와 상담을 한 환자가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했거나 필자를 이용하거나 협박하려고 했다면 그런 환자

와는 악수를 하지 않을 거라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은 악수를 하지 않는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한 문장 바

로 앞인 의 위치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⑤
구문{ }
This handshake means [something very important to him]: [that I am accepting him {even after he •



has told me all the ‘bad’ things about himself}].
첫 번째 는 의 목적어이고 두 번째 는 첫 번째 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절이다 는 때[ ] means , [ ] [ ] . { }⇨ 

를 나타내는 절이다.
This is to • make him know [that he will have to behave differently if he wants me on his side].

가 사역동사이므로 목적어 다음에 원형부정사 를 쓴 것이다 는 의 목적어 역할을 make know . [ ] know⇨ 
하는 명사절이다.

강# 5-01 쪽# 077 번# VOCA_08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단어의 뜻풀이로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하세요.

1. evoke ㆍ ㆍ
a. the feeling of wanting to harm or upset 
someone

2. malice ㆍ ㆍ b. to make someone remember something

3. seduce ㆍ ㆍ
c. to persuade someone to do something they 
would not normally do

정답[ ] 

1. ⓑ 
2. ⓐ 
3. ⓒ

해설[ ] 

해석{ }
일깨워 주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기억나게 하다1. : 
악의 어떤 사람을 해하거나 속상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2. : 
꾀다 어떤 사람을 설득하여 보통은 하지 않을 일을 하게 하다3. : 

해설{ }
일깨워 주다 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기억나게 해 주다 라는 뜻이다1. evoke( ) ‘ ’ .
악의 는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마음을 말한다2. malice( ) .
꾀다 는 어떤 사람을 설득하여 일반적으로 하지 않을 일을 하도록 만들다 라는 뜻이다3. seduce( ) ‘ ’ .

부1 요약문 완성의 함정 Page 078
강1 요약문 완성의 함정

강# 6-01 쪽# 078 번# 001 문항코드# 7302-0058

문제[ ]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와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B) ? 



 The impacts of tourism on the environment are evident to scientists, but not all residents attribute 
environmental damage to tourism. Residents commonly have positive views on the economic and 
some sociocultural influences of tourism on quality of life, but their reactions to environmental 
impacts are mixed. Some residents feel tourism provides more parks and recreation areas, improves 
the quality of the roads and public facilities, and does not contribute to ecological decline. Many 
do not blame tourism for traffic problems, overcrowded outdoor recreation, or the disturbance of 
peace and tranquility of parks. Alternatively, some residents express concern that tourists 
overcrowd the local fishing, hunting, and other recreation areas or may cause traffic and pedestrian 
congestion. Some studies suggest that variations in residents’ feelings about tourism’s relationship 
to environmental damage are related to the type of tourism, the extent to which residents feel the 
natural environment needs to be protected, and the distance residents live from the tourist 
attractions.

고요함 혼잡                                                        * tranquility: ** congestion: 
⇩

Residents do not    (A)    tourism’s environmental influences identically since they take    (B)  
    postures based on factors such as the type of tourism, opinions on the degree of protection, 
and their distance from an attraction.

      (A)        (B)                     
weigh dissimilar ① …… 
weigh common② …… 
weigh balanced ③ …… 
control favorable④ …… 
control conflicting⑤ …… 

정답[ ] 

1

해설[ ] 

소재{ } 관광 산업과 환경적 영향 
해석{ }
관광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자들에게는 명확하지만 모든 주민들이 환경 훼손을 관광 산업의 , 
탓으로 돌리지는 않는다 주민들은 대개 관광 산업이 삶의 질에 미치는 경제적인 그리고 몇가지 사회 문. 
화적인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환경적 영향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몇몇 , . 
주민들은 관광 산업이 더 많은 공원과 휴양지를 제공하고 도로와 공공시설의 질을 개선하며 생태계 쇠, , 
퇴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교통 문제 초만원인 야외 오락 활동 혹은 공원의 . , , 
평화로움과 고요함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관광 산업을 탓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에 몇몇 주민들은 관광객. 
들이 현지의 낚시터 사냥터 및 기타 휴양지에 지나치게 몰리거나 교통과 보행자 혼잡을 초래할지도 모른, 
다는 우려를 표한다 몇 가지 연구들은 환경 훼손과 관광 산업의 관계에 대해 주민들이 가지는 생각의 차. 
이가 관광 산업의 유형 주민들이 자연환경이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정도 그리고 주민들이 관광 , , 
명소에서 떨어져 사는 거리와 연관이 있음을 보여 준다.

주민들은 관광 산업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동일하게 ⇨ 평가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관광 산업의 , 
유형 보호 정도에 관한 의견 그리고 관광 명소로부터의 거리와 같은 요인을 근거로 , , 다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해설{ }
주민들은 관광 산업의 유형 자연환경이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정도 그리고 관광 명소에서 떨어, , 
져 사는 거리 등의 요인을 근거로 관광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서로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이 글( ) 
의 주된 내용이다 따라서 요약문의 빈칸 에는 평가하다 에는 다른 가 가장 적절. (A) weigh( ), (B) dissimilar( )
하다.

평가하다 공통의② ─ 
평가하다 균형 잡힌③ ─ 
통제하다 호의적인④ ─ 
통제하다 상반되는⑤ ─ 

구문{ }
Alternatively, some residents express • concern [that tourists {overcrowd the local fishing, hunting, 

and other recreation areas} or {may cause traffic and pedestrian congestion}].
는 앞에 있는 과 동격 관계이다 두 개의 는 접속사 에 의해 서로 병렬 구조를 이루고 [ ] concern . {  } or⇨ 

있으며 를 공통 주어로 삼고 있다tourists .
Some studies suggest [that variations in residents’ feelings about tourism’s relationship to •

environmental damage are related to { the type of tourism},  {the extent to which residents feel the 
natural environment needs to be protected}, and {the distance residents live from the tourist 
attractions}].

는 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세 개의  는 접속사 에 의한 병렬 구조를 이루고 [ ] suggest . {  } and⇨ 
있으며 는 를 수식하는 , to which residents feel the natural environment needs to be protected the extent
관계절이다 역시 를 수식하는 관계절인데 관계대. residents live from the tourist attractions the distance , 
명사 또는 가 앞에 생략되었다that which residents .

강# 6-01 쪽# 080 번# 001 문항코드# 7302-0059

문제[ ]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와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A) (B) ? [2 ]

 While it can be true that team character mostly derives from the attitudes and feelings of 
individual members, team character is not simply the sum of the individual attitudes of members. 
The dynamics of the mix in teams prevents all inputs from contributing members gaining equal 
weight. Some team members are therefore bound to exert more influence on both the direction and 
character of the team. Also, contributions from team members vary by type as well as in the 
intensity of involvement over time. More importantly, teams are not islands. The context of the 
environment affects the team. Thus the attitudes and feelings of specific outsiders can constitute 
essential elements in the building of team character.

⇩

 Team character can be very      (A)      depending on how the group works together and 
the      (B)      factors that influence the team.

     (A)         (B)
similar external① …… 



similar balancing② …… 
available balancing③ …… 
different external④ …… 
different spiritual⑤ …… 

정답[ ] 

4

해설[ ] 

소재{ } 팀의 성격을 형성하는 요소들 
해석{ }
팀의 성격이 대체로 개별 구성원들의 태도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팀의 성격은 단순, 
히 구성원 각각의 태도를 총합한 것이 아니다 팀 내에서 혼합체의 역학적 원리는 팀에 공헌하는 구성원. ( ) 
들로부터의 모든 노력의 투입이 동일한 비중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에 일부 팀 구성원들이 팀의 방( ) . 
향과 성격 둘 다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마련이다 또한 팀 구성원들의 기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 , 
참여의 강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종류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더 중요한 것은 팀은 섬이 아니라는 것이. , 
다 주변 환경의 사정이 팀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특정한 외부자의 태도와 감정이 팀 성격 형성에 . . 
필수적인 요소를 구성한다. 
팀의 성격은 집단이 함께 일하는 방식과 팀에 영향을 끼치는 ⇨ 외적인 요인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

해설{ }
팀 성격은 각 구성원들의 태도의 총합이 아니라 역학적 원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주변의 외적 ,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이므로 요약문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different④ 
다른 외적인 이다( ) external( )’ .─ 
비슷한 외적인① ─ 
비슷한 균형 잡힌② ─ 
이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③ ─ 
다른 정신적인⑤ ─ 

구문{ }
The dynamics of the mix in teams • prevents all inputs [from contributing members] gaining equal

weight.
는 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이다 가 하지 못하게 하다 라는 뜻의 [ ] all inputs . ‘A ~ ’ <prevent ⇨ A (from) 
구문이 쓰였다-ing> .

강# 6-01 쪽# 081 번# 002 문항코드# 7302-0060

문제[ ]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와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A) (B) ? [2 ]



 For most of the twentieth century, anthropological linguists documented the vocabularies, 
grammars, and phonetic systems of the many unwritten languages of the world. At this point, 
most of the hitherto unwritten languages have been recorded or have died out (that is, lost all of 
their native speakers). This has led some anthropologists to suggest that the field of anthropological 
linguistics has essentially completed its work and should no longer be regarded as one of the 
major branches of anthropology. Such a view, however, is shortsighted. Because languages are 
constantly changing, anthropological linguists will be needed to document these changes and to 
show how they reflect changes in the culture as a whole. Moreover, in recent years anthropological 
linguists have expanded their research interests to include television advertising, linguistic aspects 
of popular culture, and computer jargon.

⇩

 The mission of anthropological linguists will      (A)      in the light of the      (B)      of 
language and the expansion of the linguists’ interests.

     (A)              (B)
diminish perishability① …… 
finish changeability② …… 
diminish diversity③ …… 
continue changeability④ …… 
continue diversity⑤ …… 

정답[ ] 

4

해설[ ] 

소재{ } 인류 언어학과 인류 언어학자의 필요성 
해석{ }
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인류 언어학자들은 글로 쓰이지 않은 세계 여러 언어의 어휘 문법 그리고 20 , , 

음성 체계를 기록했다 현재 시점에서 지금까지 글로 쓰이지 않은 언어의 대부분은 기록되었거나 사멸했. 
다 다시 말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었다 이 때문에 일부 인류학자들은 인류 언어학 분( , ). 
야는 본질적으로 제 할 일을 다했으며 더 이상 인류학의 주된 분야 중 하나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 
의견을 내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근시안적이다 언어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 . , 
변화를 기록하고 그것변화들이 문화 전체에 있어서의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보여 주기 위해 인류 , [ ]
언어학자들이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 인류 언어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관심사를 확대해 광고. TV , 
대중문화의 언어적 측면 그리고 컴퓨터 용어를 포함시켰다, .
언어의 ⇨ 가변성과 언어학자들의 관심사의 확장에 비추어 볼 때 인류 언어학자들의 임무는 계속될 것이

다.
해설{ }
글로 쓰이지 않은 언어의 대부분을 인류 언어학자들이 기록했거나 그러한 언어들이 사멸했지만 언어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인류 언어학자들이 최근에 관심 분야를 확장했기 때문에 인류 언어학자들이 계속, 
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글의 요지이므로 에는 계속되다 라는 뜻의 가 에는 가변성(A) ‘ ’ continue , (B) ‘ ’
이라는 뜻의 가 들어가야 글의 내용을 잘 요약할 수 있다changeability .

줄어들 사멸성① ─ 



끝날 가변성② ─ 
줄어들 다양성③ ─ 
계속될 다양성⑤ ─ 

구문{ }
Moreover, • in recent years anthropological linguists have expanded their research interests to include

[television advertising], [linguistic aspects of popular culture], and [computer jargon].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 는 가까운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완료 시in recent years⇨ 

제가 쓰였다 세 개의 는 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 ] include .

강# 6-01 쪽# 082 번# 003 문항코드# 7302-0061

문제[ ]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와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A) (B) ? [3 ]

 If your stroke recovery efforts are not producing results, a temporary plateau will follow. When 
this happens, and it will, do what athletes do, and change your training techniques. Athletes look 
at it this way: “I’ve been using training technique ‘X’, and it’s been great. ‘X’ got me this far. But 
now I’ve plateaued. If I continue with ‘X’, the plateau will continue. But if I change my training, I 
may be able to achieve a new, higher plateau.” Stroke survivors can look at it the same way. The 
same strategies will yield the same results. New strategies will yield new results. Challenge your 
physiatrist and therapists with suggestions of techniques, treatments, and technologies that you find 
during your research. If you see something that you think might work, ask these clinicians to use 
them. Remember: Therapy was most likely stopped because these health professionals believed that 
recovery ended. If therapists just continued to use the same techniques, then, indeed, you would 
not improve further. The same techniques will likely generate the same results. In your own 
attempts toward recovery, look for new recovery options that might work.

정체기 정체 상태를 유지하다 재활 전문의                                * plateau ; ** physiatrist 
⇩

 Stroke survivors should view a plateau in the same way as      (A)      do; they should see 
it as a time to      (B)      the recovery plan.

     (A)           (B)
therapists stop① …… 
therapists maintain② …… 
researchers modify③ …… 
athletes modify④ …… 
athletes maintain⑤ …… 

정답[ ] 

4

해설[ ] 

소재{ } 뇌졸중 회복 훈련 전략의 변경 



해석{ }
여러분의 뇌졸중 회복 노력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일시적인 정체기가 뒤따를 것이다 이런 일이 , . 
발생하면 그리고 발생할 것인데 운동선수들이 하는 것을 하여 여러분의 훈련 기법을 바꿔라 운동선수들, , . 
은 이런 식으로 그것을 본다 나는 훈련 기법 를 사용해 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좋았다 가 나를 여. “ X . X
기까지 데려다 주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내가 를 가지고 계속하면 정체기가 계속. . X , 
될 것이다 하지만 나의 훈련법을 바꾸면 나는 새로운 더 높은 단계의 정체기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 , .” 
뇌졸중 생존자들도 그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똑같은 전략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 
새로운 전략은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여러분이 연구 조사하는 동안에 발견하는 기법 치료 기. , , 
술을 제안하여 여러분의 재활 전문의와 치료사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 
것을 발견하면 이 임상 의학자들에게 그것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라 이 건강 전문가들이 회복 과정이 , . 
끝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치료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명심하라 치료사들이 똑같은 기. 
법만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정말로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똑같은 기법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 . 
낼 것이다 회복을 위해 여러분 스스로 노력할 때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회복 선택 방법을 찾아라. , .
뇌졸중 생존자들은 정체기를 ⇨ 운동선수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그 정체기를 회복 계획을 [ ] 변경할 시기로 봐야 한다 .
해설{ }
뇌졸중 회복 훈련 중에 정체기에 빠진 환자는 운동선수가 정체기에 빠졌을 때 하듯이 훈련 방법을 변경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요약문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운동선수들‘athletes( ) ④ ─ 
변경할 이다modify( )’ .

치료사들 중단할① ─ 
치료사들 유지할② ─ 
연구자들 변경할③ ─ 
운동선수들 유지할⑤ ─ 

구문{ }
When this happens, and it • will, do [what athletes do], and change your training techniques.

다음에는 이 생략되었다 에서 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서 인 것 이라will happen . [ ] what ‘~ ’⇨ 
는 뜻이다.
•I’ve been using training technique ‘X’, and it’s been great.

은 현재완료시제와 진행형이 결합된 형태로 해 오고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된다have been usi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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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와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A) (B) ? [3 ]



 Most of the short text messages appear to be content-free. Among teenagers, they are apt to say: 
“What are you doing?” or, in the highly abbreviated form they often take, “watrudoin”; “Where —
are you? (wru)”; “See you later (cul8r).” Among business people during the business day, they 
differ slightly: “oring meeting”; “What are you doing?”; “Want a drink after work?” Occasionally, 
of course, they have real substance, as in business negotiations or in arranging meeting times or 
the details of a contract. But, on the whole, the point of the frequent messages is not information 
sharing; it is emotional connecting. They are ways of saying to one another, “I’m here,” “you are 
there,” “we still like each other.” People need to communicate continually, for comfort, for 
reassurance.

축약된                                                                       * abbreviated 
⇩

 People seem to send short text messages      (A)      , but their purpose is to have 
emotional      (B)      rather than to exchange information.

     (A)                (B)
meaninglessly diversity① …… 
meaninglessly interaction② …… 
impolitely separation③ …… 
impolitely diversity④ …… 
urgently interaction⑤ …… 

정답[ ] 

2

해설[ ] 

소재{ } 잦은 문자 메시지의 진정한 목적 
해석{ }
짧은 문자 메시지 대부분은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대들 사이에서 그것들은 . 10 , “What are you 

뭘 하고 있니 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자주 취하는 고도로 축약된 형태로 doing?( ?)” , ,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근무하는 날에 “watrudoin,” “Where are you? (wru),” “See you later (cul8r).” .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들이 약간 다른데 회의가 지루해요 뭘 하고 있나요 일 끝나고 , , “ .”, “ ?”, “
한잔 할까요 와 같은 말이다 물론 사업 협상에서나 혹은 약속 시간이나 계약서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 . 
것에서처럼 가끔은 그것들이 진짜 내용을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잦은 문자 메시지의 요점은 . ( ) 
정보의 공유가 아니라 정서적 연결이다 그것들은 난 여기 있어 넌 거기 있어 우리는 여전히 서로, . “ .”, “ .”, “
를 좋아해 라고 서로에게 말하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위로와 안심을 위해 계속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다.” . .

사람들은 ⇨ 무의미하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목적은 정보를 교환하는 것 , 
이라기보다는 정서적 상호 작용을 갖는 것이다.
해설{ }
사람들이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정보를 교, 
환하려는 목적보다는 서로 간의 정서적 연결에 목적이 있다고 했으므로 요약문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 
장 적절한 것은

무의미하게 상호 작용 이다‘meaninglessly( ) interaction( )’ .② ─ 
무의미하게 다양성① ─ 



무례하게 분리③ ─ 
무례하게 다양성④ ─ 
긴급하게 상호 작용⑤ ─ 

구문{ }
Occasionally, of course, they have real substance, as [in business negotiations] or [in arranging •

{meeting times} or {the details of a contract}].
첫 번째 와 두 번째 는 병렬 구조로 연결된 전치사구이다 첫 번째  와 두 번째  는 [ ] [ ] . {  } {  }⇨ 

에 공통으로 연결된 병렬 구조이다arranging .
But, on the whole, [the point of the frequent messages is not information sharing]; [it is emotional•

connecting].
두 개의 가 절의 형태로 대등하게 연결되었는데 가운데 세미콜론 은 접속사 의 역할을 하는 것[ ] , (;) but⇨ 

으로 이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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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와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A) (B) ? [3 ]

 In one study, children were offered fruit juice as a means to be allowed to play in an attractive 
play area. The results showed that using the juice as a means to get the reward reduced the 
preference for the juice. Similarly, in another experiment, children were told stories about a child 
eating imaginary foods called “hupe”and “hule,” in which the child could only eat one if he had 
finished the othe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ood which was used as the reward became the 
most preferred one, and this has been supported by similar studies. These examples are similar to 
saying “If you eat your vegetables, you can eat your dessert.” Although parents use this approach 
to encourage their children to eat vegetables, the evidence indicates that this may be increasing 
their children’s preference for pudding even further as pairing two foods results in the “reward” 
food being seen as more positive than the “access” food.

⇩

 Parental attempts to control children’s eating habits may have      (A)      effects on the 
quality of children’s diets by      (B)      their preferences for healthy foods.

     (A)            (B)
beneficial fostering① …… 
beneficial diversifying② …… 
enduring specifying③ …… 
undesirable revealing④ …… 
undesirable diminishing⑤ …… 

정답[ ] 

5

해설[ ] 



소재{ } 보상을 통한 식습관 통제의 부작용 
해석{ }
한 연구에서 멋진 놀이 장소에서 노는 것이 허용되는 수단으로 과일 주스가 아이들에게 제공되었다 그 . 
결과는 보상을 받는 수단으로 주스를 사용하면 주스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찬. 
가지로 또 다른 실험에서 아이들은 와 이라 불리는 가상의 음식을 먹는 아이에 관한 이야기, ‘hupe’ ‘hule’
를 들었고 그 속에서 아이는 둘 중 한 가지 음식을 다 먹어야만 나머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그 결과, . 
는 보상으로 사용된 음식이 가장 선호되는 음식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고 이것은 유사한 연구에 의해 , 
뒷받침되어 왔다 이러한 예는 네가 너의 채소를 먹으면 너는 너의 디저트를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 “ , .”
것과 유사하다 아이들에게 채소를 먹는 것을 권장하려고 부모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만 증거 자료는 . , 
이것이 아이들의 푸딩에 대한 선호를 훨씬 더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는데 두 개의 음식을 짝을 짓, 
는 것이 접근 음식보다 보상 음식을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 ’ .

아이들의 식습관을 통제하려는 부모들의 시도는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한 그들의 선호를 줄임으로써 ⇨ 
아이들의 식사의 질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 .
해설{ }
주스를 먹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멋진 놀이 장소에서 놀게 하는 것 가상의 두 가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 , 
채소를 먹어야 푸딩과 같은 디저트를 먹게 하는 것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아이

들이 선호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아이들의 식습관을 통제하려는 부모의 시도가 보상 음. 
식에 대한 선호도를 증가시키고 주스나 채소와 같은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한 선호를 낮추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 했으므로 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이라는 뜻을 갖는 에는 줄임 이(A) ‘ ’ undesirable, (B) ‘ ’
라는 뜻의 이 들어가야 글을 한 문장으로 잘 요약할 수 있다diminishing .

유익한 길러 줌① ─ 
유익한 다양화시킴② ─ 
지속적인 구체화함③ ─ 
바람직하지 못한 드러냄④ ─ 

구문{ }
Similarly, in another experiment, children were told stories about a child eating imaginary foods •

called “hupe” and “hule,” [in which the child could only eat one if he had finished the other].
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절로서 선행사는 이다[ ] , stories .⇨ 

[• Although parents use this approach to encourage their children to eat vegetables], the evidence 
indicates [that this may be increasing their children’s preference for pudding even further {as pairing 
two foods results in the “reward” food being seen as more positive than the “access” food}].
첫 번째 는 가 이끄는 부사절이고 두 번째 는 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절이[ ] Although , [ ] indicates⇨ 

며 는 가 이끄는 부사절이다 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 은 의미상의 주어가 {  } as . results in being seen the 
이므로 수동태가 사용된 것이다“reward”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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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와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A) (B) ? [3 ]



 A house is something that can be considered a relatively well-ordered structure. It has a 
foundation, a frame, a roof, walls, plumbing, electrical wiring, a heating system, etc. As such, the 
components of a house and their structural relationships are intrinsically well-ordered. However, if 
a tornado were to rumble through and deliver enough external energy to destroy the house, its 
different components would typically survive, but they would be fragmented and highly disordered 
in their subsequent configuration. For instance, pieces of pipe and wiring might be flung as far as 
miles away from the frame and the roof of the house. If something like this were to happen, there 
are an exceedingly large number of ways that the components of the house might be strewn about 
the landscape. All of these would represent different states of disorder. But, the original ordered 
way in which the house began had a much more limited number of ways that it could be 
properly assembled and maintained in order to be regarded as a house.

배치 형태 배열                                                              * configuration , 
⇩

 The number of probable ways of setting a house in a      (A)      state is much smaller 
than that of disassembling it in a(n)      (B)      way.

     (A)            (B)
luxurious economical① …… 
luxurious disordered② …… 
strong economical③ …… 
functional disordered④ …… 
functional sophisticated⑤ …… 

정답[ ] 

4

해설[ ] 

소재{ } 집을 짓는 제한된 수의 방식 
해석{ }
주택은 비교적 질서가 잡힌 구조물로 여겨질 수 있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기초 뼈대 지붕 벽 배관 전. , , , , , 
기 배선 난방 시스템 등을 갖고 있다 그러하므로 주택의 각 구성 요소와 그것들의 구조적 관계는 본질, . , 
적으로 질서가 잡혀 있다 그렇지만 토네이도가 우르릉거리는 소리를 내며 지나가면서 집을 파괴할 만큼. 
의 외적인 힘을 가하게 된다면 그것의 서로 다른 부분들은 보통 살아남기는 하겠지만 그 이후에 그것들, , 
의 배치 형태는 해체되어 대단히 무질서한 상태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파이프와 배선의 조각들이 주택. , 
의 뼈대와 지붕으로부터 수마일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 내동댕이쳐질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주택. , 
의 구성 요소들이 넓은 지역에 여기저기 흩뿌려지게 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방식이 존재한다 이 . 
모든 것이 다양한 상태의 무질서를 나타낼 것이다 하지만 그 주택이 시작되었던 원래의 질서 정연한 방. 
식은 그것이 주택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제대로 결합되고 유지될 수 있는 훨씬 더 제한된 수의 방식을 

갖고 있었다.
주택을 ⇨ 기능을 하는 상태에 있게 하는 가능한 방법의 수는 그것을  무질서한 방식으로 해체하는 방법 

의 수보다 훨씬 더 적다.
해설{ }
기능을 하도록 주택의 부분들을 구성하는 방법의 수는 비교적 적은 수로 제한되어 있지만 무질서한 방식, 



으로 해체하는 방법의 수는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요약문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 
장 적절한 것은 기능을 하는 무질서한 이다‘functional( ) disordered( )’ .④ ─ 
호화로운 경제적인① ─ 
호화로운 무질서한② ─ 
튼튼한 경제적인③ ─ 
기능을 하는 정교한⑤ ─ 

구문{ }
A house is something [• that can be considered a relatively well-ordered structure].

는 을 수식한다 선행사가 등일 때는 관계대명사는 일반적[ ] something . something, anything, nothing ⇨ 
으로 을 사용한다that .
But, the original ordered way [in which the house began] had a much more limited number of •

ways [that it could be properly assembled and maintained in order to be regarded as a house].
첫 번째 는 를 수식하고 두 번째 는 를 수식한다[ ] the original ordered way , [ ] ways .⇨ 

부1 장문 독해의 함정 Page 086
강1 장문 독해의 함정

강# 7-01 쪽# 086 번# 001-002 문항코드#

지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1~2] , . [2017 ]

 Duration refers to the time that events last. If we think of tempo as the speed of events, then 
duration is the speed of the clock itself. For the physicist, the duration of a “second” is precise 
and unambiguous: it is equal to 9,192,631,770 cycles of the frequency associated with the transition 
between two energy levels of the isotope cesium-133. In the realm of psychological experience, 
however, quantifying units of time is a considerably clumsier operation. When people are removed 
from the cues of “real” time be it the sun, bodily fatigue, or timepieces themselves it doesn’t ─ ─ 
take long before their time sense breaks down. And it is this usually     (A)     psychological 
clock, as opposed to the time on one’s watch, that creates the perception of duration that people 
experience. Theoretically, a person who mentally stretches the duration of time should experience a 
slower tempo. Imagine, for example, that baseballs are pitched to two different batters. The balls 
are thrown every 5 seconds for 50 seconds, so a total of 10 balls are thrown. We now ask both 
batters how much time has passed. Let’s say that batter number one (who loves hitting) feels the 
duration to be 40 seconds. Batter number two (bored by baseball) believes it to be 60 seconds. 
Psychologically, then, the first person has experienced baseballs approaching every four seconds 
while the second sees it as every six seconds. The perceived tempo, in other words, is     (B)    
for batter number one.

동위원소 서투른                                                      * isotope: ** clumsy: 

해설[ ] 

소재{ } 지속 시간에 대한 인식 차이 
해석{ }
지속 시간은 일이 지속되는 시간을 말한다 만약 우리가 템포를 일의 속도로 여긴다면 그러면 지속 시간. , 
은 시계 자체의 속도이다 물리학자에게 초 의 지속 시간은 정확하고 분명한데 그것은 동위원소인 세슘. , 1‘ ’ , 



의 두 개의 에너지 준위 사이의 전이와 연관된 번의 진동수 주기와 같다 하지만 심리적 -133 9,192,631,770 . 
경험의 영역에서 시간의 단위를 수량화하는 것은 상당히 더 서투른 작업이다 사람들에게서 태양이든 신, . , 
체적 피로든 아니면 시계 자체든 실제 시간의 단서를 제거할 때 오래지 않아 그들의 시간 감각은 고장 , , ‘ ’ , 
난다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하는 지속 시간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 내는 것은 사람의 시계에 나타나는 시. 
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정확한 바로 이 심리적 시계이다 .
이론상 정신적으로 시간의 지속을 늘리는 사람은 더 느린 템포를 경험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야구공이 두 , . , 
명의 서로 다른 타자에게 던져진다고 상상해 보라 공은 초 동안 초마다 던져지므로 합해서 개의 공. 50 5 , 10
이 던져진다 우리는 이제 두 명의 타자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지를 묻는다 이를테면 치는 것. . (
을 좋아 하는 번 타자는 그 지속 시간이 초라고 느낀다 야구를 지루해하는 번 타자는 그것이 초) 1 40 . ( ) 2 60
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심리적으로 첫 번째 사람은 야구공이 초마다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지만 두 번. , , 4 , 
째 사람은 그것을 초마다 다가온 것으로 여긴다 다시 말해서 인식된 템포는 번 타자에게 6 . , 1 더 빠르다.
구문{ }
And • it is this usually imprecise psychological clock, as opposed to the time on one’s watch, [that 

creates the perception of duration that people experience].
강조 구문이 사용되었다<it is ~ that ...> . this usually imprecise psychological clock, as opposed to ⇨ 

를 와 사이에 두어 강조하고 있다the time on one’s watch it is that .
Theoretically, a person [who mentally stretches the duration of time] should experience a slower •

tempo.
는 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a person .⇨ 

강# 7-01 쪽# 086 번# 001 문항코드# 7302-0065

문제[ ]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at Timepieces Bring to Our Lives① 
Research into Time: Precision vs. Duration② 
Flight from Time: A New Direction for Physics③ 
The Peaceful Coexistence of Science and Baseball④ 
How Long, How Fast: A Matter of Time Perception⑤ 

정답[ ] 

5

해설[ ] 

물리적 경험의 영역과 심리적 경험의 영역에서 시간 인식은 다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심리적 경험의 영, 
역에서 시간 인식을 만들어 내므로 물리적으로 같은 지속 시간에 대해서도 시간의 길이와 속도에 대해 

다른 인식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얼마나 길고 얼마나 빠른가 시간 인식의 문제 가 글의 제. ‘ , : ’⑤ 
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시계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것① 
시간에 대한 연구 정확함 대 지속 시간: ② 
시간으로부터의 비행 물리학을 위한 새로운 방향: ③ 
과학과 야구의 평화로운 공존④ 



강# 7-01 쪽# 087 번# 002 문항코드# 7302-0066

문제[ ]

윗글의 빈칸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A), (B)
     (A)         (B)                   

delayed faster ① …… 
internal slower② …… 
accurate slower③ …… 
imprecise faster④ …… 
mysterious slower⑤ …… 

정답[ ] 

4

해설[ ] 

심리적 경험의 영역에서 실제 시간의 단서가 사람들에게서 제거될 때 사람들의 시간 감각은 고장 나(A) , 
게 된다고 했으므로 빈칸 에는 부정확한 가 적절하다(A) imprecise( ) .

야구공을 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번 타자 에게 실제 초는 초로 짧게 느껴지게 되므로 인식된 (B) (1 ) 50 40
템포는 더 빠를 것이다 따라서 빈칸 에는 더 빠른가 적절하다. (B) faster( ) .

지연된 더 빠른① ─ 
내적인 더 느린② ─ 
정확한 더 느린③ ─ 
불가사의한 더 느린⑤ ─ 

강# 7-01 쪽# 088 번# 003-005 문항코드#

지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월 모의평가{ } [3~5] , . [2017 9 ]



What interested me the most about the new house was the stable in the backyard, in which my 
father let me make a small space for a pony. I believed that it meant that I would get a pony for 
Christmas. (a)He also said, “Lennie, someday you’ll have a pony of your own.” However, “some 
day” is a pain to a boy who lives in and knows only “now.”
Meanwhile my father took me to a pony fair and let me try some ponies, but (b)he always found 

some fault with them, leaving me in despair. When Christmas was at hand, I had abandoned all 
hope of getting one. Instead, I hung up the biggest stocking I had. Waking up at 7 a.m., my little 
sisters and I raced for the fireplace downstairs. While my sisters were delighted to find their 
stockings filled with presents, mine was empty. I went out into the yard and wept all by myself. 
After an hour, my frustration reached its climax, when I saw a man riding a pony with a 

brand-new saddle. When he looked at our door, he just passed by, which caused me to break into 
a flood of tears. Then, he said, “Kid, do you know a boy named Lennie Steffens?” “That’s me,” I 
replied in tears. He said, “I’ve been looking all over for your house. Why don’t you put your 
house number where it can be seen?” He went on saying, “I should have been here at 7. Your 
father told me to bring the pony here and leave (c)him for you.”
I’d never seen anything so beautiful as my pony. And finally, I rode off into the fields. Thrilled 

by riding, I began to feast my eyes on the world around me. The trees seemed to be taking on 
smiling faces and the birds seemed to be singing to congratulate me on getting my new friend. 
When I returned home, my father asked, “Why did you come back so soon?” With a smile on my 
face, I answered (d)him, “I didn’t want to make him feel tired. It’s his first day with me.” (e) He 
laughed and wiped away the tear stains from my face his heartfelt gesture of apology for such a ―
long-delayed present. Bursting with happiness, I spent the rest of the day brushing my pony in 
the stable.

마구간                                                                             *stable: 

해설[ ] 

소재{ } 조랑말을 갖고 싶은 한 소년의 좌절과 행복 
해석{ }
그 새집에서 나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뒤뜰에 있는 마구간이었는데 그 안에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조, 
랑말을 위한 작은 공간을 만들게 하셨다 나는 그것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조랑말을 받게 될것을 의미한다. 
고 믿었다 그는 또 야 너는 언젠가 너만의 조랑말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 , “Lennie , .” . 
언젠가 라는 것은 현재 에 살고 그것만을 아는 소년에게는 고통이다‘ ’ ‘ ’ .
그러는 동안 아버지께서는 나를 조랑말 시장에 데려가서 조랑말 몇 마리를 시험해 보게 하셨지만 그는 , 
늘 그 녀석들에게서 어떤 결점을 찾아내서 나를 절망에 빠지게 하셨다 크리스마스가 코앞에 다가왔을 때 . 
나는 이미 조랑말을 가지는 모든 희망을 포기해 버렸다 대신에 나는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양. 
말을 걸어 놓았다 아침 시에 잠에서 깨어 여동생들과 나는 아래층의 난로 쪽으로 줄달음을 쳤다 여동. 7 . 
생들은 양말 안에 선물이 가득한 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내 양말은 비어 있었다 나는 뜰로 나가서 혼자 , . 
흐느껴 울었다.
한 시간 후에 내 좌절감은 최고조에 다다랐는데 그때 어떤 남자가 최신의 안장을 갖춘 조랑말을 타고 오, 
는 것을 보았다 그는 우리 집 문을 보자 그냥 지나쳐 갔는데 그 때문에 나는 갑자기 홍수 같은 눈물을 . , 
쏟기 시작했다 그때 그가 말했다 얘야 라는 남자아이를 아니 전데요 나는 눈물을 . . “ . Lennie Steffens ?” “ .” 
흘리며 대답했다 그는 말했다 네 집을 찾으려고 온 사방을 기웃거렸구나 보이는 곳에 집 번지를 적은 . . “ . 



문패를 걸어 놓는 게 어떻겠니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여기 시에 왔어야 했단다 네 아버지께서 ?” . “ 7 . 
나에게 조랑말을 이리 몰고 와서 너에게 그 녀석을 넘겨주라고 말씀하셨거든.”
나는 내 조랑말처럼 그렇게 예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말을 타고 들판으로 나갔다. . 
말을 타고 짜릿한 기분을 느끼면서 나는 주변의 세상을 실컷 보며 즐기기 시작했다 나무들은 미소를 띤 .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새들은 내가 새 친구를 얻은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저귀고 있는 것 같았, 
다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께서 물으셨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니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나는 그에게 . . “ ?” 
대답했다 저는 말을 피곤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녀석이 저와 함께 하는 첫날이거든요 그는 웃으. “ . .” 
면서 내 얼굴의 눈물 자국을 닦아 주셨는데 그것은 매우 오래 지체된 선물에 대한 그분의 진심 어린 사, 
과의 표시였다 행복감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나는 마구간에서 내 조랑말을 솔질하면서 그날의 나머지 . 
시간을 보냈다.
구문{ }
[What interested me the most about the new house] was the stable in the backyard, [in which my •

father let me make a small space for a pony].
관계대명사 이 유도하는 첫 번째 가 문장의 주어로 쓰였다 두 번째 는 관계절로 선행사 What [ ] . [ ] the⇨ 

를 부연 설명한다stable in the backyard .
I believed [that it meant {that I would get a pony for Christmas}].•

는 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고 는 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 believed ,  {  } meant .⇨ 

강# 7-01 쪽# 088 번# 003 문항코드# 7302-0067

문제[ ]

윗글의 마지막 단락에 나타난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witty and humorous ① 
joyful and heartwarming② 
gloomy and hopeless ③ 
mysterious and adventurous④ 
desperate and discouraging⑤ 

정답[ ] 

2

해설[ ] 

주인공이 마침내 조랑말을 선물로 받아서 기쁨에 넘쳐 처음 타는 장면에 이어서 아버지가 선물이 늦어진 

데 대한 사과의 표시로 주인공의 얼굴에 있는 눈물 지국을 닦아 주는 장면이 이어지므로 마지막 단락에 , 
나타난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익살맞고 유머러스한① 
기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다‘ ’ .② 
우울하고 절망적인③ 
신비롭고 모험적인④ 
절망적이고 낙담시키는⑤ 

강# 7-01 쪽# 089 번# 004 문항코드# 7302-0068



문제[ ]

밑줄 친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a)~(e) 다른 것은 ?
(a) ① 
(b) ② 
(c) ③ 
(d) ④ 
(e)⑤ 

정답[ ] 

3

해설[ ]

는 조랑말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주인공의 아버지를 가리킨다 따라서 정답은 이다(c) . .③

강# 7-01 쪽# 089 번# 005 문항코드# 7302-0069

문제[ ]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아버지는 에게 조랑말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였다Lennie .① 
아버지는 를 조랑말 시장에 데리고 갔다Lennie .② 

의 여동생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못했다Lennie .③ 
는 조랑말을 예정보다 늦게 받았다Lennie .④ 
는 마구간에서 조랑말을 솔질해 주었다Lennie .⑤ 

정답[ ] 

3

해설[ ]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의 여동생들은 양말 안에 선물이 가득한 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내 양말은 비‘ , 
어 있었다 라는 진술에서 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강# 7-01 쪽# 090 번# 001-002 문항코드#

지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2] , . 



 If your dog is among the couch-potato majority that is overweight, you might need to learn 
some new tricks of the treats. While fat dogs might be funny in cartoons, in real life they’re like 
fat time bombs ticking away their health and vitality.
 First, give smaller portions; a crumb of cheese or biscuit tastes just as good as a larger piece, 

and it’s not likely your dog will even know the difference. I tell my clients to give half the 
portion with twice the enthusiasm (you know that whiny voice we use when giving our pets tasty 
tidbits).
 Second, dole the treats out like slot machines pay out; sometimes a little, rarely a lot. Research 

into gambling shows that the expectation of winning keeps people playing longer than a payoff 
every time, and the same is true in dog training. So don’t give a treat whenever the dog sits on 
command. Instead, give a treat every third or fourth time (petting and praise should be a constant, 
though).
 Last, the vegetable drawer of your refrigerator may hold the number one veterinarian 

recommended treat: carrots! They snap and crunch, are sweet, have no empty calories, and are 
good for your dog’s teeth.

맛있는 것의 한 입 을 조금씩 주다                                        * tidbit ( ) ** dole out ~

해설[ ] 

소재{ } 개에게 특식을 제공하는 요령 
해석{ }
여러분의 개가 과체중 상태의 게으르고 비활동적인 대다수 의 개에 속한다면 특식에 대한 몇 가지 새로( ) , 
운 요령을 배울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뚱뚱한 개가 만화 영화에서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실생활에서 . , 
그들은 자신의 건강과 활력을 째깍째깍 흘려보내는 뚱뚱한 시한폭탄과 같다.
첫째 더 적은 양을 제공하라 치즈나 비스킷 부스러기도 더 큰 조각만큼이나 맛이 있으며 여러분의 개는 , . , 
그 차이를 알지도 못할 것이다 나는 내 고객들에게 두 배의 열정으로 절반의 양을 제공하라고 말해 준다. 
애완동물에게 맛있는 것을 한 입 제공할 때 우리가 쓰는 애처로운 높은 음조의 그 목소리를 알지 않는(
가).
둘째 마치 슬롯머신이 내놓는 것처럼 특식을 조금씩 줘라 가끔씩 조금 주되 많이 주는 일이 거의 없게 , . 
하라 도박에 관한 연구는 매번 따는 돈보다 이기는 데 대한 기대감이 사람들을 더 오래 도박을 하게 만. 
든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 개 훈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니 명령에 따라 개가 자리에 앉을 때 매번 , . 
특식을 제공하지 마라 대신 세 번이나 네 번에 한 번씩 특식을 제공하라 그래도 쓰다듬어 주는 것과 칭. (
찬은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냉장고의 채소 서랍에 수의사가 추천하는 최고 특식인 당근을 넣어 둘 수 있다 당근은 탁 , ! 
부러지면서 오도독 씹히고 달콤하고 영양이 없는 칼로리가 아니며 개의 치아에 좋다, , , .
구문{ }
If your dog is among the couch-potato majority [that is overweight], you might need to learn some•

new tricks of the treats.
는 관계절로 선행사인 를 수식한다[ ] the couch-potato majority .⇨ 

강# 7-01 쪽# 090 번# 001 문항코드# 7302-0070

문제[ ]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2 ]
Healthy Dogs Are Busy Dogs① 
Foods Your Pet Should Never Get② 
Rewarding Dogs Without Getting Them Fat③ 
Pouched Food: A Great Option for Some Dogs④ 
Mistakes to Avoid When Cooking for Your Dog⑤ 

정답[ ] 

3

해설[ ] 

과체중 개가 만화 영화에서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개의 건강과 활력을 해칠 수 있으니 특식을 

줄 때 주의하라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개가 뚱뚱해지지 ‘③ 
않게 하면서 개에게 보상하기 가 가장 적절하다’ .

건강한 개는 바쁜 개이다① 
여러분의 애완동물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② 
주머니에 담겨 있는 음식 몇몇 개에게 훌륭한 선택: ④ 
개를 위한 음식을 요리할 때 피해야 할 실수들⑤ 

강# 7-01 쪽# 091 번# 002 문항코드# 7302-0071

문제[ ]

윗글의 필자가 조언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점? [2 ]
큰 조각보다는 작은 치즈나 비스킷 부스러기를 개에게 주어라.① 
한 번에 많이 주기보다는 특식을 조금씩 나누어 개에게 먹여라.② 
개가 명령을 수행할 때마다 즉시 특식을 제공하라.③ 
개의 행동에 대한 칭찬과 쓰다듬기는 지속적으로 해 주어라.④ 
개의 치아 건강에도 좋은 당근을 특식으로 사용하라.⑤ 

정답[ ] 

3

해설[ ] 

개에게 특식을 제공하는 요령에 관한 필자의 조언 중 개가 명령을 수행할 때마다 특식을 주는 것은 지양

해야 할 사항으로 언급되었으므로 이 조언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③

강# 7-01 쪽# 091 번# VOCA_01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단어의 뜻풀이로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하세요.



1. treat ㆍ ㆍ a. a small particle of bread, cake, etc.
2. crumb ㆍ ㆍ b. most of the people or things in a group
3. majority ㆍ ㆍ c. food or drink given by way of compliment

정답[ ] 

1. ⓒ 
2. ⓐ 
3. ⓑ

해설[ ] 

해석{ }
특식 칭찬의 방법으로 제공된 음식이나 음료1. : 
부스러기 빵 케이크 등의 작은 조각2. : , 
대다수 한 무리에서 다수의 사람이나 사물3. : 

해설{ }
특식 은 칭찬의 방법으로 제공된 음식류를 말한다1. treat( ) .
부스러기 은 빵이나 케이크 등의 부스러기 라는 뜻이다2. crumb( ) ‘ ’ .
대다수 는 다수를 차지하는 숫자를 말한다3. majority( ) .

강# 7-01 쪽# 092 번# 003-004 문항코드#

지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3~4] , . 

 One evening after dinner, Dad raised the question of where the family should take their vacation 
this year. Simon immediately asked, “Could we just stay home and not go anywhere?” Mom and 
Dad were shocked they had expected the usual debate over mountains versus beach, but not —
this. “I really would just like a chance to do nothing.” Simon continued, “Maybe go to the movies 
or something, but basically just hang out.”
 At that moment, Simon’s parents realized how     (A)     their son’s life had become. They had 

been stressing themselves to keep up with his schedule, and it turned out that what he really 
needed was some downtime. It’s as if the family had gotten on a fastmoving treadmill and didn’t 
know how to get off. Simon’s honest plea shocked them into the realization that they didn’t have 
to live their lives on such a hectic schedule. Mom and Dad realized they had to make some 
important decisions about their everyday lifestyle, not just vacation. Together they began to set 
firm priorities and limits. They encouraged Simon to choose the soccer team that was more 
important to him and to drop the other one. Simon also decided that he could do his volunteer 
work on alternating weeks, opening up a little time for relaxation in his schedule. Even though he 
was the first to admit he needed more time to himself, it was still difficult for him to carry 
through his decision to quit one of the teams: however, once he had, his     (B)     was clear.

해설[ ] 

소재{ } 지나치게 바쁘게 보냈던 의 일정 조정 Simon
해석{ }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아빠는 올해 가족이 어디로 휴가를 갈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은 즉시 , . Simon



그냥 집에 있고 아무 데도 안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엄마와 아빠는 충격을 받았는데 그들은 산인“ ?” . , 
지 바닷가인지에 대한 보통의 토론을 기대했던 것이지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 “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기회를 갖고 싶어요 영화를 보러 가거나 그 비슷한 것을 하러 갈 수도 있지만. , 
기본적으로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고 싶어요 라고 은 이어서 말했다.” Simon .
그 순간 의 부모는 아들의 삶이 얼마나 Simon 과부하가 걸렸는가를 깨달았다 그들은 아들의 일정을 맞추. 
느라 스스로를 압박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약간의 휴식 시간임이 판명되었다 그것, . 
은 마치 가족들이 빨리 움직이는 러닝머신에 올라섰다가 어떻게 내릴지를 모르는 것과 같았다 의 . Simon
솔직한 간청은 그들에게 충격을 주어 자신들이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일정에 맞춰 살 필요가 없다는 것

을 깨닫게 했다 엄마와 아빠는 단지 휴가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상의 생활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함께 그들은 확고한 우선 사항과 한계를 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 . 

이 자신에게 더 중요한 축구팀을 선택하고 다른 팀은 그만두라고 권했다 은 또한 격주로 자Simon . Simon
신의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렸으며 자신의 일정에서 휴식을 위한 약간의 시간을 열어 두, 
었다 그가 자신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첫 번째 사람이었지만 그가 팀 중의 하나를 . , 
그만두는 결정을 끝까지 이행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다 그러나 일단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의 . , 안도감

은 분명했다.
구문{ }
They had been stressing • themselves to keep up with his schedule, and it turned out that [what he

really needed] was some downtime.
의 주어는 이고 목적어도 동일인이기 때문에 재귀대명사 가 쓰였다had been stressing They themselves . ⇨ 
은 임이 판명되었다 라는 뜻 이다 는 의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절이다<it turned out that ~> ‘~ ’ . [ ] was .

They • encouraged Simon to choose the soccer team [that was more important to him] and to drop 
the other one.

목적어 부정사구 구조가 쓰였으며 와 은 병렬 구조를 이룬다<encourage + + to > , to choose to drop . [ ]⇨ 
는 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the soccer team .

강# 7-01 쪽# 092 번# 003 문항코드# 7302-0072

문제[ ]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2 ]
Parents Must Let Children Dream① 
Teamwork Leads Everyone to Success② 
A Bright Future Is the Result of Effort③ 
Don’ Drive Your Child to Do Too Much④ 
Precious Family Time Is Wasted⑤ 

정답[ ] 

4

해설[ ] 

휴가를 가지 말고 그냥 쉬고 싶다는 아들의 반응에 놀란 부모가 자신들과 자녀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

가는 것을 깨닫고 나서 아이에게 우선 사항을 정하고 일정을 조정하여 휴식을 위한 시간을 갖게 해 주었

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을 하도록 몰아붙이지 ‘④ 



마라 이다’ .
부모들은 아이들이 꿈을 갖게 해야 한다① 
팀워크가 모두를 성공으로 이끈다② 
밝은 미래는 노력의 결과이다③ 
소중한 가족 시간이 낭비되었다⑤ 

강# 7-01 쪽# 089 번# 004 문항코드# 7302-0073

문제[ ]

윗글의 빈칸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A), (B) ? [3 ]
       (A)           (B)

overloaded relief① …… 
unorganized failure② …… 
delightful triumph③ …… 
monotonous regret④ …… 
undisturbed purpose⑤ …… 

정답[ ] 

1

해설[ ]

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휴식 시간이며 현재 상황은 가족이 빨리 움직이는 러닝머신에 올라섰(A) , 
다가 어떻게 내릴지를 모르는 것과 같다고 했으므로 에는 과부하가 걸린 이라는 의미의 가 (A) ‘ ’ overloaded
가장 적절하다. 
축구 팀 중의 하나를 그만두는 결정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여전히 어려웠지만 일단 그렇게 했을 때 (B) , 

자신을 위한 휴식 시간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은 바쁜 의 일상에 안도감을 주었을 것이 분명, Simon
하다 그러므로 에는 안도감 을 의미하는 가 가장 적절하다. (B) ‘ ’ relief .

조직되지 않은 실패② ─ 
기쁜 승리③ ─ 
단조로운 후회④ ─ 
방해를 받지 않은 목적⑤ ─ 

강# 7-01 쪽# 093 번# VOCA_02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뜻풀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1. t           : an exercise machine which has a large belt that moves around while a person 
walks
or runs on it
2. p           : something that is more important than other things and that needs to be done or 
dealt with first
3. r           : time that you spend resting and enjoying yourself

정답[ ] 

1. treadmill 
2. priority 
3. relaxation

해설[ ]  

해석{ }
러닝머신 사람이 그 위를 걷거나 달리는 동안 회전하는 커다란 벨트를 가진 운동 기계1. : 
우선순위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하거나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2. : 
휴식 시간 쉬고 즐기면서 보내는 시간3. ( ): 

해설{ }
러닝머신 은 사람이 그 위를 걷거나 달리는 동안 회전하는 커다란 벨트가 달려 있는 운동용 1. treadmill( ) ‘

기계를 뜻한다’ .
우선순위는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하거나 처리를 요하는 일 을 뜻한다2. priority( ) ‘ ’ .
휴식 휴식 시간 은 쉬거나 즐기면서 보내는 시간을 뜻한다3. relaxation( , ) ‘ ’ .

강# 7-01 쪽# 094 번# 005-006 문항코드#

지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5~6] , . 

 It’s strange how we educate people in this country. Most folks agree that our education system 
needs to be revamped, yet very little has been done to change it. Groups have suggested vouchers, 
privatization, standardized testing and a whole host of other ways to make the educational system 
better.      (A)      , no one has addressed the real problem; a lot of the information taught in 
school today is not applicable to real life.
 In spite of that, there is a lot of good in our schools. We teach our children how to add and 

subtract, read and write, the history of our great country and the basics of science and economics 
to help prepare them for life as an adult.      (B)      , most kids graduate high school without 
the ability to balance a checkbook. They are unaware of what is really involved with buying their 
first car or home (knowing the terms of the Louisiana Purchase is not going to help them get the 
best deal on either one). They are not taught how to find a job and, once they do, are surprised 
at the amount of taxes taken out of their first paycheck. We leave them to learn these lessons on 
their own and oftentimes the lessons are quite costly. Since we do not provide any real guidance 
in these areas, why is it so surprising that the average college student has over $4,000 of credit 
card debt upon graduation and the average American has $8,500?

개조하다                                                                        * revamp 



해설[ ]

소재{ }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학교 교육 
해석{ }
우리가 이 나라의 사람들을 교육하는 방식은 이상하다 우리의 교육 체계가 개조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부. 
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행해진 것은 거의 없다 단체들이 교육 제도를 개, . 
선하기 위해서 바우처 제도 민영화 표준화된 시험 그리고 아주 많은 수의 다른 방법들을 제안했다, , , . 불
행하게도, 아무도 진정한 문제점은 고심하여 다루지 않았다 오늘날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보들 중 많은 . 
것들이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아이들이 어른으로서의 삶에 대비하도, . 
록 도움을 주기 위해 아이들에게 덧셈과 뺄셈 읽기와 쓰기 위대한 우리나라의 역사 그리고 과학과 경제, , , 
학의 기본을 가르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표책을 결산하는 능력이 없이 고등학교 
를 졸업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 첫 번째 자동차나 주택을 사는 것에 실제로 무엇이 관련되는지 알지 . ( ) 
못한다 루이지애나 구입지의 계약조건을 아는 것은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서도 최상의 계약을 맺는 데 (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며 일단 일자리를 찾은 후에는 자신들). 
의 첫 번째 급료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의 액수에 놀란다 우리는 그들이 이러한 수업 내용을 그들 스스로 . 
배우도록 내버려 두며 흔히 그러한 수업은 돈이 아주 많이 든다 우리가 이러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지도. 
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평균적으로 대학생이 졸업 직후에 달러가 넘는 신용카드 빚을 지며 평균적으, 4,000
로 미국인이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 왜 그리 놀랍겠는가8,500 ?
구문{ }
They [are not taught how to find a job] and, [once they do], [are surprised at the amount of taxes •

{taken out of their first paycheck}].
첫 번째 와 세 번째 는 문장의 주어인 에 병렬 구조로 이어진다 두 번째 는 부사절이다[ ] [ ] They . [ ] . ⇨ 
는 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 taxes .

[• Since we do not provide any real guidance in these areas], why is it so surprising [that the 
average college student has over $4,000 of credit card debt upon graduation and the average 
American has $8,500]?
첫 번째 에서 는 이므로 라는 뜻이다 은 형식상의 주어이며 두 번째 가 내용상의 주어이[ ] Since ‘~ ’ . it [ ]⇨ 

다.

강# 7-01 쪽# 094 번# 005 문항코드# 7302-0074

문제[ ]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2 ]
Places That I Wanted to Visit① 
What Schools Don’ Teach You② 
Moral Lessons from Childhood③ 
Memories from My School Days④ 
Why Americans Are Working Less⑤ 

정답[ ] 

2



해설[ ] 

학교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을 충 분히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학교에서 가르‘② 
쳐 주지 않는 것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

내가 가보고 싶었던 장소들① 
어린 시절에서 얻은 도덕적 교훈들③ 
나의 학창 시절의 기억들④ 
왜 미국인들이 적게 일하는 가⑤ 

강# 7-01 쪽# 095 번# 006 문항코드# 7302-0075

문제[ ]

윗글의 빈칸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A), (B) ? [2 ]
       (A)           (B)

Unfortunately Nevertheless① …… 
Unfortunately Therefore② …… 
Accordingly Nevertheless③ …… 
Understandably Therefore④ …… 
Understandably Similarly⑤ …… 

정답[ ] 

1

해설[ ]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했지만 불행하게도 진정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심하(A) , 
여 다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글의 흐름상 자연스러우므로 불행하게도 가 가장 적절하다Unfortunately( ) .

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표책을 결산할 줄도 (B) , 
모르는 채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하는 것이 문맥에 잘 어울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가Nevertheless( )
장 적절하다.
불행하게도 그러므로② ─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③ ─ 
당연하게도 그러므로④ ─ 
당연하게도 마찬가지로⑤ ─ 

강# 7-01 쪽# 095 번# VOCA_03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단어의 뜻풀이로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하세요.



1. economics ㆍ ㆍ a. the amount of money a person earns

2. paycheck ㆍ ㆍ

b. the branch of social science that deals with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goods and services and their management

3. subtract ㆍ ㆍ c. to take one number away from another number

정답[ ] 

1. ⓑ 
2. ⓐ 
3. ⓒ

해설[ ]  

해석{ }
경제학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그리고 그것들의 관리를 다루는 사회과학 분야1. : , , 
급료 한 사람이 버는 돈의 액수2. : 
빼다 한 수를 다른 수에서 제하다3. : 

해설{ }
경제학 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그리고 그것들의 관리를 다루는 사회과학 분야1. economics( ) , , 

이다.
급료 은 한 사람이 버는 돈의 액수를 말한다2. paycheck( ) .
빼다 는 한 수를 다른 수에서 제하다 라는 뜻이다3. subtract( ) ‘ ’ .

강# 7-01 쪽# 096 번# 007-009 문항코드#

지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7~9] , . 



 One day while Lincoln was showing goods to two or three women in Offutt’s store, a guest 
came in and began to talk in an offensive manner, using much profanity, and evidently wishing to 
provoke a quarrel. Lincoln leaned over the counter, and begged (a) him, as ladies were present, 
not to indulge in such talk. The bully retorted that the opportunity had come for which he had 
long sought, and he would like to see the man who could hinder him from saying anything he 
might choose to say. Lincoln, still cool, told him that if he would wait until the ladies retired, he 
would give (b) him any satisfaction he desired.
 As soon as the women were gone, (c) the man became furious. Lincoln heard his boasts and his 

abuse for a time, and finding that he was not to be put off without a fight, said “well, if you — 
must be whipped, I suppose I may as well whip you as any other man.” This was just what the 
bully had been seeking, so out of doors they went, and Lincoln made short work with him. He 
threw him upon the ground, held him there as if he had been a child, and gathering some  
smart-weed” which grew upon the spot he rubbed it into his face and eyes, until (d) the fellow 
bellowed with pain.
 Lincoln did all this without a particle of anger, and when the job was finished, went 

immediately for water, washed his victim’s face, and did everything (e) he could to alleviate his 
distress. The upshot of the matter was that the man became his fast and life-long friend, and was 
a better man from that day. It was impossible then, and it always remained impossible, for Lincoln 
to cherish resentment or revenge.

불경한 말 닿으면 피부를 찌르는 여뀌류 식물                      * profanity ** smart-weed ( ) 

해설[ ] 

소재{ } 싸움 상대를 친구로 만든 의 일화 Lincoln
해석{ }
어느 날 이 의 가게에서 두세 명의 여자들에게 상품을 보여 주고 있는데 한 손님이 들어와Lincoln Offutt , 
서 불경한 말을 많이 쓰면서 분명 싸움을 유발할 요량으로 모욕적인 방식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Lincoln
은 계산대 너머로 몸을 구부려 숙녀들이 있으니 그런 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그에게 간청했다 그 약자를 . 
괴롭히는 사람은 자신이 오랫동안 찾았던 기회가 왔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든 말을 못하, 
도록 막을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싶다고 응수했다 여전히 냉정을 유지하며 은 숙녀들이 자리를 뜰 . Lincoln
때까지 그가 기다려 준다면 그가 바라던 어떤 만족이든 자신이 그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여자들이 사라지자마자, 그 남자는 몹시 맹렬해졌다 은 그의 자랑과 욕설을 잠시 들었고 싸우지 . Lincoln , 
않고는 그를 따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래요 당신이 매를 맞아야겠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당신에“ , , 
게 매를 대는 편이 나을 것 같군요 라고 말했다 이것이 그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추구했던 바로 그것.” . 
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문밖으로 나갔고 은 순식간에 그와의 일을 끝냈다 그는 그를 땅에 내동, , Lincoln . 
댕이쳤고 그가 마치 어린아이라도 되는 듯 거기 붙잡아 놓고는 그 자리에 자라고 있던 닿으면 피부를 , (
찌르는 여뀌류 식물 을 약간 모아서 ) ‘ ’ 그 사람이 아파서 큰 소리로 울 때까지 그것을 그의 얼굴과 눈에 문

질렀다.
은 조금의 화냄도 없이 이 모든 일을 했고 그 일을 마쳤을 때 즉시 물을 구하러 갔고 피해자의 Lincoln , , , 

얼굴을 씻겨 주었으며 그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그 일의 결말은 . 
그 남자가 그의 견고한 평생의 친구가 되었고 그날 이후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Lincoln
이 분노나 복수심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그때도 불가능했고 항상 불가능한 것으로 남아 있었다, .
구문{ }



The bully retorted [that the opportunity had come {for which he had long sought}], • and [he would 
like to see the man {who could hinder him from saying anything he might choose to say}].
두 개의 는 접속사 에 의해 병렬 구조로[ ] and⇨ 

에 공통으로 연결되었다 첫 번째  는 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두 번째  retorted . {  } the opportunity , {  }
는 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the man .
•It was impossible then, and it always remained impossible, [for Lincoln to cherish resentment or
revenge].

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은 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It[it] [ ] . for Lincoln to cherish ~⇨ 
타낸다.

강# 7-01 쪽# 096 번# 007 문항코드# 7302-0076

문제[ ]

윗글의 마지막 단락에 나타난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 [2 ]
urgent ① 
gloomy ② 
exciting③ 
mysterious ④ 
heartwarming⑤ 

정답[ ] 

5

해설[ ] 

약자를 괴롭히던 사람과 싸우고 나서 아파서 우는 상대를 씻겨 주고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했

으며 결국 친구로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으므로 마지막 단락에 나타난 분위기는 , 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 가장 적절하다‘ ’ .
급박한① 
우울한② 
흥분시키는③ 
신비로운④ 

강# 7-01 쪽# 097 번# 008 문항코드# 7302-0077

문제[ ]

밑줄 친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a)~(e) 다른 것은 점 ? [2 ]
(a) ① 
(b) ② 
(c) ③ 
(d) ④ 
(e)⑤ 



정답[ ] 

5

해설[ ]

는 에게 싸움을 건 상대를 가리키지만 는 아파하는 상대의 고통을 경감시키려고 노력하(a)~(d) Lincoln , (e)
는 을 가리킨다Lincoln .

강# 7-01 쪽# 097 번# 009 문항코드# 7302-0078

문제[ ]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점 ? [2 ]
손님은 싸움을 유발할 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했다.① 

은 숙녀들이 자리를 뜰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Lincoln .② 
숙녀들이 나가자 은 손님의 자랑을 들어 주지 않았다Lincoln .③ 

과 손님은 문밖으로 나가 싸움을 벌였다Lincoln .④ 
싸움이 끝나자 은 물을 구해 와 상대를 씻겨 주었다Lincoln .⑤ 

정답[ ] 

3

해설[ ]

숙녀들이 나가자 모욕적인 언사를 했던 손님이 자기 자랑과 욕설을 했고 이 잠시 동안 그것을 들Lincoln
어 주었다고 했으므로 이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③

강# 7-01 쪽# 097 번# VOCA_04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단어의 뜻풀이로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하세요.

1. provoke ㆍ ㆍ a. great pain, anxiety, or sorrow
2. distress ㆍ ㆍ b. to make problems or suffering less extreme
3. alleviate ㆍ ㆍ c. to cause a strong and usually angry reaction

정답[ ] 

1. ⓒ 
2. ⓐ 
3. ⓑ

해설[ ] 

해석{ }
유발하다 강력하고 보통은 화난 반응을 초래하다1. : 
고통 커다란 통증 걱정 혹은 슬픔2. : , , 



완화시키다 문제나 고통을 덜 극심하게 만들다3. : 
해설{ }

유발하다 는 좋지 않은 반응을 유발하는 것과 관련 있다1. provoke( ) .
고통 는 고통이나 고난을 표현할 때 쓴다2. distress( ) .
완화시키다 는 문제나 고통 등을 경감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3. alleviate( ) .

강# 7-01 쪽# 099 번# 010-012 문항코드#

지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0~12] , . 

(A)

 Tony Hassini recalls the day he received a phone call from a then-unknown magician named 
Doug Henning. Tony, a magician himself, possessed the blueprints for some of the world’s most 
stunning illusions. “Doug had called several times before we were able to speak. When we did 
talk, I knew he was a magician who possibly might compete with me. My initial reaction was to 
be nice to him but not (a) share any well-guarded secrets. I had spent ten years and a great deal 
of money to gather these blueprints, and I wasn’t about to give them to anyone,” says Tony.

(B)

 So Tony sent Doug fourteen blueprints. “I could have charged him a good deal of money for 
these well-kept secrets and for my consultation. But I decided that I’d (b) gain more from our 
relationship if the show was a success,” says Tony. Of course, Tony’s gamble paid off. Doug’s 
show opened in Toronto and broke box-office ticket records in that city. The show then moved to 
Broadway, where it ran for four and a half years, eventually becoming the basis for a series of 
phenomenally successful television specials.

(C)
 Doug happily shared the pie with Tony, offering him lucrative consulting contracts and helping 

promote Tony’s organization, the International Magicians Society. The collaboration did not just 
enrich Doug and Tony it (c) — lowered the profile of all magicians. Before Doug, the stereotype 
of the magician was a man in tuxedo and white gloves, pulling a rabbit out of a hat. After his 
success, magicians everywhere were getting more work.

(D)
 But he (d) maintained a friendly phone relationship with Doug. “I gave him some information 

(nothing major) and some ideas, just to keep good relations between us,” says Tony. It wasn’t 
until the fifth or sixth conversation they had that Doug explained that he was working on a very 
different kind of magic show, a musical that would have a very intense story line around magic 
and most important would do away with the old image of magicians. “The more I listened — —
to him, the more I thought he had a chance of (e) succeeding,” said Tony.



해설[ ] 

소재{ } 마술사 와 의 협력 Tony Doug
해석{ }

는 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마술사로부터 전화를 받(A) Tony Hassini Doug Henning
은 날을 떠올린다 그 자신도 마술사인 는 세계에서 가장 멋진 몇 가지의 착시 마술을 위한 계획을 . Tony
지니고 있었다 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기 전에 몇 번 전화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대화를 . “Doug . 
했을 때 나는 어쩌면 그가 나와 경쟁할 수도 있는 마술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첫 반응은 그에게 , . 
다정하게는 대하겠지만 잘 보호된 어떠한 비결도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계획을  . 
얻기 위해 년의 세월과 대단히 많은 돈을 썼으며 그것들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라고 10 , .”

는 말한다Tony .
그러나 그는 과 친근하게 전화하는 관계를 (D) Doug 유지했다 나는 단지 우리들 사이의 좋은 관계를 유. “

지하기 위해 약간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와 약간의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라고 는 말한다 그( ) .” Tony . 
들이 나눈 다섯 번째 또는 여섯 번째 대화에서야 비로소 은 자신이 아주 다른 종류의 마술 쇼 즉 Doug , 
마술을 둘러싼 아주 강렬한 줄거리를 가지게 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마술사의 오래된 이미지를 없, , 
앨 뮤지컬에 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가 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가 . “ ,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더욱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는 말했다.” Tony .

그래서 는 에게 개의 계획을 보냈다 이렇게 잘 간직한 비결과 나의 자문의 대가로 그에(B) Tony Doug 14 . “
게 많은 돈을 청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쇼가 성공작이라면 우리의 관계에서 나는 더 많은 . 
것을 얻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는 말한다 물론 의 도박은 성과가 있었다 .” Tony . Tony . 

의 쇼는 토론토에서 개봉되었고 그 도시의 매표소 티켓 판매 기록을 깼다 그 쇼는 그 후에 브로드Doug . 
웨이로 옮겨 갔고 그곳에서 그것은 년 반 동안 공연되었으며 결국 경이적인 성공을 거둔 일련의 특, 4 , TV 
별 쇼의 기초가 되었다.

은 에게 수익성이 좋은 컨설팅 계약을 제안하고 의 조직인 국제 마술가 협회를 홍보(C) Doug Tony , Tony , 
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기쁘게 와 파이를 나눴다 그 협력은 단지 과 만 부유하게 만든 것, Tony . Doug Tony
이 아니라 모든 마술사들의 인지도를 , 낮췄다 높였다( )→ 이전에 마술사에 대한 고정관념은 턱시도. Doug 
에 하얀 장갑을 끼고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는 사람이었다 그의 성공 이후에 모든 곳의 마술사들이 더 많. 
은 일을 얻고 있었다.
구문{ }
The show then moved to Broadway, • where it ran for four and a half years, [eventually becoming

the basis for a series of phenomenally successful television specials].
는 를 보충 설명하는 관계절을 이끌고 있으며 는 앞 절의 내용에 이어지는 결과를 where Broadway , [ ]⇨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It wasn’t until the fifth or sixth conversation they had that Doug explained [that he was working 
on a very different kind of magic show, a musical {that would have a very intense story line around 
magic and most important would do away with the old image of magicians}].— —   

강조 구문이 사용되었으며 는 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절이다< It was ~ that ...> , [ ] explained . a ⇨ 
는 와 동격을 이루며 는 을 수식하는 관계절very different ~ show a musical ~ magicians ,  {  } a musical

이다.

강# 7-01 쪽# 099 번# 010 문항코드# 7302-0079



문제[ ]

주어진 글 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A) ? [2 ]
(B) - (C) - (D) ① 
(C) - (B) - (D)② 
(C) - (D) - (B) ③ 
(D) - (B) - (C)④ 
(D) - (C) - (B)⑤ 

정답[ ] 

4

해설[ ] 

가 로부터 처음 전화를 받았던 날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공들여 만든 마술의 비결을 어느 누구Tony Doug
와도 공유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내용의 에 이어서 가 과 친근하게 전화를 하는 관계를 유지(A) , Tony Doug
하다가 의 색다른 마술 공연 계획을 듣고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가 와야 한다 다음으Doug , (D) . 
로 가 에게 개의 마술 계획을 보냈고 의 공연이 커다란 성공을 거둔다는 내용의 로 Tony Doug 14 Doug (B)
이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협력이 두 사람을 부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마술사들의 인, 
지도도 높였다는 내용의 가 와야 한다 그러므로 주어진 글 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C) . (A)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다(D)-(B)-(C) .④ 

강# 7-01 쪽# 099 번# 011 문항코드# 7302-0080

문제[ ]

밑줄 친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점(a)~(e) ? [3 ]
(a) ① 
(b) ② 
(c) ③ 
(d) ④ 
(e)⑤ 

정답[ ] 

3

해설[ ]

다음에 나온 내용에서 와 의 협력이 모든 곳의 마술가들이 더 많은 일을 얻게 했다는 것을 (c) Tony Doug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마술가들의 인지도를 낮춘 게 아니라 높인 것이므로 를 높였다 를 의. lowered ‘ ’
미하는 정도로 바꿔야 한다raised .

강# 7-01 쪽# 099 번# 012 문항코드# 7302-0081

문제[ ]



윗글의 내용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점 ? [2 ]
는 이 자신과 경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Tony Doug .① 
는 에게 마술의 비결을 알려 주고 사례금을 받았다Tony Doug .② 
의 브로드웨이 공연은 년 개월 동안 지속되었다Doug 4 6 .③ 
은 의 조직을 홍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Doug Tony .④ 
은 뮤지컬 형식의 마술 공연을 기획하고 있었다Doug ..⑤ 

정답[ ] 

2

해설[ ]

단락의 에서 는 마술 비결을 알려 준 (B) “I could have charged him ~ was a success,” says Tony. Tony
대가로 사례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다. .②

강# 7-01 쪽# 099 번# VOCA_05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뜻풀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1. c             : a meeting in which someone talks to a person about a problem, question, etc.
2. l             : producing money or wealth
3. s             : a belief or idea of what a particular type of person or thing is like

정답[ ] 

1. consultation 
2. lucrative 
3. stereotype

해설[ ]  

해석{ }
자문 상담 어떤 문제나 의문 등에 대해 누군가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만남1. , : 
수익성이 좋은 돈이나 부를 만들어 내는2. : 
고정관념 특정한 유형의 사람이나 사물이 어떠한지에 대한 믿음이나 생각3. : 

해설{ }
자문 상담은 어떤 문제나 의문 등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만남 을 뜻한다1. consultation( , ) ‘ ’ .

수익성이 좋은 는 돈이나 부를 만들어 내는 어떤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다2. lucrative( ) .
고정관념 은 특정한 유형의 사람이나 사물이 어떠한가에 대한 믿음이나 생각을 뜻한다3. stereotype( ) ‘ ’ .

강# 7-01 쪽# 101 번# 013-015 문항코드#

지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3~15] , . 



(A)

 Do you think you could change the world? Param Jaggi does and it’s his goal to help other —
kids try. Param has always been fascinated by science and concerned with our environment. In 
order to change the world, there has to be a world left to change. Riding in a car when he was 
twelve, Param noticed that the car in front of him was spilling out harmful gases. All the cars 
around him were. In fact, billions of motor vehicles on the planet were, all the time!

(B)
 Sometimes, Param uses his smarts to     (a)     . He invented a doorknob that uses his voice 

as the key. For the holiday season, he invented a device that synchs Christmas lights to music, 
creating a ten-second spectacular seasonal display every time he opened his front door. Science 
and technology can be both awesome and fun. One of his green inventions was a watch that 
captures lost and wasted body heat and converts it into electricity for charging phones and 
devices. Innovation requires an awesome idea and the passion to follow through on that. And 
Param understood better than anyone that kids have the best ideas.

(C)

 That’s why, at eighteen, he started his own company, Ecoviate. Ecoviate invites creative, 
innovative kids to     (b)     to change the world. When a really great idea comes along, 
Param’s company then helps that kid create a prototype of the invention. Ecoviate offers the 
support and mentorship necessary to get that invention into the world. Even though Param has 
plenty of ideas on how to change the world, he wants to hear yours, too.

(D)
 There had to be a way, Param thought, to turn that waste into something useful. So he started 

working on his first invention: an algae-powered filter for cars. Like all plants that use 
photosynthesis, algae love to eat carbon dioxide and excrete it as oxygen. By creating a filter that 
screws onto the tailpipe of a car, Param introduced carbon dioxide to hungry, hungry algae. They 
eat it up and spit out clean oxygen. This elegant solution to a wide-ranging problem caught the 
world’s attention. At the age of seventeen, Param submitted his filter for a patent. And then he 

조류 식물 말 분비하다kept right on inventing.                            * alga , ** excrete 

해설[ ] 

소재{ } 의 회사  Param Ecoviate
해석{ }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른 아이들이 그(A) ? Param Jaggi (
것을 시도해 보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의 목표이다 은 늘 과학에 매료되었으며 우리의 환경에 관심) . Param
을 갖고 있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변화시킬 남겨진 세상이 있어야만 한다 은 열두 살 . . Param
때 차를 타고 가면서 앞에 있는 차가 해로운 가스를 내보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주변에 있는 모. 
든 차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 사실은 지구상에 있는 수십 억 대의 자동차들이 항상 그렇게 하고 있었. , 



다!
그 폐기물을 어떤 유용한 것으로 바꿀 어떤 방법이 있어야겠다고 은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자(D) Param . 

신의 첫 번째 발명품 즉 조류 식물의 힘을 이용한 자동차용 필터를 만드는 일에 착수했다 광합성을 이, . 
용하는 모든 식물들처럼 조류 식물도 이산화탄소를 먹고 그것을 산소로 분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자. 
동차의 배기관에 나사선으로 고정되는 필터를 만듦으로써 은 몹시 배고픈 조류 식물에게 이산화탄, Param
소를 보내 주었다 그들은 그것을 먹고 깨끗한 산소를 뱉어 낸다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이 우아한 해결. . 
책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세에 은 자신의 필터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 그런 다음에 . 17 Param . 
그는 발명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했다.

때로 은 자신의 지능을 (B) Param 자신을 즐겁게 하는 데에 사용한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열쇠로 사용 . 
하는 문손잡이를 발명했다 연말 휴가 기간을 위하여 그는 크리스마스 불빛을 음악에 맞추어 동시에 작동. 
하게 하는 장치를 발명하여 현관문을 열 때마다 초 동안 시즌 특유의 화려한 장면을 만들어 냈다 과, 10 . 
학과 기술은 놀라우면서 동시에 재미있을 수 있다 그의 친환경 발명품들 중 하나는 몸에서 소실되고 버. 
려지는 몸의 열을 붙잡아서 그것을 전화기나 기기를 충전하기 위한 전기로 바꾸어 주는 시계였다 혁신은 . 
놀라운 아이디어와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열정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은 아이들이 가장 좋은 아이. Param
디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세에 라는 자신의 회사를 시작했다 는 창의적이고 혁신적(C) 18 Ecoviate . Ecoviate , 
인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요청한다 정말로 멋진 아이디어. 
가 나오면 의 회사는 그때 그 아이가 그 발명품의 원형을 만들어 내는 것을 돕는다 는 그 , Param . Ecoviate
발명품을 세상에 내놓는 데 필요한 후원과 멘토십현명하고 성실한 조언자의 역할 을 제공한다 비록 [ ] . 

도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또한 여러분의 Param ,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듣기를 원한다.
구문{ }
[Riding in a car when he was twelve], Param noticed [that the car in front of him was spilling out•

harmful gases].
첫 번째 는 분사구문이다 두 번째 는 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 . [ ] noticed .⇨ 

[This elegant solution to a wide-ranging problem] • caught [the world’s attention].
첫 번째 는 문장의 주어이며 가 동사이고 두 번째 가 목적어이다[ ] caught , [ ] .⇨ 

강# 7-01 쪽# 101 번# 013 문항코드# 7302-0082

문제[ ]

주어진 글 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A) ? [2 ]
(B) - (D) - (C) ① 
(C) - (B) - (D)② 
(C) - (D) - (B) ③ 
(D) - (B) - (C)④ 
(D) - (C) - (B)⑤ 

정답[ ] 

4

해설[ ] 



과학과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 세에 자동차들이 해로운 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Param 12
내용의 다음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류 식물을 이용한 필터를 발명했다는 내용의 가 (A) , (D)
오고 은 자신을 즐겁게 해 주는 발명품이나 혁신적인 발명품을 만드는 데에도 자신의 지능을 사용, Param
했으며 아이들이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가 온 다음에, (B) , 
그래서 아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라는 회사를 설립했다는 내용의 가 Ecoviate (C)
마지막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강# 7-01 쪽# 101 번# 014 문항코드# 7302-0083

문제[ ]

윗글의 빈칸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점(a), (b) ? [3 ]
             (a)               (b)

entertain himself share their ideas① …… 
entertain himself go against the flow② …… 
survive a crisis get help from others③ …… 
help the needed go against the flow④ …… 
help the needed share their ideas⑤ …… 

정답[ ] 

1

해설[ ]

자신의 목소리로 문을 열고 크리스마스 음악에 맞춰 불빛이 작동되고 현관문을 열 때 화려한 장면을 (a) , , 
연출해 주는 것은 자신을 즐겁게 해 주는 발명품들이므로 자신을 즐겁게 하는 를 쓰는 entertain himself( )
것이 적절하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발명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으므로 (b) share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their ideas( ) .

자신을 즐겁게 하는 흐름에 거역하도록② ─ 
위기에서 살아남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도록③ ─ 
어려운 자들을 돕는 흐름에 거역하도록④ ─ 
어려운 자들을 돕는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⑤ ─ 

강# 7-01 쪽# 101 번# 015 문항코드# 7302-0084

문제[ ]

윗글의 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Param Jaggi 않은 것은 점 ? [2 ]
과학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① 
목소리로 열리는 문손잡이를 발명했다.② 
몸의 열을 전기로 전환하는 시계를 발명했다.③ 
세에 발명 관련 회사에 지원하여 취업했다18 .④ 

자동차 배기관에 고정시키는 필터를 발명했다.⑤ 



정답[ ] 

4

해설[ ]

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아이들이 발명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는 회사를 설립18 Ecoviate
했다고 했으므로 는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강# 7-01 쪽# 101 번# VOCA_06 문항코드#

문제[ ]

주어진 단어의 뜻풀이로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하세요.

1. awesome ㆍ ㆍ
a. to give or offer something for a decision to be 
made by others

2. fascinate ㆍ ㆍ b. to make someone interested or curious

3. submit ㆍ ㆍ
c. very big or special and making you feel 
respect, admiration, or fear

정답[ ] 

1. ⓒ 
2. ⓑ 
3. ⓐ

해설[ ]  

해석{ }
놀라운 매우 크거나 특별하여 존경심 감탄 혹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1. : , , 
매료시키다 어떤 사람에게 흥미를 갖게 하거나 호기심을 갖게 하다2. : 
제출하다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주거나 제공하다3. : 

해설{ }
놀라운 은 매우 크거나 특별하여 존경심 감탄 혹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이라는 뜻이다1. awesome( ) ‘ , , ’ .
매료시키다 는 어떤 사람에게 흥미를 갖게 하거나 호기심을 갖게 하다 라는 뜻이다2. fascinate( ) ‘ ’ .

제출하다 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주거나 제공하다 라3. submit( ) ‘ ’
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