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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BS 수능의 7대 함정 영어

01
Ⅰ함정Ⅰ 어법의 함정

- 구조를 파악하여 탈출하라

기출 예제 01   
본문 6쪽

정답 ⑤

애완동물이 노령의 환자에게 주는 이점소재

해석

사람들이 진짜 역경, 즉 질병, 실직, 혹은 나이로 인한 장애에 직

면할 때, 애완동물로부터의 애정은 새로운 의미를 띤다. 애완동물

의 지속적인 애정은 고난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핵심

적인 본질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안심시켜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

해진다. 그러므로 애완동물은 우울증이 있거나 만성적인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치료에 중요하다. 게다가, 애완동물은 시설에 수용

된 노인들에게 매우 유익하게 이용된다. 그런 시설에서 직원들은 

모든 환자가 건강이 쇠퇴하고 있을 때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가 힘들다. 방문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예전에 어

떠했는지를 회상하면서 그들의 무능함에 의기소침해할 수밖에 없

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정신적인 능력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 그들

은 젊음을 숭배하지 않는다. 그들은 노인들이 예전에 어떠했는지

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서 그들[노인들]이 마치 어린이들인 것처

럼 그들을 반긴다. 강아지를 안고 있는 노인은 완벽할 정도로 정확

하게 어린 시절을 다시 체험할 수 있다. 그의 기쁨과 그 동물의 반

응은 동일하다.

해설

⑤ 주어인 the aged가 <the + 형용사>의 형태로 aged 

people이라는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동사는 was가 아

니라 were가 쓰여야 한다.

①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대명사 those로 어법상 

적절하다.

② depressed는 뒤에 나오는 patients를 수식하는 형용사

로 어법상 적절하다. patients가 동사 depress의 동작 주체

가 아니라 그 동작을 받는 대상이므로 과거분사가 쓰였다. 

③ pets가 use의 주체가 아니라 그 동작을 받는 대상이므

로 수동태를 이루는 과거분사 used는 어법상 적절하다.

④ what은 remember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

끌고 있는데, 그 절 안에서 were의 보어 역할을 하고 있으

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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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se를 수식한다. it은 A pet’s 

continuing affection을 가리키고, 두 번째 [  ]는 reassures
의 직접목적어에 해당한다.

•They have no memories about [what the aged once 

were] and greet them as if they were children. 

 [  ]는 전치사 about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절이며, 

as if는 ‘마치 ~처럼’이라는 의미로 뒤에 가정법 과거형의 동

사(were)가 사용되었다. 

기출 예제 02   
본문 8쪽

정답 ⑤

수행을 평가할 때 객관성 확보의 문제소재

해석

관찰된 사실들은 공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과학적인 요구 때문

에 측정에서 ‘객관성’이라는 말은 중요하다. 측정 시스템은 같은 

수행을 평가하는 두 명의 관찰자가 같은 (혹은 매우 비슷한) 측정

치를 얻게 되는 한 객관적이다. 예를 들어, 투창이 던져진 거리를 

판정하기 위해서 줄자를 사용하는 것은 누가 줄자의 눈금을 읽

느냐에 상관없이 매우 비슷한 결과를 산출한다. 그에 비해, 정교

한 채점 규정이 평가를 더 객관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

기는 하지만, 다이빙, 체조, 피겨스케이팅과 같은 수행에 대한 평

가는 더 주관적이다. 운동 행동을 연구하는 관점에서 볼 때, (운동 

수행에 대한 점수를 부여할 때는) 점수 부여가 가능한 한 객관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험실[전문 측정 시스템이 갖추어진 곳] 

내의 수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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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01 어법의 함정·3

해설

(A) that절의 주어인 two observers를 수식하는 역할을 해

야 하고, 뒤에 목적어인 the same performance가 있으므

로 현재분사인 evaluating이 맞는 표현이다. 

(B) a javelin이 던지는 동작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던져지

는 대상이므로 수동태인 was thrown이 맞는 표현이다.

(C) 문맥상 문장의 주어인 evaluation of performances 

such as diving, gymnastics, and figure skating을 대신

해야 하므로 단수를 받는 대명사 it을 써야 어법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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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xtent와 동격의 관계를 나타내는 절이며, 

to the extent that ~은 ‘~하는 한’, ‘~하는 정도까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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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는 yields이다. 두 번째 [  ]는 전치사 of의 목적어에 해당

하는 절이다.

기출 어법 의 함정 

1. ②  2. ③  3. ②  4. ①  5. ②  6. ②  7. ②  8. ③
9. ① 10. ② 11. (A) operating (B) pay 12. (A) that 

(B) sends  13. (A) whatever (B) almost 14. (A) made   

(B) where   15. (A) summarize (B) either   16. (A) is

(B) than 17. (A) that (B) many 18. (A) What (B) 

moving 19. (A) it (B) subtle 20. (A) calling (B) is

본문 10~11 쪽

1. | 정답 | ②

| 해석 | 더욱이, 수산 양식용 가두리가 처음 지어졌을 때 일반적

인 지식의 부족과 불충분한 관리는 초과 사료와 어류 폐기물로부

터 발생하는 오염이 거대한 불모의 해저 사막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 해설 | ② 문장의 주어인 a general lack of knowledge 

and insufficient care being taken when fish pens were 

initially constructed에 상응하는 동사가 필요한 위치이므

로 meaning을 meant로 바꿔야 한다.

| 어휘 |

insufficient 불충분한 

fish pen 수산 양식용 가두리, 작은 우리 

initially 처음에 

excess 초과한; 초과 

feed 사료, 먹이 

barren 불모의, 황폐한 

2. | 정답 | ③

| 해석 | 처음에 영화는 대단히 강력한 일종의 마술 공연장으로 

여겨졌는데, 직사각형 모양의 화면은 배우가 등장하는 앞 무대에 

해당했다.

| 해설 | ③ which 다음에 도치된 주어(actors)와 자동사

(appear)가 이어진 문장이므로 which는 부사의 기능을 하

도록 on which가 되어야 한다. which가 the proscenium 

of a stage를 가리키므로 이 부분은 결국 actors appear 

on the proscenium of a stage로 이해할 수 있다.

| 어휘 |

potent 강력한, 유력한

correspond to ~에 상응[해당]하다, ~와 일치하다  

proscenium 앞 무대

3. | 정답 | ②

| 해석 | 한 회사는 ‘기술 선반’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했는데, 그

것은 소집단의 기술자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 위에는 장차 다른 

팀이 사용할 수도 있는 가능한 기술적인 해결책들이 올려져 있  

었다.

| 해설 | ② 주어가 that이 이끄는 관계절의 수식을 받는 

possible technical solutions로 복수형이므로 단수형 동

사 was를 복수형 동사 were로 고쳐야 한다.

| 어휘 |

shelf 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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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EBS 수능의 7대 함정 영어

4. | 정답 | ①

| 해석 | 그 질문들이 매우 사적인 문제를 다룬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질문이 아무리 까다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태도가 상당히 또는 갑작스럽게 

변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 해설 | ① 주어 the questions에 대한 동사가 필요하므로 

dealing을 dealt로 고쳐야 한다.

| 어휘 |

touchy 까다로운

significantly 상당히

abruptly 갑작스럽게

5. | 정답 | ②

| 해석 | 그는 계속해서 가정생활의 사적인 세부 사항들을 관찰

하면서 마을을 이리저리 산책하는 매일의 일과에 대해서 기술하

는데, 그가 말하듯이, 그러한 관찰들은 가능하고 (누구나) 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 해설 | ② observed의 의미상 주어는 문장의 주어인 He
이고, 다음에 목적어가 이어지면서 능동적인 동작을 나타

내므로 현재분사인 observing으로 고쳐야 한다. 

| 어휘 |

go on to ~ 계속해서 ~하다 

routine 일상적인 과정 

stroll 산책하다  

intimate 사적인, 자세한, 친밀한 

accessible 접근하기 쉬운, 이용할 수 있는

6. | 정답 | ②

| 해석 | 하지만 만약 당신이 위안을 받고, 느긋하고, 행복하게 느

끼기 위해 버거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면, 그것들을 브로콜리

와 당근 주스로 대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부엌에 다시 페인트를 

칠함으로써 물이 새는 목욕탕의 수도꼭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과 같다.

| 해설 | ② 동사 try는 문장의 주어로 쓰일 수 없으므로 주

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명사(trying)로 고쳐야 한다.

| 어휘 |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 

leaky 물이 새는

7. | 정답 | ②

| 해석 | 우리는 마치 미래가 오는 것이 너무 늦다고 생각하여 그

것을 서둘러 오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처럼 미래를 기대한다. 

우리는 너무 경솔해서 우리의 것이 아닌 시간 속에서 헤매고 우리

에게 속한 시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 해설 | ② <so[such] ~ that ...> 구문은 ‘너무 ~해서 …하 

다’라는 뜻인데, 뒤에 형용사 imprudent를 수식해야 하므

로 Such를 So로 바꿔 써야 한다. such는 형용사를 바로 

수식할 수 없다.

| 어휘 |

anticipate 기대하다, 고대하다 

imprudent 경솔한, 현명하지 못한

8. | 정답 | ③

| 해석 | 추측컨대, 4백만 마리의 물개들이 같은 어종을 놓고 상

업을 목적으로 하는 어부들과 경쟁한다면 그 사실이 알려지지[드

러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 해설 | ③ 전치사 without의 목적어로 명사(구)가 와야 하

므로 is를 being으로 고쳐야 한다. the fact는 동명사구 

being known의 의미상의 주어이다.

| 어휘 |

presumably 추측컨대, 아마도

compete 경쟁하다

9. | 정답 | ①

| 해석 |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은 

한 집단의 연구자들이 함께 일하는 대학과 실험실에서 부글거리

며 넘쳐 나온다. 생명체의 유전자 구조의 이해와 같은 중대한 획

기적 발견과 수학이나 기초 화학에서의 진보와 같은 더 작은 획기

적 발견 둘 다 그렇다. 

| 해설 | ①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wh ich를 

universities and laboratories를 선행사로 하는 where 또
는 in which로 바꿔야 한다. 

| 어휘 |

oversimplify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다 

bubble out of ~에서 부글거리며 넘쳐 나오다 

breakthrough 획기적 발견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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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01 어법의 함정·5

10. | 정답 | ②

| 해석 | 그 연회에 참석한 모든 마을 사람들은 잠깐 놀란 후, 그

들의 손님이 완벽하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유지하고 그가 당혹스

러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로의 무릎 안쪽으로 두부를 내던지

기 시작했다.

| 해설 | ② 바로 앞에 나온 keep의 의미상 주어는 주절

의 주어인 all the villagers이고, keep의 목적어는 their 

guest로 keep의 주어와 목적어가 다르므로 재귀대명사 

himself를 사용할 수 없다. himself를 him으로 바꿔야 한다.

| 어휘 |

embarrassment 당혹스러움 

banquet 연회, 축하연  

fling 내던지다 

tofu 두부

11. | 정답 | (A) operating (B) pay

| 해석 | 처음에 그것은 많은 소음을 냈으며, 나중에는 완전히 작

동을 멈췄습니다. 결함을 고쳐 주는 것은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

므로, 저는 귀하가 수리에서의 노동력 부분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 해설 | (A) 문맥상 ‘작동을 멈추다’라는 뜻이 되어야 하므

로 operating이 어법에 맞다. stopped to operate는 ‘작동

하기 위해 멈췄다’로 해석된다.

(B) make는 사역동사이며 us가 pay의 행위자이므로 원형

부정사가 목적격 보어로 적절하다.

| 어휘 |

entirely 완전히, 아주 

wholly 전적으로, 완전히 

defect 결함, 결점 

component 부분, 구성 요소 

repair 수리, 수선

12. | 정답 | (A) that (B) sends

| 해석 | 우리를 살아 있게 하고 활동적이게 유지하는 산소 연소

는 활성 산소라고 불리는 부산물을 내보낸다.

| 해설 | (A) 선행사 The combustion of oxygen을 수식

하는 관계절을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을 사용해야 한

다. 선행사가 있으므로 what은 사용할 수 없다.

(B) 주어는 The combustion ~ active이고, 문장의 동사

가 필요하므로 sends가 어법에 맞다. sending은 동사로 사

용할 수 없다.

| 어휘 |

combustion 연소  

oxygen free radical 활성 산소 

13. | 정답 | (A) whatever (B) almost

| 해석 | 우리는 『New York Times』, 『Guardian』 혹은 세계의 거

의 모든 다른 주요 신문의 웹사이트에서 그날의 뉴스나 사업, 연

예 또는 어떤 뉴스든지 그에 관한 최신 내용을 읽을 수 있다.

| 해설 | (A) 문맥상 ‘어떤 뉴스든지’라는 뜻이며, news를 

수식해야 하므로 whatever가 적절하다.

(B) 뒤에 any를 수식하고 ‘거의’라는 뜻을 가져야 하므로 

almost가 어법에 맞다.

14. | 정답 | (A) made (B) where

| 해석 | 7개월 후에 유실된 장소에서 3,540킬로미터 떨어진 알래

스카의 Sitka 근처 해변 육지에 첫 번째 장난감들이 도달했다.

| 해설 | (A) 문장의 동사가 필요하므로 made가 어법에 맞다.

(B) 완전한 구조의 절이 뒤에 이어지고 있고, ‘유실된 장소’

라는 뜻이므로 where가 어법에 맞다.

| 어휘 |

landfall 육지 도착, 육지 접근 

15. | 정답 | (A) summarize (B) either

| 해석 | Tory Higgins와 그의 동료들은 대학생들에게 어떤 사람

의 성격을 기술한 것을 읽게 하고, 그다음 이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한다고 믿어지는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 그것을 요약해 보게 

시켰다.

| 해설 | (A) 문맥상 사역동사 had의 목적격 보어 read와 

같은 역할이므로 원형부정사 summarize가 와서 병렬 구

조를 이루어야 어법에 맞다.

(B) 문맥상 ‘A 또는 B’라는 뜻을 지니므로 <either A or B>

를 사용해야 한다. neither는 <neither A nor B>의 형태로 

사용된다. 

| 어휘 |

colleague 동료

summarize 요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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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BS 수능의 7대 함정 영어

16. | 정답 | (A) is (B) than

| 해석 | 21세기 초에 고급 빵과 패스트리의 인기는 새로운 요리

사가 훈련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 해설 | (A) 문장의 주어인 the popularity of fine breads 

and pastries에서 주어의 핵이 단수인 popularity이므로 

동사 is가 어법에 맞다.

(B) 비교급 faster와 연결되므로 than이 사용되어야 한다.

17. | 정답 | (A) that (B) many

| 해석 | 우리 대학의 언론학 프로그램이 여러분에게 이런 많은 

첫 번째 것들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해설 | (A)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동사 know의 목

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을 사용해야 

한다.

(B) of 뒤에 복수인 these firsts가 이어지므로 셀 수 있는 

명사와 함께 쓰이는 many가 적절하다.

| 어휘 |

journalism 언론(학)

18. | 정답 | (A) What (B) moving

| 해석 |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눈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일종의 ‘옆 사람을 따

르라’라는 행동이다.

| 해설 | (A) is가 문장의 동사이므로 네모를 포함하여      

~ appears to us as simultaneous가 주어 역할을 해야 한

다. 하지만 네모 뒤에 주어가 빠진 채 바로 동사가 이어졌으

므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사 What이 쓰여야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

(B) 앞에 나온 a kind of ~ behavior를 수식해야 하므로 

현재분사 moving이 어법에 맞다. 

| 어휘 |

simultaneous 동시에 일어나는

19. | 정답 | (A) it (B) subtle

| 해석 | 누군가가 거짓말을 할 때 그 사람이 통상적인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을 알아채기 위해 여러분은 그것에 면밀히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때때로 그 변화는 잠깐 동안의 멈춤처럼 미묘하다. 

| 해설 | (A) 앞에 나온 단수의 명사구 someone’s normal 

pattern을 대신해야 하므로 it이 어법에 맞다.

(B) is 다음에 보어로 쓰여야 하므로 형용사 subtle이 어법

에 맞다.

| 어휘 |

deviation 벗어남 

variation 변화 

subtle 미묘한, 감지하기 힘든 

pause (잠깐 동안의) 휴지, (일시) 멈춤

20. | 정답 | (A) calling (B) is

| 해석 | 의심을 품게 된 공장 경영주들은 이러한 자칭 전문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jacks of all trades and masters of 

none(많은 걸 하지만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부르

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으며, 그 

결과 이 말 또한 우리 주변에 있다.

| 해설 | (A) 뒤에 목적어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능동형의 동

명사 calling이 어법에 맞다.

(B) <so+대동사+주어>로 ‘~도 마찬가지이다’라는 뜻이 되

어야 한다. 앞 문장에 be동사 are가 쓰였으므로, is가 어법

에 맞다.

| 어휘 |

doubtful 의심을 품은 

self-appointed 자칭의, 자기 혼자 정한

Drill 01함정 탈출
본문 12쪽

| 정답 | ⑤

| 소재 | 동물 보호소 입양 담당자의 역할

| 해석 |

많은 동물 자선 단체들은 동물들을 수용하거나 구조하고 그것들

을 새로운 주인의 가정에 입주시킨다. 이러한 단체들은 새로운 주

인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동물들을 재활시키고 돌봐 주는 안식

처, 즉 보호소를 운영한다. 대부분의 이러한 자선 단체들은 동물

들이 적절한 주인에게 틀림없이 입양되도록 하는 책임을 가진 입

양 담당자를 고용한다. 그것은 올바른 짝이 맺어지는 것을 보장하

는 심층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역할의 많은 부분은 잠재

적인 새로운 주인들이 애완동물을 갖는 것과 관련된 책임과 의무

를 인식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그 일의 중요한 부분인

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러한 새로운 의무가 무엇을 포함하게 

될지에 대해 모르고, 이러한 인식의 부족은 자주 동물들이 재입양

되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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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01 어법의 함정·7

| 해설 |

(A)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what은 쓸 수 없

다. sanctuaries or shelters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절을 이

끄는 where가 쓰여야 한다.

(B) 앞에 문장의 동사 involves가 나왔으므로 같은 절 안

에서 또 다른 동사구 are aware는 쓸 수 없다. involves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 making을 포함하여 <making + 목

적어(potential new owners) + 목적격 보어(aware)>의 구

문이 쓰여야 어법과 문맥에 맞다.

(C)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animals는 입양되는 대상이므

로 수동의 의미를 가진 being given이 쓰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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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option officer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  }는 ensuring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절이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charity  2  sanctuary  3  rehabilitate

| 해석 |

1  자선 단체: 가난하고, 병든 사람 등을 도와주는 조직

2    안식처, 피난처: 사람이나 어떤 것이 보호되거나 쉴 곳이 제공

되는 장소

3    재활시키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질병, 부상, 약물 문제 등의 이

후에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다

| 해설 |

1    charity(자선 단체)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는 

조직이다.

2    sanctuary(안식처, 피난처)는 사람이나 어떤 것을 보호

하고 안식을 제공해 주는 곳이다.

3    rehabilitate(재활시키다)는 ‘질병이나 부상 등의 이후에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다’라는 뜻이다.

Drill 02함정 탈출
본문 13쪽

| 정답 | ⑤

| 소재 | 지역 보건 요원의 역할

| 해석 |

지역 보건 요원으로서 나는 의사들이 우리 캄보디아의 환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의사들과 함께 일

한다. 캄보디아의 지역 사회는 아주 작기 때문에 때로 환자들은 

자신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진료소의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여러 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 내가 진료소에서 일을 

함으로써, 환자는 그 시스템에서 길을 잃지 않게 된다. 즉, 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쉽게 찾아올 수 있다. 우

리 환자들 중 일부는 영어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 읽거

나 쓸 줄 모르며 자신들이 복용하는 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내가 도와준 환자들 중 한 사람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을 앓고 있었다. 그녀는 때로 한 달에 15가지의 서로 다른 약을 복

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한 유형의 약(의 복용)을 끝내야 다

른 유형의 약(의 복용)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 때문에 

그녀의 당뇨병은 통제 불능이 되었으며 그녀의 매일 약 복용 일정 

조정을 도와주라고 의사가 나에게 부탁했다. 내가 그녀에게 약들

을 동시에 복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을 때, 그녀는 10년 동안 자신

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해 오고 있었으므로 깜짝 놀랐다.

| 해설 |

(A) 글의 흐름상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바로 앞에 있는 a 

clinic이 아니라 someone이므로 who를 써야 한다. which
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쓸 수 없다.

(B) One of the patients I worked with가 주어이므로 동

사의 과거형 suffered를 써야 한다. One of the patients 

whom I worked with에서 전치사 with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patients 다음에 생략된 

구조이다. 

(C) 과거분사 shocked를 쓰면 주어가 놀랐다는 뜻이 되고 

현재분사 shocking을 쓰면 주어가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한

다는 뜻이 되므로 문맥상 shocked를 써야 한다.

| 구문 |

•Besides not understanding English, [some of our 

patients] [don’t read or write well] and [have a hard 
time understanding their medications].
 besides는 ‘~ 외에도’라는 뜻의 전치사이다. 첫 번째 

[  ]가 주어이며 두 번째 [  ]와 세 번째 [  ]는 둘 다 

주어에 이어진다. <have a hard time -ing>는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이다.

•Because of this, her diabetes was out of control 

and the doctor asked me to aid in the arrangement 

of her daily medication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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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EBS 수능의 7대 함정 영어

 <ask + 목적어 + to부정사>는 ‘~에게 …해 줄 것을 요청

하다’라는 뜻이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  2  ⓒ  3  ⓐ

| 해석 |

1  진료소: 의학적 치료나 조언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가는 곳

2  약물: 질병의 증상을 치료, 또는 예방, 혹은 완화해 주는 것

3  환자: 의사나 병원으로부터 의학적 치료를 받는 사람

| 해설 |

1    clinic(진료소)은 의학적 치료나 조언을 받기 위해 사람

들이 가는 곳이다.

2    medication(약물)은 질병의 증상을 치료, 예방, 혹은 완

화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patient(환자)는 ‘의사나 병원으로부터 의학적 치료를 받

는 사람’을 뜻한다.

Drill 03함정 탈출
본문 14쪽

| 정답 | ③

| 소재 | 약점과 한계의 극복

| 해석 |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가장 큰 

난제는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인가? 여

러분의 약점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개인적 한계는 무엇인가? 여러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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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에 입학한다. 영어 쓰기가 약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족함에 대

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의 능력 너머에 있는 문장을 쓰

려고 시도하지 마라. 낱말들 속에 너무 뒤엉켜 (전달하려는) 의미

가 분명하지 않도록 만들지 마라. 짧고 간단명료한 문장을 써야 

한다. 시험에서 대부분의 교수는 전문 용어의 화려한 나열을 기대

하지 않는다. 그들은 수업 자료를 이해하여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

분이 자신들에게 말해 주기를 원한다.

| 해설 |

③ 관계절의 선행사가 sentences이므로 문맥상 전치

사 beyond의 목적어와 절의 주어가 다르다. 재귀대명사 

yourselves는 주어가 you일 때 쓸 수 있으므로 인칭대명사 

you로 바꿔 써야 한다.

① 뒤따르는 동사 avoid를 수식하는 부사 cautiously는 어

법상 적절하다.

② a surprising number of students가 주어이고 students
가 주어의 핵이므로 복수형 동사 enter는 어법상 적절하다.

④ ‘너무 ~해서 …하다’라는 뜻의 <so ~ that ...> 구문의 

일부로 어법상 적절하다.

⑤ 뒤따르는 절이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된 완전한 절의 

형태이므로 접속사 역할을 하는 that은 어법상 적절하다.

| 구문 |

•You should write sentences [that are {short} and {to 

the point}].
 [  ]는 sentenc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그 안의 두 

개의 {  }가 서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  2  ⓑ  3  ⓐ

| 해석 |

1  한계: 무언가의 가능한 최대의 양 

2    개인적인: 특정한 개인과 관련되어 있거나 속해 있는

3  극복하다: 문제나 감정을 다루고 통제하다

| 해설 |

1  limit(한계)은 ‘가능한 최대의 양이나 한도’라는 뜻이다.

2  personal(개인적인)은 특정인의 개인적인 일과 관계된다.

3    overcome(극복하다)은 ‘어려운 문제나 힘든 감정을 이겨

내다’라는 뜻이다.

Drill 04함정 탈출
본문 15쪽

| 정답 | ②

| 소재 | 유아들의 성 구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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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01 어법의 함정·9

| 해석 |

유아들에 의한 성 구분 학습은 거의 틀림없이 무의식적이다. 아이

들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남자아이 또는 여자아이로 분류하기 

전에 그들은 언어 능력 습득 전의 다양한 단서를 받는다. 예를 들

어, 남자와 여자 성인들은 보통 유아를 다르게 대한다.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은 아기가 남성과 관련짓게 될 수 있는 향과 다

른 향을 지니고 있다. 옷, 머리 스타일 등의 체계적인 차이는 학습 

과정에서 유아에게 시각적 단서를 제공한다. 두 살 무렵에 아이들

은 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남자아이인지 또는 여자아이인지를 알고 대체로 다른 사람들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5세나 6세가 되어서야 아이는 

한 사람의 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모든 사람이 성을 갖고 있는 

것과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성 차이는 해부학적으로 근거한다는 

것을 안다. 

| 해설 |

② 앞에 나온 scents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말이 필요하므

로 단수 that을 those로 바꿔야 한다.

① 동사 label의 주어와 목적어가 children으로 동일하므

로 목적어 자리에 재귀대명사 themselves가 쓰였다.

③ 주어인 Systematic differences가 복수이므로 동사 

provide가 사용되었다.

④ 동사 know의 목적어로 ‘A인지 또는 B인지’라는 뜻을 가

진 절을 이끄는 접속사 whether가 쓰였다.

⑤ 문두에 부정어(Not)를 포함한 부사구가 왔으므로 문장

의 어순이 <Not until ~ +조동사+주어+동사원형>의 형태

가 되어야 하고, 동사가 know이며 주어가 a child로 단수

이므로 조동사는 does가 사용되었다.

| 구문 |

•The cosmetics [women use] contain scents different 

from those [the baby might learn to associate with 

males].
 문장의 주어는 The cosmetics이며 동사는 contain
이다. 두 개의 [  ]는 각각 앞에 나온 The cosmetics와 

those를 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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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의 목적어로 병렬 구조로 연

결되었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scent  2  categorize  3  cue

| 해석 |

1  향: 어떤 것이 가진 기분 좋은 냄새

2    분류하다: 유사한[비슷한] 사람이나 사물의 집단 속에 어떤 사

람이나 사물을 포함시키다

3  단서: 다른 어떤 것이 발생할 신호인 행위나 사건

| 해설 |

1  scent(향)는 ‘어떤 것이 가진 기분 좋은 냄새’라는 뜻이다.

2    categorize(분류하다)는 ‘유사한[비슷한] 사람이나 사물

의 집단 속에 사람이나 사물을 포함시키다’라는 뜻이다.

3    cue(단서)는 ‘어떤 것이 발생할 신호를 주는 행위나 사건’

이라는 뜻이다.

Drill 05함정 탈출
본문 16쪽

| 정답 | ④

| 소재 | 많은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광학 카드

| 해석 |

해마다 기술적으로 더 복잡해지고 있는 주요한 새로운 사생활 제

품들 중 하나는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광학 카드이다. 이 작은 지

갑 크기의 카드는 종전의 신용 카드보다 약 천 배 정도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담고 있는, 걸어 다니는 책과 같다. 사실은, 이 작은 

카드는 1990년 기준으로 보통의 타이핑으로 작성된 약 800쪽 분

량까지 ― 현재는 더 많이 ―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진, 그림, 지문, 엑스 선 사진과 같은 영상, 그리고 디지털 형식

으로 변환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저장할 수 있다. 누가 어느 곳

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얻느냐를 결정하는 접근 (허용) 시스템

을 위해 사용되는 것 외에도, 그것들은 개인의 완전히 사적인 병

력, 취업 관련 자료, 그 외의 다른 개인적인 정보를 담는 데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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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EBS 수능의 7대 함정 영어

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용 카드를 잃어버릴 때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광학 카드]들 중 하나를 잃어버릴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라.

| 해설 |

④ 문맥상 ‘~하는 데 사용되다’라는 뜻의 <be used to + 

동사원형>이 되어야 하므로 containing을 contain으로 고

쳐 써야 한다.

① 주어인 One of ~ each year에서 주어의 핵이 되는 

One이 단수이므로 is를 쓴 것은 적절하다.

② ‘~보다 …배 –한’이라는 뜻의 <배수 + as + 원급 + as ~> 

구문이므로 much를 쓴 것은 적절하다.

③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의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므로 but을 쓴 것은 적절하다.

⑤ what ~은 consider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며 

what은 의문사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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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가 동사이다. {  }는 the 

major new privacy products를 수식한다.

•This small wallet-sized card is like a walking 

book, with about one thousand times as much 

information  as the old credit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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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  2  ⓑ  3  ⓐ

| 해석 |

1  접근(권): 어떤 것을 사용하거나 볼 수 있는 능력

2    지문: 어떤 사람의 손가락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부 표면의 선

들을 보여 주는 흔적들

3  복잡한: 복잡하거나 뛰어난 기술로 이루어진

| 해설 |

1    access(접근(권))는 ‘어떤 것을 사용하거나 볼 수 있는 능

력’을 뜻한다.

2    fingerprints(지문)는 어떤 사람의 손가락에 의해서 만

들어진 피부 표면의 선들을 보여 주는 흔적들을 말한다.

3    sophisticated(복잡한)는 ‘복잡하거나 뛰어난 기술로 이

루어진’이라는 뜻이다.

Drill 06함정 탈출
본문 17쪽

| 정답 | ①

| 소재 | 소규모 회사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

| 해석 |

열망 혹은 그것의 부재는 소규모 회사의 핵심 요인이다. 많은 소규

모 자영업자들은 그 사업이 자신들에게 허용하는 생활양식에 만

족하고, 성장을 위한 욕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성장 

결핍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재정이다. 성장은 자금에 대한 접근

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소규모 회사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비용

이 많이 든다. 게다가, 무한 책임은 사업이 실패할 경우 (가족의 주

택과 같은) 소유자의 개인 자산이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하

는데, 그 위험은 많은 사람들이 감수하기를 꺼리는 것이다. 기업

가 정신은 위험을 무릅쓰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된다. 성장을 진정 

열망하는 자영업자들은 위험하지만 중요한 두 번째 걸음을 기꺼

이 내딛어야만 한다. 대부분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이것은 최

초의 가족이 아닌 구성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조정하고 사람들, 시

스템, 그리고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과 경영 기술을 

습득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 해설 |

(A) 문맥상 Many small-business owners를 공통의 주어

로 하여 동사 are와 연결되는 병렬 구조가 되어야 하므로 

have가 적절하다. 

(B) 주어, 동사, 전치사구로 구성된 완전한 절의 형태가 이

어지고 있으므로 접속사 that이 적절하다.

(C) 문맥상 구성원을 고용한다는 뜻이 되어야 하고, 목적어

에 해당하는 the first non-family member가 뒤에 이어지

고 있으므로 능동형 동명사인 employing이 적절하다.

| 구문 |

•For most small-business owners, this means 
[employing the first non-family memb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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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01 어법의 함정·11

[beginning to acquire the necessary leadership 

and management skills to {scale the business} and 

{manage the people, systems, and processes}]. 
 두 개의 [  ]는 means의 목적어 역할을 하며 접속사 

and에 의해 연결된 병렬 구조이다. 두 개의 {  } 역시 접

속사 and에 의해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  2  ⓑ  3  ⓐ

| 해석 |

1  자산: 사람이나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

2  법적 책임: 어떤 것에 대한 법적 책임

3  열망: 대단한 뭔가를 성취하려는 강한 욕구

| 해설 |

1  asset(자산)은 ‘회사나 개인의 소유 재산’이라는 뜻이다.

2    liability(법적 책임)는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계된다.

3    aspiration(열망)은 ‘사람의 열망이나 포부’라는 뜻이다.

Drill 07함정 탈출
본문 18쪽

| 정답 | ④

| 소재 | 해양 과학의 발전

| 해석 |

지난 몇 십 년간에 걸쳐 해양 과학은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 해양 

생물 쪽으로 더 많은 시선을 끌어 왔다. 그것은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과학적 접근법과 기술적인 도구를 사용하면서 더 많은 답변

을 수면으로 끌어올렸다[해답을 분명하게 만들었다]. 1930년에 저

명한 과학자이자 탐험가인 William Beebe가 그의 구형(球形) 잠

수 장치에 올라타고 따뜻한 Bermuda 바닷속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단지 어둠 속에서 보기 위한 전기 탐조등과 자신이 본 것을 

물위에 묘사하기 위해 전화선만을 가졌을 뿐이었다. 오늘날에는 

잠수함, DNA 염기 서열 분석기, 파도를 훑어보는 로봇 화학 실험

실 그리고 따개비의 숨소리도 측정할 정도로 아주 작은 호흡실이 

있다. Beebe의 시대 이래로 우리는 80년이 넘도록 기초 과학 지

식을 축적해 왔는데, 그것이 없이는 어떤 진지한 생물학적 미스터

리도 거의 풀 수가 없다. 

| 해설 |

④ respiration chambers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로 ‘~하

기에 충분히 …한’이라는 뜻이 되기 위해서는 <형용사

+ enough + to부정사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enough 

tiny를 tiny enough로 고쳐야 한다.

① Over the past few decades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를 나타내는 부사구이므로 현재완료 시제는 어법에 맞는 

표현이다.

② 의미상의 주어는 It(ocean science)이고, It이 use의 주

체이므로 능동의 의미를 지닌 분사구문을 이끄는 현재분사 

using은 맞게 쓰였다.

③ ‘~하기 위하여’라는 뜻을 나타내는 to부정사구가 쓰    

였다.

⑤ which의 선행사는 more ~ knowledge로 without 

which는 and without it이라는 뜻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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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가 이끄는 부사절이며, 두 번째 [  ]

는 ha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구이다. {  }는 선행사가 포

함된 관계절이며 describe의 목적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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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ot chemistry labs를 수식하는 관

계절이며, 두 번째 [  ]는 respiration chambers를 수식

하는 형용사구이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accumulate  2  submarine   3  res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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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EBS 수능의 7대 함정 영어

| 해석 |

1    축적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것을 서서히 모으거나 얻다

2  잠수함: 수중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배

3  호흡: 숨 쉬는 행위나 과정

| 해설 |

1    accumulate(축적하다)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떤 것

을 서서히 모으거나 얻다’라는 뜻이다.  

2    submarine(잠수함)은 ‘수중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배’를 

뜻한다.

3  respiration(호흡)은 ‘숨을 쉬는 행위나 과정’을 뜻한다.

Drill 08함정 탈출
본문 19쪽

| 정답 | ⑤

| 소재 | The Tabard 여관

| 해석 |

내가 말에서 내릴 때, 그 여관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웃음소리

가 들리기 시작했다. 말을 말뚝에 묶으며, 나는 별이 총총한 하늘

을 쳐다보았는데, 하늘은 그 위에 진주를 아무렇게나 던져 놓은 

검은 벨벳처럼 보였다. 다시 여관을 흘낏 돌아보았을 때, 나는 문

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으며 이것이 내가 환영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 주었다. 각 문에는 ‘The Tabard’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다. 

이 특별한 밤에 The Tabard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안으로 들어

가자마자 나는 에일 한 잔을 사서, 테이블을 찾았는데, 그렇게 하

는 과정에서 돌아다니는 닭을 밟았다. 에일을 마시는 동안에, 나

는 마침내 주위를 둘러볼 시간을 갖게 되었다. The Tabard 자체

는 돌로 된 벽과 천장이 있어 꽤 새것인 것처럼 보였다. 여러 개의 

앉을 수 있는 나무로 된 테이블이 있었는데, 각 테이블은 양초로 

장식되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긴 의자에 앉아 있었고, 다른 이

들은 빈 상자와 에일 저장용 통을 가구로 사용했다.

| 해설 |

(A) the starry sky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

명사가 와야 하므로 which를 써야 한다. that은 계속적 용

법의 관계대명사로 쓸 수 없다.

(B) 문맥상 앞에 나온 bought a mug of ale, found a 

table의 뜻을 받는 동명사가 되어야 하므로 doing을 써야 

한다. 앞에 나온 동사가 be동사가 아니므로 being은 쓸 수 

없다.

(C) each one이 장식되는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지닌 과

거분사 adorned를 써야 한다. 능동의 의미를 지닌 현재분

사 adorning은 쓸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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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ces and laughter를 수식한다.

•[Glancing back at the Inn], I noticed [that the doors 

were open] and this made me feel welcome.
 첫 번째 [  ]는 분사구문이며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

어는 주절의 주어인 I이다. 두 번째 [  ]는 noticed의 목적

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made가 사역동사이므로 목적

격 보어 자리에 원형부정사 feel을 쓴 것이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  2  ⓐ  3  ⓒ

| 해석 |

1  장식하다: 어떤 것을 장식하다

2  새기다: 물질이나 표면에 조각하거나 새겨 넣다

3  여관: 작은 호텔, 특히 시골에 있는 것

| 해설 |

1  adorn(장식하다)은 ‘어떤 것을 장식하다’라는 뜻이다.

2    engrave(새기다)는 ‘물질이나 표면에 조각하거나 새겨 넣

다’라는 뜻이다.

3  inn(여관)은 시골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호텔을 말한다.

#001~064_정답-OK.indd   12 2017-03-08   오후 2: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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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Ⅰ함정Ⅰ 어휘의 함정

- 문맥을 파악하여 탈출하라

기출 예제 01   
본문 20쪽

정답 ④

교사들 간의 교류의 필요성소재

해석

교사가 홀로 일을 할 때 그들은 한 쌍의 눈, 즉 자기 자신의 눈으

로 세상을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저런 과목이나 혹은 과(課)를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같은 건물 혹은 같은 지역’ 어딘

가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문을 닫고 거의 혼자서 학교의 연간 

행사 계획표를 실천해 나가는 교사는 이해하지 못한다. 일을 더 

잘하거나 최소한 다르게 하는 사람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해 주

는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교사들은 하나의 시각, 즉 자신의 시각

만을 갖게 된다. 나는 사회과에 속하는 다양한 과목을 가르쳤는데 

동일한 과목을 가르치는 나의 동료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

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평가

를 계획하고, 자신이 잘한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난

다는 생각을 우리는 전혀 해 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사회 교

과 교무실에서 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 불평하면서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책임 전가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해설

(A) 자기 혼자서만 고립되어 연구하고 작업하는 교사는 주

변에 더 성공적일 수 있는 다른 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lost가 적절하

다. based는 ‘~을 기반으로 하는’이라는 뜻이다.

(B) 혼자 고립된 교사는 다른 교사를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해 주는 과정이 없는 상태가 되게 되므로 allows가 적절하

다. forbid는 ‘금지하다’라는 뜻이다.

(C) 필자가 앞 문장에서 사회과에 속하는 다양한 과목을 

가르쳤음에도 동일한 과목을 가르치는 동료들이 어떻게 가

르치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했으므로 never
가 적절하다. mostly는 ‘주로, 대체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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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가 동사이다. {  }

는 someone을 수식하고, 두 번째 [  ]는 teachers를 수

식한다.

•[The idea of meeting regularly to compare notes, 

plan common assessments, and share {what we did 

well}] never occurred to us.
 [  ]가 문장의 주어이며 occurred가 동사이다. compare 
~, plan ~, share ~가 모두 to에 이어진다. {  }는 share
의 목적어이다.

기출 예제 02   
본문 22쪽

정답 ③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감적 고통소재

해석

연구자들은 사회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과정, 즉 타인의 요구에 민감한 것과 위반 행위가 정말

로 발생하면 보상이나 배상을 해 주려는 의욕을 갖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요약하면,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죄책

감을 느끼는 능력에 달려 있다.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데서 생기

는 죄책감에 초점을 맞춰 왔던 Martin L. Hoffman은 이러한 죄

책감에 대한 동기가 유발되는 기반은 공감적 고통이라는 점을 제

시한다. 공감적 고통은 자신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나 고

통을 끼쳤음을 부인할(→ 깨달을) 때 생긴다. 죄책감으로 인해 자

극을 받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보상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상하는 것은 손상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집단의 화합

을 복원하는 역할을 한다.

해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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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통을 일으켰음을 ‘깨달을’ 때 공감적 고통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③의 deny(부인하다)를 

realize(깨닫다)로 고쳐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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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tin L. Hoffman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두 번째 [  ]는 suggest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Making amends] serves to repair damaged social 

relations and restore group harmony.
 [  ]는 주어이며 serves가 동사이다. repair와 restore
가 둘 다 serves to에 이어진다.

기출 어휘 의 함정 

1. minimum  2. reduces  3. consistently

4. originates  5. dependence  6. ignored

7. warnings  8. uncomfortable  9. increasing

10. leaks  11. worse  12. resist  13. emerged

14. approval  15. wealthy  16. different

17. elevated  18. failure  19. competitors  20. visible

본문 24~25쪽

1. | 정답 | minimum

| 해석 | 임대료는 대개 어떤 수치, 즉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청구되어야 하는 최소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 해설 |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임대료의 액수를 

최소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minimum(최소)을 써야 

한다.

| 어휘 |

rental rate 임대료

maximum 최고

operating expense 운영비, 경영비

2. | 정답 | reduces

| 해석 | 제조 상품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제조업자는 

생산량을 줄인다.

| 해설 |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에 제조업자는 생산량을 

줄이려고 할 것이므로 reduces(줄이다)를 써야 한다.

| 어휘 |

manufacture 제조하다

exceed 초과하다

3. | 정답 | consistently

| 해석 | 인간은 관심을 달라는 자신들의 애완동물의 요구에 꾸준

히 반응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하고 싶을 때에 애완동물과 상호 작

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

| 해설 | 인간은 애완동물과 상호 작용을 ‘꾸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할 때에만 그렇게 한다고 해야 하므로 

consistently(꾸준히)를 써야 한다.

| 어휘 |

interact 상호 작용하다

occasionally 이따금

4. | 정답 | originates

| 해석 | 게다가, 일단 인간과 애완동물 사이의 소통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일련의 소통 행위가 종료되는 것은 예외 없이 인간에

게서 비롯됨을 흔히 목격하게 된다.

| 해설 | 인간과 애완동물 사이의 일련의 소통 행위

가 종료되는 것이 인간에게서 ‘비롯된다고’ 해야 하므로 

originates(비롯되다)를 써야 한다.

| 어휘 |

termination 종료

sequence (일련의) 행위

invariably 예외 없이

originate from ~에게서 비롯되다

5. | 정답 | dependence

| 해석 | 그 결과, 영국인들은 미국 식민지가 일단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되면 올리브와 과일과 같은 지중해 상품들을 공급해 주어 

유럽 대륙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영국의 의존도를 줄여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 해설 | 미국 식민지가 개척되면 유럽 대륙으로부터의 수입

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주리라고 영국인들이 기대했다고 

하는 것이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dependence 
(의존)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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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 |

restriction 제한

import 수입(품)

continental Europe 유럽 대륙

6. | 정답 | ignored

| 해석 | 시각은 인간에게 아주 고도로 발달해 있어서 다른 감각

을 통해 받아들인 메시지가 눈에 보이는 것과 상충하면 그것은 흔

히 무시된다.

| 해설 | 인간은 시각이 매우 발달해 있어서 다른 감각을 통

해 받아들인 메시지가 눈에 보이는 것과 상충하는 경우에

는 그 메시지가 ‘무시된다’고 하는 것이 글의 흐름상 적절하

다. 그러므로 ignored를 써야 한다.

| 어휘 |

ignore 무시하다

respect 존중하다

conflict with ~와 상충하다, 모순되다

7. | 정답 | warnings

| 해석 | 예를 들어, Lydia가 여덟 살이었을 때 그녀는 인도가 눈

과 녹아서 진창이 된 눈으로 덮여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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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couragement 권장, 격려

slush (녹아서) 진창이 된 눈

8. | 정답 | uncomfortable

| 해석 | Lydia는 등·하굣길에 발가락이 흠뻑 젖고 얼어서 실제

로 몇몇 발가락이 매우 불편하기는 했지만, 때로 패션이 심각한 

불편함이라는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

었다.

| 해설 | 발가락이 흠뻑 젖고 얼어서 불편했을 것이므로 

uncomfortable(불편한)을 써야 한다.

| 어휘 |

soaked 흠뻑 젖은

discomfort 불편함

9. | 정답 | increasing

| 해석 | 크리스마스 준비 기간 동안에는 늘어나는 수의 광고가 

장난감과 게임에 관한 것이다.

| 해설 |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장난감과 게

임에 관한 광고의 수가 ‘늘어날’ 것이므로 increasing(늘어

나는)을 써야 한다.

| 어휘 |

run-up 준비 기간

concern ~에 관한 것이다

10. | 정답 | leaks

| 해석 | 그러한 경우에, 그 긍정적인 말의 목적은 의견 충돌을 

피하고 그 친구를 지지하기 위한 것일 수 있지만, 긍정적인 표정

이 없다면 본의 아니게 그 계획에 대해 더 솔직한, 부정적인 반응

을 드러낸다.

| 해설 | 긍정적인 표정이 없다면 본의 아니게 더 솔직한, 부

정적인 반응을 드러내므로 leaks(드러내다)를 쓰는 것이 적

절하다.

| 어휘 |

disagreement 의견 충돌

unintentionally 본의 아니게, 비의도적으로

leak 드러내다, 누출하다

candid 솔직한

11. | 정답 | worse

| 해석 | 처음에 멋진 사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희망

을 높이므로, 그들이 멋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경험

하는 실망감은 그들이 처음부터 나쁘게 행동했을 때보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

| 해설 |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그렇지 않다는 것

을 알았을 때 실망감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고 하는 것

이 문맥상 적절하므로 worse(더 나쁜)를 써야 한다.

| 어휘 |

letdown 실망, 허탈

from the start 처음부터

12. | 정답 | resist

| 해석 | 여러분의 자녀가 먹는 음식에 변화를 주는 것은 쉽지 않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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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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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라고 했으므로 아이들이 저항한다고 하는 것이 글의 흐

름상 적절하다. 따라서 resist(저항하다)를 써야 한다.

| 어휘 |

patient 인내심이 있는

obey 복종하다

resist 저항하다

to some degree 어느 정도

13. | 정답 | emerged

| 해석 | 농업에 기반을 둔 더 안정된 시골 사회의 발전과 함께 새

로운 생활 패턴에 적합한 다른 특성들, 다른 형태의 전통들이 빠

르게 생겨났다.

| 해설 |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다른 사회적 특성과 전통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emerged를 써야   

한다.

| 어휘 |

evolution 발전, 진화

rural 시골의

agriculture 농업

emerge 생기다, 나타나다

14. | 정답 | approval

| 해석 | 독자는 필자의 ‘고객’이며 독자의 인정은 필자가 추구해

야 하는 것이다.

| 해설 | 필자는 독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추구해야 하므

로 approval(인정)을 써야 한다.

| 어휘 |

approval 인정, 승인

disapproval 못마땅함, 반감

15. | 정답 | wealth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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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다는 것이다. 

| 해설 | 값비싼 농산물을 생산하는 유기 농업이 부유한 사

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한다고 해야 하므로 wealthy(부유한)

를 써야 한다.

| 어휘 |

organic farming 유기 농업

niche market 틈새시장

16. | 정답 | different

| 해석 | 우리가 놀라면서 어떤 사람이 자연 연령에 비해 ‘젊어 보

인다’고 언급한다면, 우리는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속도로 생물학

적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 해설 |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언급하는 

것은 사람마다 생물학적 노화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말

하는 것이므로 different(다른)를 써야 한다.

| 어휘 |

remark 언급하다

chronological age 자연 연령

observe 말하다

biologically 생물학적으로

17. | 정답 | elevated

| 해석 | ‘흰머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진 남자들의 머리 염

색제가 사람의 지위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높아지는 아프리카

의 시골 지역으로 확산될 것 같지는 않다.

| 해설 | 아프리카의 시골 지역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므로’ 흰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염색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elevated를 써야 한다.

| 어휘 |

dye 염색제

rural 시골의

status 지위

with advancing years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18. | 정답 | failure

| 해석 | 상했거나 독성이 있는 음식을 찾아내는 데 실패하는 것

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해설 | 상한 음식이나 독성이 있는 음식을 찾아내는 데 실

패하면 그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failure(실
패하는 것)를 써야 한다.

| 어휘 |

spoiled 상한, 부패한

toxic 유독성의

deadly 치명적인

consequence 결과

19. | 정답 | competitors

| 해석 | 어떤 회사가 신제품을 내놓으면 그 경쟁자들은, 그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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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놓은 물건이 자신들의 매출을 잠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면서, 대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

| 해설 | 신제품이 나오면 경쟁업체들은 자신들의 매출이 감

소하지 않도록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므로 competitors 
(경쟁자들)를 써야 한다.

| 어휘 |

come out with ~을 내놓다

competitor 경쟁자, 경쟁업체

defensive 방어적인

odds 가능성

offering 내놓은 것

20. | 정답 | visible

| 해석 | 비즈니스 리더가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을 시작해야 할 

좋은 출발점은 자신의 모습을 더 많이 직원들의 눈에 띄게 함으

로써다. 사무실에서 나가 직원들과 어울리는 것은 아주 흔한 신뢰

의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이다.

| 해설 | 리더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가서 직원들과 어울리

면 리더의 모습이 직원들의 눈에 더 많이 띄게 될 것이므로 

visible(눈에 보이는)을 써야 한다.

| 어휘 |

trust 신뢰

mix with ~와 어울리다

solution 해결책

Drill 01함정 탈출
본문 26쪽

| 정답 | ③

| 소재 | Neighborhood Watch group(마을 방범대)

| 해석 |

가장 오래되고 가장 효과적인 범죄 예방 수단 중 하나는 마을 방

범대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인식을 제고

하여 예방을 돕는 것이다. 그 프로그램은 이웃 사람들이 지역 사

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친숙함과 지식을 이용한다. 사고가 일어나

면, 주민들은 통지를 받고, 추가적인 이상한 활동[움직임]들에 대

해 바짝 경계할 수 있다. 이러한 증가된 의사소통으로 인해 주민

들이 범죄가 급격히 확산되었다고 때때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실제로는 범죄가 진짜 일어난다는 것을 단지 더 많이 인식해 가고 

있는 것일 뿐이다. 바라는 것은 주민들이 겁에 질리지 않고 오히

려 그 어떤 그리고 모든 의심스러운 행동을 신고하고 잠재적인 범

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해 더 경각심

을 갖게 되는 것이다.

| 해설 |

(A) promote는 ‘제고하다’라는 뜻이고, undermine은 ‘약

화시키다’라는 뜻이다. 예방을 돕는다는 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려면 promote가 적절하다.

(B) dec reased는 ‘감소된, 줄어든’이라는 뜻이고, 

increased는 ‘증가된’이라는 뜻이다. 주민들의 친숙함과 지

식을 이용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이웃에게 통보된다고 했으

므로 increased가 적절하다.

(C) alert는 ‘경각심을 가진’이라는 뜻이고, insensitive는 

‘둔감한, 무감각한’이라는 뜻이다.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면 

모두 신고하여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한다는 말과 자연스럽

게 연결되려면 alert가 적절하다.

| 구문 |

•The program utilizes the familiarity and knowledge 
[neighbors have about their community]. 
 [  ]는 the familiarity and knowledge를 수식하는 

관계절로 관계대명사 that 또는 which가 생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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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의 보어로 쓰였다. <so that + 주어 + can ...>

은 ‘~가 …할 수 있도록’이라는 뜻으로 목적의 의미를 나타

낸다.

Grammar Q uiz

| 정답 | 1  is  2  have

| 해석 |

1    가장 오래되고 가장 효과적인 범죄 예방 수단 중 하나는 마을 

방범대를 설립하는 것이다.

2    그 프로그램은 이웃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친숙함과 지식을 이용한다.

| 해설 |

1    One of the oldest and most effective crime 

prevention tools가 주어인데, One이 주어의 핵이므로 

단수 동사 is가 적절하다.

2    uti l izes의 목적어로 쓰인 the famil ia r 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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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를 관계절로 수식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므

로 관계절의 동사 역할을 하는 have를 써야 한다. 목

적격 관계대명사 that 또는 which가 관계절의 주어 

neighbors 앞에 생략되었다.

Drill 02함정 탈출
본문 27쪽

| 정답 | ②

| 소재 | 영어 노래의 세계화

| 해석 |

요즈음 영어의 소리는 대중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라디오 수

신기가 있는 곳은 어디에서든 들린다. 커피 전문점, 버스 정거장이

나 엘리베이터에서, 또는 어떤 도시의 거의 어느 거리에서든 집의 

창문으로부터 단지 흘러나오는 친근한 영어 노래의 후렴구를 듣

는 것은 아주 흔한 여행자의 경험이다. 자주 이것은 절망의 근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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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20위권에 드는 노래뿐이다. ‘생일 축하 노래’는 많은 나라 아

이들의 생일 파티에서 널리 불린다. 진정으로 지역적인 음악을 찾

기란 극히 어려울 수 있다. 일부 논평자들은 서구의 대중음악이 

모든 곳의 민족 고유의 음악적 전통의 생존을 위협해 온 방식에 

대해 언급해 왔다.

| 해설 |

(A) commonplace는 ‘아주 흔한’이라는 뜻이고, rare는 ‘드

문’이라는 뜻이다. 앞에서 대중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 어

디를 가든 영어로 된 노래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따라서 익

숙한 영어 노래 후렴구를 듣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므로 

commonplace가 문맥에 맞다.

(B) delight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despair는 ‘절망’이라는 

뜻이다. 뒤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여

행하는데 그것이 가는 곳마다 우리를 따라다닌다’라는 말에

서 despair가 문맥에 맞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C) stimulate는 ‘자극하다’라는 뜻이고, threaten은 ‘위협

하다’라는 뜻이다. 앞에서 진정으로 지역적인 음악을 듣는 

것이 극히 어렵다고 말했으므로 서구 음악이 민족 고유의 

음악적 전통을 위협한다고 해야 문맥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threatened가 적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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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Several commentators have remarked on the way 

[in which Western popular music has threatened the 

life of ethnic musical traditions everywhere].
 [  ]는 the way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in which 대

신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Grammar Q uiz

| 정답 | 1  wherever  2  in which 

| 해석 |

1    요즈음 영어의 소리는 라디오 수신기가 있는 곳은 어디에서든 

들린다.

2    일부 논평자들은 서구의 대중음악이 모든 곳의 민족 고유의 

음악적 전통의 생존을 위협해 온 방식에 대해 언급해 왔다.

| 해설 |

1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whatever는 사용할 수 없

고 부사절을 이끄는 wherever가 적절하다.

2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which는 사용할 수 없고, 

the way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절을 이끄는 in which를 

사용해야 한다. in which 대신 that을 사용할 수 있다. 

Drill 03함정 탈출
본문 28쪽

| 정답 | ⑤

| 소재 | 내 방과 관련된 엄마와 나의 갈등

| 해석 |

나는 엄마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나의 방을 청소하는 기

술에 통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에게는 정돈된 것으로 보

이는 옷 더미들이 엄마에게는 어수선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다. 

스포츠 트로피에 앉은 먼지는 나를 전혀 괴롭히지 않지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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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미칠 듯하게 만든다. 한꺼번에 세탁기에 넣기에 충분한 크기의 

세탁물 더미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사용한 수건을 모아 두기를 좋

아한다는 것을 엄마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내가 내 침실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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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반대의) 영향을 엄마에게 미치는 것 같아 보인다. 그것은 나를 진

정시켜 주고 엄마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엄마는 내 방

에서 내가 항상 그 위치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 한 가지 물건이 십 

대 소녀의 가장 좋은 친구인 나의 전화기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

하는 것 같다.

| 해설 |

⑤ 시끄러운 음악이 자신을 진정시켜 주고 엄마를 혼란

스럽게 만든다는 내용이 뒤에 나오므로 same(동일한)을 

opposite(정반대의)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① 자신은 결코 엄마를 만족시키는(satisfies) 방식으로 방 

청소 기술을 익힐 수 없다고 한 것은 전체 글의 내용으로 

보아 자연스럽다.

② 옷 더미가 자기에게는 정돈된(orderly) 것으로 보이는데 

엄마에게는 어수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이다.

③ 더러운(dirty) 수건들을 모아 두었다가 세탁물을 세탁기

에 한꺼번에 넣으려고 한다고 한 것은 글의 흐름과 잘 어울

린다.

④ 내가 매력적(charming)이라고 느끼는 나의 침실의 모습

에 대해 엄마가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하여 필자와 엄마와

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 구문 |

•[The dust on my sports trophies] doesn’t bother 
me at all, but drives her crazy.
 [  ]가 문장의 주어이며 doesn’t bother ~와 drives ~
가 둘 다 주어에 이어진다.

•[The “lived-in” look {which I find charming about 

my bedroom}] makes my mom roll her eyes in 

disbelief and despair.
 [  ]가 주어이며 makes가 동사이다. {  }는 The 

“lived-in” look을 수식한다. makes가 사역동사이므로 목

적어 다음에 원형부정사 roll을 쓴 것이다.

Grammar Q uiz

| 정답 | 1  seem  2  which

| 해석 |

1    나에게는 정돈된 것으로 보이는 옷 더미들이 엄마에게는 어수

선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다.

2    내가 내 침실에서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계속 산 것 같

은’ 모습이 엄마로 하여금 불신감과 절망감으로 눈을 굴리게 

만든다.

| 해설 |

1    주어인 The piles of clothes가 복수이므로 seem을 써

야 한다.

2    의미상 which의 선행사인 The “lived-in” look이 동사 

find의 목적어이므로 which를 써야 한다.

Drill 04함정 탈출
본문 29쪽

| 정답 | ⑤

| 소재 | 미술 학습

| 해석 |

인지적 관점은 미술 학습이 왜 가끔 발전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

되거나 잘못되어 가는지,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에서 박식한 사

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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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미와 같아서 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상을 만족시키는 어떤 해

석이든 할 수 있게 자유로이 내버려 둔다는 생각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미술 작품에 화가가 의도한 정확하고 확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견해일 것이다. 그런 작품은 상징적 형태로 이루어진 암호

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해독되고 나서야 완전히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순진한 믿음, 즉 누군가의 선행 학습 속에 있는 잘못된 

지식의 습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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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상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든다는 문맥이 되어야 하므로 ⑤ safeguard(보

호하다)를 반대 개념인 compromise(손상시키다)로 바꿔 

써야 한다.

| 구문 |

•Examples might be the belief [that abstract art 

is either without meaning or that its meaning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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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 those derived from cloud watching, {leaving 

observers free to devise any interpretation that 

pleases their fancy}].

 [  ]는 the belief와 동격 관계이다. {  }는 분사구문

으로 앞부분의 내용을 leaving의 의미상의 주어로 볼 수 

있다.

•Another might be the view [that artworks have 

exact definitive meanings {intended by the artist}]. 
 [  ]는 the view와 동격 관계이고, {  }는 분사구로 

exact definitive meanings를 수식한다.

Grammar Q uiz

| 정답 | 1  leaving  2  comprising

| 해석 |

1    그 (잘못된 생각의) 예로는, 추상 미술이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 또는 그 의미가 마치 구름을 볼 때 생기는 의미

와 같아서 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상을 만족시키는 어떤 

해석이든 할 수 있게 자유로이 내버려 둔다는 생각을 들 수 있다.

2    그런 작품은 상징적 형태로 이루어진 암호와 마찬가지로, 반드

시 해독되고 나서야 완전히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 해설 |

1    앞에 접속사가 없으므로 동사 형태인 leave를 쓸 수 없

고, 현재분사 leaving을 써서 분사구문으로 연결해야 

한다.

2    수식을 받는 a code가 분사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해석

되고 뒤에 목적어 symbolic forms를 취하고 있으므로 

능동의 뜻을 갖는 comprising이 적절하다. 

Drill 05함정 탈출
본문 30쪽

| 정답 | ③

| 소재 |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할 필요성

| 해석 |

우리 모두는 다르지만, 그런 차이점은 공유된 목표, 목적, 임무, 그

리고 가치관을 가진 직장 환경의 획일적인 문화 속에서 상실될 수 

있다. 최상의 동료 직원은 우리와 다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상반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진가를 인정하는 것을 배

워야 한다. 여러분이 큰 그림을 지향하는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대

단히 분석적인 정신과 아마도 묵묵히 일하는 방식을 가진 내성적

인 사람의 중요한 공헌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부정적인 경

향을 지닌 비판적인 성격의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발견하지 못하

면] 유망해 보이는 사업 계획에서 수백만 달러 가치의 장점(→ 결

함)을 발견하는 첫 번째 사람일 수도 있다. 창의적인 천재는 예산

을 제출하는 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한 자금들이 할

당되었을 때, 그 사람이 그 돈으로 만들어 내는 혁신은 회사를 새

로운 시대로 향하도록 이끌어 갈 수 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

람들을 가진 팀은 강한 팀이고, 복제 인간[똑같은 사람들]의 팀은 

약하다.

| 해설 |

③ 부정적인 경향을 가진 비판적인 사람이 유망해 보이는 

사업 계획에서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결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문맥에 맞으므로 merit(장점)을 flaw(결함)

로 바꿔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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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ce가 이끄는 부사절로 ‘일단 ~하면’

이라는 뜻을 갖는다. 두 번째 [  ]는 the innovation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Grammar Q uiz

| 정답 | 1  that  2  to discover

| 해석 |

1    최상의 동료 직원은 우리와는 다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다.

2    부정적인 경향을 지닌 비판적인 성격의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면] 유망해 보이는 사업 계획에서 수백만 달러 

가치의 결함을 발견하는 첫 번째 사람일 수도 있다.

| 해설 |

1    선행사 skill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므

로 that을 써야 한다.

2    the first를 수식하면서 ‘~하는 첫 번째 사람’이라는 의미

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to부정사 to discover를 사용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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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ll 06함정 탈출
본문 31쪽

| 정답 | ③

| 소재 | 심리 상담 치료를 끝내는 과정

| 해석 |

심리 상담 치료는, 특히 상담 의뢰인과 오랜 관계를 맺어 왔다

면, 갑자기 끝내서는 안 된다. 흔히 종료의 과정을 끝까지 수행하

여 종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아마도 두 번에서 네 번

의 추가적인 상담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 상담 의뢰인

과 당분간 더 드물게 만나거나 정상적인 수준의 치료를 위한 접촉

이 중간중간에 배치되어 있는 ‘독립’의 시험 기간을 설정해야 할지

도 모른다. 치료의 종료 단계 동안에 여러분은 아마도 더 적은 관

여를 하고, 상담 의뢰인이 더 많은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사람이 상담 시간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담

당하도록 격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과 상담 의뢰인은 미래

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 문제들을 예상하고 상담 의뢰인이 그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 더 많은 시간

을 보낼 것이다. 치료사가 격식을 덜 차리게 되고 자신을 더 드러

내 보이게 되면, 상담 시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때로 변한다. 흔

히 이 기간의 주된 초점은 상담 의뢰인과 치료사의 관계와 그 임박

한 종결이다.

| 해설 |

③ 심리 상담 치료를 끝내는 단계에서 상담 의뢰인이 더 많

은 결정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

다. 그러므로 forbid(금하다)를 allow(허용하다)로 고쳐 써

야 한다.

① 심리 상담 치료를 갑자기 끝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종료

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helpful) 한 것은 글

의 흐름상 적절하다.

② 심리 상담 치료 횟수를 점차로 줄여가야 하므로 infrequently 

(드물게)를 쓴 것은 적절하다.

④ 심리 상담 치료의 종료를 준비하는 시기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므로 likely 

(~할 것 같은)를 쓴 것은 적절하다.

⑤ 심리 상담 치료를 종료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임박한 종결(termination)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 것은 자연

스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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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은 형식상의 주어이며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  }는 목적의 뜻을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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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 allow ~, encourage ~가 모두 you will want 

to에 이어진다.

Grammar Q uiz

| 정답 | 1  to work  2  changes

| 해석 |

1    흔히 종료의 과정을 끝까지 수행하여 종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아마도 두 번에서 네 번의 추가적인 상담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

2    치료사가 격식을 덜 차리게 되고 자신을 더 드러내 보이게 되

면, 상담 시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때로 변한다.

| 해설 |

1    글의 흐름상 ‘~하기 위해서’라는 뜻의 to부정사가 와야 

하므로 to work를 써야 한다.

2    주어인 The tenor of the sessions에서 핵심을 이루는 

The tenor가 단수이므로 changes를 써야 한다.

Drill 07함정 탈출
본문 32쪽

| 정답 | ⑤

| 소재 | 행동의 결과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심리

| 해석 |

행동 직후에 일어나는 어떤 일은 그 행동에 의해 생겨나는 것처럼 

보인다. 컴퓨터가 고장 나려던 바로 그때에 컴퓨터 단말기를 건드

려 보라, 그러면 그 고장과 여러분의 행동이 오직 우연에 의해 연

관되어 있을 때조차도 여러분은 자신들이 그 고장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 잘못된 인과 관계가 많은 미신적 행위의 기반

이 된다. 컴퓨터 시스템이나 복잡한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

의 많은 별난 행동들이 그런 근거 없는 우연에서 비롯된다.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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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나서 아무런 결과도 눈에 띄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 행

동이 효과가 없다고 결론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

을 반복한다. 예전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가 작동의 결과를 항상 

보여 주지는 않았을 때, 사람들은 가끔 원고를 바꾸려고 시도하곤 

했지만, 각 행동에서 나오는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으면 그들은 자신

의 명령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그 명령을 반복하곤 했다.

| 해설 |

(A) avoidance는 ‘회피’라는 뜻이고, causality는 ‘인과 관

계’라는 뜻이다. 컴퓨터 고장이 그 사람의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므로, causality가 적절하다.

(B) effective는 ‘효과적인’이라는 뜻이고, ineffective는 ‘효

과가 없는’이라는 뜻이다. 행동을 하고 나서 아무 결과도 눈

에 보이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ineffective가 적절하다.

(C) lack은 ‘없음, 부족’이라는 뜻이고, presence는 ‘있음, 

존재함’이라는 뜻이다. 명령은 내렸는데, 결과가 눈에 보이

지 않아 계속 같은 명령을 반복했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

로 lack이 적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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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이하가 연

결되어 ‘~하라, 그러면 …하다’라는 뜻이 되었다. 두 번째 

[  ]는 believe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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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다음에 오는 등위절에서 사역동사 make가 

동사로 쓰였고, 원형부정사 think 이하가 목적격 보어이다. 

[  ]는 think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Grammar Q uiz

| 정답 | 1  happens  2  Touch

| 해석 |

1    행동 직후에 일어나는 어떤 일은 그 행동에 의해 생겨나는 것

처럼 보인다.

2    컴퓨터가 고장 나려던 바로 그때에 컴퓨터 단말기를 건드려 보

라, 그러면 그 고장과 여러분의 행동이 오직 우연에 의해 연관

되어 있을 때조차도 여러분은 자신들이 그 고장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기 쉽다.

| 해설 |

1    선행사인 Something에 관계절의 동사의 수를 일치시켜

야 하므로 happens가 적절하다.

2    절의 뒷부분에 술어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Touch를 써야 한다. <명령문, and ...> 구문이 되어 

‘~하라, 그러면 …하다’라는 뜻을 표현한다.

Drill 08함정 탈출
본문 33쪽

| 정답 | ③

| 소재 | 양적인 용어로 정보를 전달할 필요성

| 해석 |

사실에 대한 진술이 정확하고 양적인 용어로 전달되지 않고 단지 

말하는 것만으로 전달된다면, 그것은 명확함이 부족하고 설득력

이 없다. 그러면 그 생각은 모호한 것이고 다양한 사람에 의해 다

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모호한 언급은 아무런 중

요성도 갖지 못한다. 예를 들자면 단순히 “A씨의 수입은 아주 보

잘 것 없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정확한 어떤 것과 명확한 어떤 

것을 전혀 전달하지 못한다. 즉 그것은 모호한 언급이다. 그것은    

A씨의 수입과 그것이 보잘 것 없거나 많은 것에 대해 추상적인

(→ 구체적인) 어떤 것도 알려 주지 않는다. 이 모호한 진술을 해석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관점을 가질 것이다. 반

면에, 이 진술이 “A씨의 매월 수입은 850달러이고 그가 사는 지

역사회 평균 매월 수입은 5,000달러이다”라고 수량화된다면 그것

은 A씨의 수입이 보잘 것 없다는 명확한 인상을 전달한다. 그러므

로 모호한 언급이 수치적인 크기로 표현될 때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현상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제시할 수 있다. 

| 해설 |

③ “A씨의 수입은 아주 보잘 것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

호한 말로, A씨의 수입과 그것의 적고 많음에 대한 어떤 구

체적인 것도 알려 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맥에 맞으므로, ‘추

상적인’이라는 뜻의 abstract를 ‘구체적인’이라는 뜻을 갖는 

concrete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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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문 |

•It tells nothing concrete about [Mr. A’s income] 

and [its being meager or much].
 전치사 about의 목적어로 두 개의 [  ]가 쓰였으며, 두 

번째 [  ]에서 동명사구가 쓰였는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인 its는 Mr. A’s income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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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가 이끄는 조건절이며, 두 번째 [  ]

는 the definite impression과 동격을 이루는 절이다.

Grammar Q uiz

| 정답 | 1  conveys  2  expressed

| 해석 |

1    예를 들자면 단순히 “A씨의 수입은 아주 보잘 것 없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정확한 어떤 것을 전혀 전달하지 못한다.

2    그러므로 모호한 언급이 수치적인 크기로 표현될 때 가치 있

는 정보를 전달하고 현상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제시할 수 있다. 

| 해설 |

1    동명사구 merely stating ~이 주어로 쓰이고 있으므로 

단수 취급하여 동사는 conveys가 와야 한다.

2    주어인 vague utterances는 표현되는 대상이므로 수동

의 의미를 지닌 과거분사 expressed가 어법에 맞다.

03
Ⅰ함정Ⅰ 빈칸의 함정

- 중심 생각을 파악하여 탈출하라

기출 예제 01   
본문 34쪽

정답 ①

아이의 창의력 발달을 저해하는 교육 방식소재

해석

아이들이 지닌 창의력은 그들의 성장 기간 내내 육성될 필요가 있

다. 연구는 아이의 환경을 지나치게 구조화하는 것이 실제로 창

의적 발달과 학문적 발달을 제한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 준

다. 이것은 과학 교육의 많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연

습이나 활동들은 다양한 선택권을 없애고 미리 정해진 결과에 집

중하도록 만들어진다. 정답은 수업의 평가에 부합하도록 구조화되

고 과학에 대한 경이감은 인지적 호기심과 더불어 상실된다. 우리

는 인지적 호기심을 한 개인이 어떤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

록 자극하고 내재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경이감으로 정의한다. 

인지적 호기심의 상실은 미리 정해진 결론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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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하지 않

는 장난감, 게임, 그리고 수업에서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 준다.

해설

미리 정해진 결론을 가지고 놀잇감을 한 가지 방식으로 사

용함으로써 인지적 호기심의 상실이 시작되며, 암기식 교육

을 통해 그러한 호기심의 상실이 강화될지도 모른다는 내

용이 앞에 나왔다. 빈칸을 포함한 문장에서 계획된 목표를 

숙달하는 것 이외에 개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장난

감, 게임, 그리고 수업을 그 전형적인 예로 들고 있다. 즉 장

난감, 게임, 수업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음을 비판하는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① ‘목적’이 가장 적절하다.

② 투입 

③ 퍼즐 

④ 흥밋거리 

⑤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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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We define cognitive intrigue as the wonder [that 

stimulates and intrinsically motivates an individual 

to voluntarily engage in an activity].
 ‘A를 B로 정의하다’라는 의미인 <define A as B> 구조

가 쓰였으며, [  ]는 the wonder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관계절 속에서 stimulates와 motivates는 병렬 구조를 이   

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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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다음에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기출 예제 02   
본문 36쪽

정답 ②

필요와 목적에 맞는 화상 정보소재

해석

시간 해상도는 위성의 원격 감지의 상황에서 특히 흥미롭다. 원격

으로 감지된 사진의 시간 밀도는 크고, 인상적이며, 점점 더 늘어

나고 있다.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읽을 때에도 위성들은 많은 화상

을 모으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학과 환경 과학 분야에서의 대부분

의 응용 프로그램들은 극도로 미세한 시간 해상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상학자들은 한 시간 미만의 시간 해상도로 찍힌 가시

광선, 적외선 및 레이더 (사진)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 

계획자들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 년에 한 번씩 찍는 해상도의 

사진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교통 계획자들은 일부 응용 프

로그램에 있어서는 시간적 시차를 두는 어떤 일련의 정보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사용되는 사진의 시

간 해상도는 여러분이 하는 연구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때로 

연구자들은 과거의 정보를 얻기 위해 수집된 위성 사진들보다 앞

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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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여러분이 하는 연구

의 필요를 충족시켜야’가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①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선택되어야

③ 어떤 경우든 가능한 한 높아야

④ 전문가에 의해 신기술에 적용되어야

⑤ 오직 위성의 정보에만 의존해야

구문

•Satellites are collecting a great deal of imagery [as 
you read this sentence].
 [  ]는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접속사 as는 ‘~할 

때에’라는 뜻이다.

•Again, [the temporal resolution of imagery used] 

should meet [the requirements of your inquiry].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이고 meet이 동사이다. 두 

번째 [  ]는 meet의 목적어이다.

기출 예제 03   
본문 38쪽

정답 ①

지식의 본질에 관한 오해소재

해석

내 친구는 과학적인 발전이 전쟁과 기아를 없앰으로써 세상의 불

행을 치유하지 못했다는 것과, 엄청난 인간 불평등이 아직도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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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져 있다는 것과, 행복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에 실망했다. 내 

친구는 흔한 실수를 했는데, 그것은 지식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이다. 지식은 도덕과 관계가 없는데, 즉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

라 도덕 중립적이다.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사회에 대해 ‘자신들이’ 선호하는 희망을 증

진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가정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된 것이다. 세상의 지식과 그 사용은 별개의 문제이다. 지식에 있

어서의 진보가 세계의 사회적인 불행을 치유하지 못해 왔다는 것

에 실망하는 것은 타당한 견해이지만, 이것을 지식의 진보와 혼동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아프리카나 중동의 갈등 때문에 지식이 진

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요점에서 벗어난다. 지식에는 그 

어떤 구체적인 사회적 또는 도덕적 적용을 좌우하는 내재적인 것

이 없다.

해설

과학적 발전이나 지식의 발전이 세계의 사회적인 불행을 치

유해 주는 것이 아니며 이 둘은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내용

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

것을 지식의 진보와 혼동하는 것은 터무니없다’이다.

②   지식의 본질을 아는 것은 그것의 도덕적 가치를 실행하

는 것이다 

③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은 지식의 내재적 목적    

이다 

④   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그것의 사회적 적용을 향상시키

는 것이다 

⑤   과학을 발전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적 불행을 치유

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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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부정사구인 첫 번째 [  ]가 첫 번째 절의 주어이고, 

두 번째 절에서도 to부정사구인 두 번째 [  ]가 주어이다. 

{  }는 disappointed의 감정의 근거를 나타낸다.

•[To argue {that knowledge is not progressing 

because of the African or Middle Eastern conflicts}] 

misses the point. 
 to부정사구인 [  ]가 문장의 주어이고, misses가 문장

의 동사이다. {  }는 argue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기출 예제 04   
본문 40쪽

정답 ①

피드백의 적절한 시점소재

해석

피드백은 여러분이 그것을 가능한 가장 이른 기회에 제공할 때 주

로 가장 효과적인데, 특히 여러분의 목표가 누군가에게 기술을 가

르치는 것일 때 그렇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에게 자신의 뛰

어난 에그롤을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 주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

러분에게 배우는 친구를 살펴보면서 단계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그가 실수를 하면, 여러분은 그가 양배추를 빠뜨렸다는 것을 말

하려고 에그롤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그가 나머지 순

서를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필요로 한다. 하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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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결에 즉각적인 정정을 하기보다는 시기에 딱 맞는 

방법을 사용하여 그 사람이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바로 

전에 피드백을 제공하라.

해설

(A) 빈칸 앞에서 피드백을 가급적 일찍 줄 때 주로 가장 효

과적이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빈칸 뒤에서 친구에게 

에그롤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

는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For example(예
를 들어)이 적절하다.

(B) 빈칸 앞에서는 피드백을 가급적 일찍 줄 때 효과적이라

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빈칸 뒤에서는 이와는 대조적으

로 피드백을 미루고 필요할 때 피드백을 제공하는 접근법

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however(그러나)가 적절하다.

② 예를 들어 ─ 그 결과

③ 게다가 ─ 사실은

④ 마찬가지로 ─ 게다가

⑤ 마찬가지로 ─ 그러므로

구문

•Use your critical thinking skills to analyze [when 

feedback will do the most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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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analyze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이며, [  ]는 analyze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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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에 연결된 

병렬 구조를 취한다.

Drill 01함정 탈출
본문 42쪽

| 정답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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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는 안다. 하지만 관찰과 평가는 또한 미래를 나타내 주어야만 한

다.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우리가 학습에 있

어서 그 아이를 위한 다음 단계를 계획할 수 있게 해 준다. 러시아

의 위대한 이론가 Vygotsky는 아이에 대한 관찰은 그 당시의 그 

아이의 수행 능력에 대한 모습을 제시하지만 이것은 제한된 모습

이라고 언급했다. (그것에는) 그 아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

능성이 빠져 있다. Vygotsky는 이것을 ‘인접한 발달 영역’, 즉 아

이가 도움을 받아서 학습에서 도달할 수 있는 곳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Vygotsky는 평가는 출발점이며, 그것[평가]이 학습과 교

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학습 잠재력을 나

타내 주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아이가 이미 할 수 있는 것 혹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향해 이루어지는 학습은 비효율적이라고 믿

었다. 아이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학습할 수는 없다. 학습

은 아이가 학습 과정에 있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경우에 이

루어진다.

| 해설 |

Vygotsky는 현재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

추기보다 앞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 했으므로 ① ‘학습 잠재력’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② 과목에 대한 점수

③ 교육 과정 진단

④ 현재의 기능 수준

⑤ 수업에 대한 피드백

| 구문 |

•He believed [that learning directed towards 
{what the child can already do or already knows} is 
ineffective].
 [  ]는 believ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  ]에서 learning ~ knows가 주어이며 is가 동사이다. 

{  }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

로 전치사 towards의 목적어이다.

•Learning takes place [where the child takes the 

next step in the learning process].
 Learning이 문장의 주어이고 takes place가 동사이다. 

[  ]는 부사절이다. 부사절에서 where는 ‘~하는 경우에’

라는 뜻의 접속사로 쓰였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  2  ⓑ  3  ⓒ

| 해석 |

1  통찰력: 어떤 것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이해

2  관찰: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행위

3    잠재력: 미래에 성공을 거두거나 유용하게 되는 데 필요한 능

력이나 특성

| 해설 |

1    insight(통찰력)는 ‘어떤 것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이해’

라는 뜻이다.

2    observation(관찰)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행위를 말한다.

3    potential(잠재력)은 미래에 성공을 거두거나 유용하게 

되는 데 필요한 능력이나 특성을 말한다.

Drill 02함정 탈출
본문 43쪽

| 정답 | ①

| 소재 | 노출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 해석 |

폴란드 태생의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 Robert Zajonc는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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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이 보이는 방식[사람의 모습]을 변화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동료 집단과 함께, 그는 배우자

의 얼굴이 함께 보낸 25년 후에 더 비슷해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

한 연구를 실시했다. 그들은 결혼 첫 해에 찍은 부부의 사진을 25
년 후에 찍은 사진과 비교했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후에 부부

가 더 닮아 보였다는 것을 발견했다. 몇몇 다른 잠재적 이유를 배

제한 후에, 연구자들은 공감이 가장 그럴 듯한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시간이 서로를 향한 부부의 공감을 증가시켰고, 인간의 감

정이 얼굴 표정을 통해 소통되기에 그들은 공감 과정에서 서로의 

얼굴 표정을 모방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비

슷한 주름 모양을 갖게 되었다.

| 해설 |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향한 부부의 공감이 증가

했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의 얼굴 표정을 모방하여 결국 부

부의 얼굴이 서로 닮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람이 보이는 방식[사람

의 모습]’이다.

② 우리가 사물을 기억하는 이유 

③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세부 사항 

④ 다른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 

⑤   사회가 자신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존하

는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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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n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A뿐만 아니

라 B도’라는 뜻의 <not only A but B> 구문이 쓰였고, 부

정어구인 not only가 맨 앞에 위치하여 <조동사(does) + 주

어 + 동사>의 형태로 어순이 도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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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graphs of couples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두 번째 [  ]는 found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  2  ⓐ  3  ⓒ

| 해석 |

1  배우자: 결혼한 사람, 즉 남편이나 아내

2  공감: 다른 누군가의 감정을 공유하는 능력

3  노출: 누군가가 무언가를 경험하는 상황

| 해설 |

1  spouse(배우자)는 ‘남편이나 아내’를 뜻한다.

2    empathy(공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과 관

련 있다.

3  exposure(노출)는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Drill 03함정 탈출
본문 44쪽

| 정답 | ②

| 소재 | 주변 환경에 대한 친숙한 지식의 중요성

| 해석 |

인간이 사물을 범주화하여 식별해야 하는 필요성과는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동물이 강렬한 관심의 원천이라는 것은 말

할 나위도 없다[자명하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자연과 훨씬 더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인류의 더 원시적인 시대에서 연유하는지

도 모른다. 농경 시대, 심지어 문명 시대 이전에도 우리의 선조들

은 어떤 종을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종을 피해야 하는가

와 같은 자신들과 환경을 공유했던 동물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

었다면 오래 존속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우리 지구의 더 

외딴 지역에서 살아남은 부족들의 방식에서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이해를 여전히 볼 수 있다. 수천 년 동안 토착민들은 자신들 주변

의 세계에 대한 정통한 지식 덕택에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 왔다. 

| 해설 |

우리의 선조들이 자신들과 환경을 공유했던 동물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었다면 오래 존속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

으로 보아, 토착민들이 수천 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

남은 것은 ② ‘자신들 주변의 세계에 대한 정통한 지식’ 덕

택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① 사람이 살지 않은 지역을 탐험할 용기

③ 자신들의 공동체 속에서 협동하는 능력

④ 도구와 생활 방식 둘 다에서의 개선

⑤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창의성

| 구문 |

•Before the days of agriculture and even civ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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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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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미를 갖는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이 쓰였는데, without 대
신 if it had not been for를 사용할 수 있다. {  }는 the 

animal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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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rib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선행사가 복

수명사이므로 관계사 that 다음에 복수형 동사 survive가 

사용되었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categorize  2  forebear  3  aboriginal

| 해석 |

1    범주화하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비슷한 사람이나 사물의 집

단 속에 놓다

2  선조, 조상: 과거의 여러분 가문의 한 사람

3    원주민의, 토착의: 가장 이른 시기부터 한 지역에 있었던 사람

이나 사물과 관련된

| 해설 |

1    categorize(범주화하다)는 ‘사람이나 사물을 어떤 집단

속에 분류해 넣다’라는 뜻이다.

2    forebear(선조, 조상)는 ‘과거에 가문에 속했던 사람’을 

뜻한다.

3    aboriginal(원주민의, 토착의)은 가장 초창기부터 한 지

역에 있었던 사람이나 사물을 묘사할 때 사용한다.

Drill 04함정 탈출
본문 45쪽

| 정답 | ③

| 소재 | 위험 요소 주변의 상황과 그 위험성

| 해석 |

위험 요소는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성을 제시하는데, 사고는 결과

적으로 부상, 나쁜 건강, 손상, 혹은 상실을 일으킨다. 한 예로서, 

기름은 위험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용기에 들어 있을 때에 그

것은 잠재력을 지니지만 그 잠재력을 성취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위험성은 없다. 그것이 테이블 위에 쏟아지면 작은 해(아마도 나

쁜 건강)를 일으킬 조그마한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위험성은 존재

하나 낮다. 기름이 바닥에 쏟아질 때 그것이 더 큰 해(미끄러짐)

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 많으므로, 그 위험성은 중간 정도라고 부

를 수 있을 것이다. 기름이 히터 설비나 다른 발화가 가능한 원천 

가까운 곳에 쏟아지면 그것이 심각한 해 혹은 심지어 사망(화재

를 발생시킴)까지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게 되므로 

그 위험성은 높음 혹은 매우 높음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

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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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그 위험 요소 주변의 상황’이다.

① 화재를 예방하는 사람들의 능력

② 위험성을 관리하는 사람들

④ 위험한 물질을 담는 용기

⑤ 어떤 특정한 물질이 지니는 잠재적 위험 요소

| 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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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ss}].
 [  ]는 a risk를 수식하며, {  }는 an accident를 수

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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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은 형식상의 주어이며 첫 번째 [  ]가 내용상의 주어

이다. 두 번째 [  ]는 the circumstances를 수식한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  2  ⓑ  3  ⓐ

| 해석 |

1  위험 요소: 위험한 어떤 것

2    내재하는: 어떤 것의 본질적인 혹은 기본적인 부분으로 존재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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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엎지르다: 액체로 된 물질이 용기에서 흘러나오게 하다

| 해설 |

1  hazard(위험 요소)는 ‘위험한 어떤 것’을 뜻한다.

2    inherent(내재하는)는 ‘어떤 것의 본질적인 혹은 기본적

인 부분으로 존재하는’이라는 뜻이다.

3    spill(엎지르다)은 ‘용기 안에 들어 있는 액체로 된 물질

을 밖으로 나오게 하다’라는 뜻이다.

Drill 05함정 탈출
본문 46쪽

| 정답 | ①

| 소재 | 희소성

| 해석 |

물품과 기회는 이용 가능성이 더 적어질 때 더 매력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 물품과 기회가 진가를 발휘할 수 없을 때조차도 이것

이 유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lorida State University의 학부

생들은 대부분의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카페테리아 음

식을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9일 후에 그들은 마음을 

바꿨는데, 카페테리아 음식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평가

했다. 왜 그랬을까? 향상된 평가는 새로운 메뉴, 새로운 운영, 더 

훌륭한 요리사, 혹은 더 높은 품질의 음식 때문이 아니었다. 사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식사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하도록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화재였다. 자신들의 카페테리아 음식을 두 번째로 평가

하기 전에, 학생들은 카페테리아 일부가 불에 탔고 몇 주 동안 그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이 카

페테리아 음식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바로 그 순

간 그 카페테리아 음식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 해설 |

(A) 이용 가능성이 더 적어지면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논

제를 Florida State University의 카페테리아 음식의 평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For example이 적절하다.

(B) 불만족과 만족의 상반된 결과를 연결하고 있으므로 

however가 적절하다.

(C) 앞선 설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심화된 내용을 도

입하고 있으므로 in fact가 적절하다.

① 예를 들면 ─ 그러나 ─ 사실

② 예를 들면 ─ 유사하게 ─ 그럼에도 불구하고

③ 예를 들면 ─ 그러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④ 다시 말해 ─ 유사하게 ─ 사실

⑤ 다시 말해 ─ 유사하게 ─ 그럼에도 불구하고

| 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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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rable than before]. 
 [  ]는 분사구문으로 주절의 주어인 They의 부수적 

동작을 표현한다.

•It was, in fact, a fire that led students to a new 

appreciation of their meals. 
 <It was ~ that ...>의 형태로, 의미적으로 led의 주어 

역할을 하는 a fire를 강조하고 있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  2  ⓐ  3  ⓒ

| 해석 |

1  평가하다: 품질이나 능력을 판단하다

2  가치 있는: 추구하거나 할 가치가 있는

3  매력적인: 바라보기에 아름답거나 기분 좋은

| 해설 |

1  rate(평가하다)는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 있다.

2    desirable(가치 있는)은 ‘가치 있고 바람직한’이라는 뜻  

이다.

3  attractive(매력적인)는 ‘매력이 있는’이라는 뜻이다.

Drill 06함정 탈출
본문 47쪽

| 정답 | ⑤

| 소재 | 동물들의 유머 사용

| 해석 |

심지어 동물들도 긴장된 상황을 분산시키기 위한 도구로 유머

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침팬지들은 친근한 상호 작용 동안, 특

히 낯선 침팬지들을 만나 새로운 사회적 유대를 형성할 때 웃으면

서 자신들의 이빨을 드러내며, 개, 펭귄, 그리고 심지어 쥐까지 모

두가 난폭한 놀이 동안에 유쾌한 낄낄 웃음을 짓는 것이 드러났

다. 예를 들어, Spokane County Regional Animal Prot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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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의 일원들이 수행한 연구를 고려해 보자. 그들은 놀이 동

안 동물 보호소의 개들이 내는 그렁거리는 소리, 즉 섬뜩할 정도

로 웃음소리를 닮은 소리를 녹음했다. 그 똑같은 소리를 보호소의 

스피커를 통해 방송했을 때, 그 개들은 더 쾌활해졌을 뿐만 아니

라 더 많이 놀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꼬리를 흔들었고 개집에 갇

혀 있기보다는 대체로 마치 코미디 클럽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 해설 |

침팬지들이 낯선 침팬지를 만날 때 웃으면서 이빨을 드러내

고, 여러 동물들이 난폭한 놀이 동안에 웃음을 짓는다는 

것, 그리고 실험에서 동물 보호소에 있는 개에게 웃음소리

와 아주 비슷한 소리를 녹음하여 들려주었더니 더 쾌활하

고 잘 논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단서를 통하여 빈칸에 들어

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긴장된 상황을 분산시키기 위

한 도구로 유머를 사용한다’이다.

① 자신들의 보호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 경쟁한다

② 다른 동물들의 목소리와 행동을 흉내 낸다

③ 보호소의 다른 종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다

④ 갇혀 있을 때 자신들의 놀 권리를 위해 저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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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gh-
and-tumble play. 
 [  ]는 접속사가 명시된 분사구문이며, dogs, penguins, 

and even rats는 보여지는 대상이므로 수동태 have been 

shown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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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ough가 이

끄는 부사절이고, rather than을 중심으로 relaxing ~과 

being ~이 비교되고 있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broadcast  2  diffuse  3  confine

| 해석 |

1  방송하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송출하다 

2  분산시키다: 열, 빛, 액체 등이 어떤 것을 통해 퍼지게 하다

3    가두다, 감금하다: 사람이나 동물을 (감옥과 같은) 한 장소에 

머물게 하다

| 해설 |

1    broadcast(방송하다)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송출하다’라는 뜻이다. 

2    diffuse(분산시키다)는 ‘열, 빛, 액체 등이 어떤 것을 통

해 퍼져 나가다’라는 뜻이다.

3    confine(가두다)은 ‘사람이나 동물을 감옥과 같은 곳에 

머물게 하다’라는 뜻이다.

Drill 07함정 탈출
본문 48쪽

| 정답 | ⑤

| 소재 | 상상에 의해 생기는 실제적인 몸의 변화

| 해석 |

상상은 공상과 현실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 이 사실이 상상에 믿

을 수 없는 힘을 주는 것이다. 상상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

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들 중 하나가 ‘레몬’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전에 나는 이 활동을 하면서 8학년 학생 집단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여학생 중 하나가 매우 화를 냈다. 그녀는 내가 자기에게 

최면을 건다고 나를 비난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왜 그런 말을 하

게 되었는지 그녀에게 물었다. “저는 그것, 레몬의 맛을 느낄 수 있

었어요. 그 맛이 내 입 안에 있었어요!”라고 그녀는 강력하게 주장

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녀는 자기 자신의 상상의 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녀가 자신이 레몬을 덥석 무는 

상상을 했을 때 그녀의 상상이 마치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것처럼 

반응하여 그에 맞는 감각적 반응을 내보낸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

난다. 여러분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면, 그 공포가 여러분의 

신체에는 실제였으므로 여러분의 심장이 빨리 뛰고, 손바닥에서 

땀이 나고, 심지어 방광을 통제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 해설 |

상상할 때에도 우리 몸이 실제 경험할 때와 같은 반응을 보

인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공상과 현실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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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상에 잠긴 바보의 작품이 아니다

② 지식에 근거하며 근거해야 한다

③ 실패의 맛을 느끼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④ 경험과 지식에 의미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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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ded와 released가 

둘 다 주어인 her imagination에 이어진다. {  }는 가정법 

과거 구문이므로 be동사 were를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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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들이 접속사 and에 의해 연결되었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  2  ⓒ  3  ⓐ

| 해석 |

1  믿을 수 없는: 믿기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2  손바닥: 손의 안쪽 부분

3  감각의: 신체적 감각과 관련된

| 해설 |

1    incredible(믿을 수 없는)은 ‘믿기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

려운’이라는 뜻이다.

2  palm(손바닥)은 ‘손의 안쪽 부분’을 뜻한다.

3    sensory(감각의)는 ‘신체적 감각과 관련된’이라는 뜻    

이다.

Drill 08함정 탈출
본문 49쪽

| 정답 | ⑤

| 소재 | 세계화에 따른 기업들의 도전

| 해석 |

사업에 대한 사고가 변했다면, 사업 그 자체의 속성도 마찬가지로 

변했다. 옛날에는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의 제한을 받았던 데 

반해, 오늘날 그 기회는 진정 세계적이다. 하지만 세계화는 사업

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경쟁적이라는 것을 진정 의미한다. 신흥 

시장이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위협을 창조하고 있다. 그들은 비용

이 낮은 국가로 생산을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경

제가 성장하면서, 이런 신흥국들이 새로운 경쟁을 야기하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세계의 공장’일 수도 있겠지만, 자국 내

에서 성장한 기업들은 또한 서방 사업체에 위협을 제기하기 시작

하는 중이다. 2007-08년의 세계적 불황과 지속되는 경제의 불확

실성이 증명했듯이, 21세기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점점 더 상호

의존적이고 더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더 쉬울지 모르겠으나, 생존하기 위해서 기업가들에게는 아이디어

를 시장으로 가져갈 끈기가 필요하고 좋은 계획을 수익이 나는 사

업으로 전환할 사업 감각이 필요하며, 성공을 유지할 재무 능력이 

필요하다.

| 해설 |

세계화를 통해 신흥 시장이 생기면서 모든 기업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것이 새로운 기회도 되고 반면 위

협도 된다는 취지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⑤ ‘그 어느 때보다 점점 더 상호의존적이고 더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킨다’이다.

① 분명 팀스포츠가 되었다 

② 세상에서 가장 개인적인 일이 되었다 

③ 장기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인정이 매우 많아야 한다 

④   사람들을 종업원에서 성공적인 기업가로 바꾸는 것에 관

한 것이다

| 구문 |

•[Where once a company was constrained by its 

locality], today the opportunities are truly global. 
 [  ]는 부사절이고, Where는 접속사로 ‘~하는 데 반

해’라는 뜻으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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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survive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이다. 세 개의 [  ]는 need에 공통으로 연결되어 병렬 구

조를 이루며 need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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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Q uiz

| 정답 | 1  ⓐ  2  ⓑ  3  ⓒ

| 해석 |

1  불황: 경제 활동이 감소한 시기

2  제한하다: 무언가나 누군가를 제한하거나 한정하다

3  경쟁적인: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적이기를 원하는

| 해설 |

1  recession(불황)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말한다.

2  constrain(제한하다)은 ‘제한하거나 한정하다’라는 뜻이다.

3    competitive(경쟁적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Drill 09함정 탈출
본문 50쪽

| 정답 | ②

| 소재 | 인간 진화에 이로움을 준 예술

| 해석 |

사회가 예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지만, 어

떤 사람들은 그것을 오락을 위해 탐닉하는 사치라고 간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사치라 해도, 그것은 아주 오래된 것이며,    

4만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예술은 훈련과 실행을 위해 시간이 소

요된다. 우리 선조들은 생존에 긴급하게 필요한 활동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았음에 틀림없는데, 그렇다면 왜 그들은 시간과 자원

을 예술을 위해 전용했는가? 예술은 진화론적 성공에 기여했음에 

틀림없지만, 어떻게 그랬을까? 우리가 명확한 답을 갖고 있는 것

은 아니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초기 인류 공동체에서 예술

은 종교와 아주 밀접하게 뒤섞여 있었음에 틀림없어서 그 둘을 떼

어 놓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선사 시대의 벽화는 사냥에서 성

공을 가져오기 위해 고안된 예술이다. 선사 시대의 음악과 무용은 

종교적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예술이었으며, 의식은 개별

적인 참여자들을 진정한 공동체로 통합했다. 예술과 종교는 분리

할 수 없었으며, 그래서 예술의 생물학적인 역할은 종교의 생물학

적인 역할과 똑같은 것이었다. 즉, 문화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었다.

| 해설 |

선사 시대에 예술은 진화론적인 성공(evolutionary success)

에 기여했음에 틀림없었으며 예술과 종교가 밀접하게 섞여 

있어서 둘은 분리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벽화는 사

냥의 성공을 위한 것이었고, 음악과 무용은 종교적인 의식

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결정적으로 의식은 개별 참

여자들을 공동체로 통합한다는 말에서 예술과 종교의 생물

학적 기능은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①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③ 어떤 창의적인 욕구도 구체화하는

④ 자연의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⑤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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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t have+과거분사>는 ‘~했음에 틀림없다’라는 뜻으

로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을 나타낸다. <put A into B>의 

구조가 쓰였으며, [  ]는 activities를 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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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 that ...> 구
문이 사용되었다. that절에서 it은 형식상의 주어이며, [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reinforce  2  divert  3  indulge

| 해석 |

1    강화하다: 의견, 생각 또는 느낌에 지지를 보내고 그것을 강하

게 만들다

2  전용하다: 시간이나 돈과 같은 것의 용도를 바꾸다

3    탐닉하다: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특별한 즐거움으로 갖거나 

하도록 허용하다

| 해설 |

1    reinforce(강화하다)는 의견, 생각, 또는 느낌에 지지를 

보내고 강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divert(전용하다)는 시간이나 돈과 같은 것의 용도를 달

리하는 것을 말한다.

3    indulge(탐닉하다)는 어떤 것을 특별한 즐거움으로 갖거

나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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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ll 10함정 탈출
본문 51쪽

| 정답 | ①

| 소재 | 화재 감식 조사관들이 직면하는 위험 요소

| 해석 |

최근에 소방관들에 대한 위험 요소에 대한 높아진 인식이 개인 

보호 장비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을 만들어 냈다. 그렇지만, 화재 

감식 조사관에 대한 위험 요소는 흔히 배려를 제대로 받지 못한

다. 단지 불이 꺼졌다고 해서 그것이 위험 요소가 사라졌다는 것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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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소들 중 몇 개에 불과하다. 화재에 의해서 약해지고 물에 흠뻑 젖

은 구조물들은 지속적인 붕괴 위험을 안고 있으며 날카로운 물체

와 변형된 재료들이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지거나, 찰과상을 입을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화재가 진압된 후에 화

재 현장은 그 위험성이 오직 미미하게 줄어들 뿐이며, 화재 감식 

조사관들은 소방관과 동일한 위험 요소들 중 많은 것들을 인식하

고 그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 해설 |

화재 진압 후에 화재 감식을 하는 조사관들도 많은 위험 부

담을 안고 일을 하게 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

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험 요소가 사라졌다’이다.

② 그것의 원인이 불분명하다

③ 소방관의 일이 시작되었다

④ 감염의 원인이 확인되었다

⑤ 주민들이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다

| 구문 |

•However, the hazards to fire investigators are often 

given inadequate consideration. 

 are given은 <be동사 + 과거분사>로 이루어진 수동태

구조이다. 이 문장을 능동태 구문을 이용하여 표현하

면 However, people often give the hazards to fire 

investigators inadequate consideration. 정도가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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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 

substances를 수식한다. 두 번째 [  ]는 the toxic 

inhalation hazards를 수식한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  2  ⓒ  3  ⓐ

| 해석 |

1  붕괴: 구조물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움직임

2  불을 끄다: 화재나 불이 타는 것을 멈추다

3  유독성의: 독과 관련이 있거나 독에 의해 유발된

| 해설 |

1    collapse(붕괴)는 ‘구조물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것’을 

뜻한다.

2    extinguish(불을 끄다)는 ‘불이 타는 것을 멈추다’라는 

뜻이다.

3    toxic(유독성의)은 ‘독과 관련이 있거나 독에 의해 유발

된’이라는 뜻이다.

Drill 11함정 탈출
본문 52쪽

| 정답 | ④

| 소재 | 일반화의 오류

| 해석 |

일반화를 검토할 때,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정확히 이

해하도록 하라.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라 사랑의 중요성을 언급하

면, 그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를 

분명히 설명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을 쓰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랑해야 하는 것이 도대체 정확히 무엇인가? 즉, 땅, 

날씨, 이상, 대중 매체, 영화, 형사법 체계, 의료 체계, 정치인, 통과

된 법률, 부, 군대, 외교 정책 중 무엇인가? 덧붙여, ‘대부분,’ ‘몇몇’ 

그리고 ‘소수’와 같은 수식어구를 조심스럽게 사용함으로써 잘못

된 일반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규칙을 기억하라. 

•‘대부분’이라는 말을 의미할 때 ‘모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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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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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고, ‘대부분’과 ‘몇몇’ 같은 수식어구를 사용하여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④ ‘일반화’가 가장 적절하다.

① 한계 

② 선입견 

③ 가정 

⑤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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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lling 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Moreover, it is important [to minimize faulty 

generalizations by carefully using qualifiers like 

“most,” “some,” and “a few].”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  2  ⓒ  3  ⓑ

| 해석 |

1  의미하다: 어떤 것을 암시하거나 보여 주다

2  최소화하다: 가능한 가장 적은 정도까지 줄이다

3  표현: 특별한 의미를 가진 구절

| 해설 |

1    imply(의미하다)는 어떤 것을 보여 주는 것과 관련 있다.

2    minimize(최소화하다)는 가장 적게 줄인다는 의미와 

연관된다.

3  expression(표현)은 의미를 가진 말이나 구절을 말한다.

Drill 12함정 탈출
본문 53쪽

| 정답 | ③

| 소재 | 두뇌 사용 비율에 대한 오해

| 해석 |

우리가 단지 우리 두뇌의 10퍼센트만을 사용한다는 흔한 잘못된 

믿음이 있다. 이런 생각이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가능성은 두뇌 조직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실험에서 

어떤 과학자들은 어느 특정한 시간에 대략 10퍼센트의 뉴런이 자

연 발생적으로 활성화되어 활동 전위를 촉발할 것이라고 추정한

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험실은 자연적인 환경이 결코 아니라는 것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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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

에, 그것들이 만들어 내는 사진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우리는 특정

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뉴런이 작동하기 시작하는지를 계산할 수 

없다. 심지어 이러한 제한 이외에도, 우리는 일시적으로 가만히 있

는 뉴런들이 활성화되지 ‘않음’으로써 아마도 어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더 큰 뇌의 부

위와 마찬가지로, 개별 뉴런들도 고립되어 작용하지 않는다. 간단

히 말해서,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 해설 |

이 글은 우리가 두뇌의 10퍼센트만을 사용한다고 잘못 믿

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글이다. 두뇌 조직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실험실은 자연적인 환경이 아니며, 영상 

기술로 찍은 사진도 얼마나 많은 뉴런이 작동하는지를 계산

하기에는 너무 일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빈칸 

바로 앞에서 일시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뉴런도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실험용 접시 위의 작은 두뇌의 조

각에 나타난 것보다 두뇌는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이다.

①   조금 빗나가나 많이 빗나가나 빗나가기는 마찬가지다[오

십보백보]

② 한 가지가 너무 많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과학자들의 편견은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

⑤   무슨 일이 두뇌에서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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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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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one possibility의 보어로 사용된 명사절이

다. [  ]에서 주어는 some scientists이며, {  }는 동사 

assume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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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ider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  }는 

neuron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by의 목적어로 동명사구

가 이어졌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fulfill  2  isolation  3  myth

| 해석 |

1    수행하다: 약속이나 계약과 같은 것에 의해 요구되는 것을 하다

2  고립: 다른 것과 떨어진 장소나 상황에 있는 상태

3    잘못된 믿음: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사실이 아닌 생각이나 이

야기

| 해설 |

1    fulfill(수행하다)은 약속이나 계약 같은 것에서 요구하

는 것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2    isolation(고립)은 ‘다른 것과 떨어진 장소나 상황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

3    myth(잘못된 믿음)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사실

이 아닌 생각이나 이야기’라는 뜻이다.

Drill 13함정 탈출
본문 54쪽

| 정답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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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

는 데에 엄청난 방해가 된다. 어느 날 나는 세 군데 서로 다른 사

업체를 들르고 운전을 하는 것을 포함하는 몇 가지 용무를 처리

해야 했다. 나는 빨간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애써 내 자신에게 천

천히 하도록 그리고 현실에 충실하게 하면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했다. 나는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가 접촉하게 되

는 모든 사람과 일일이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하는 쪽을 선택했

다. 나는 가뿐하고 우호적인 기분을 느꼈으며, ‘급한’ 혹은 ‘서두르

는’ 생각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 생각들이 머

릿속에 떠올랐으나 나는 그것들을 지워 버렸다. 이것은 매우 자

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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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분 좋게 또는 기분 나쁘게 보내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좋은 기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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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

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나의 좋

은 기분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나쁜 감정들을 없애 버리는 것

② 나에게 주어진 것을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 화를 내는 것

③ 친숙한 활동을 고수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⑤   자기 정체성에 관한 긴 명상과 심도 있는 질문을 피하  

는 것

| 구문 |

•I have been deliberately practicing patience for 

the past week.

 have been practicing은 현재완료시제와 진행형이 결합

된 형태이다.

•[The urge {to rush and get things done}] is a huge 

distraction to being happy.
 [  ]가 문장의 주어이며 is가 동사이다. {  }는 The 

urge를 수식한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  2  ⓐ  3  ⓑ

| 해석 |

1    인내심: 문제나 힘든 사람들을 다룰 때에 침착함을 유지하고 

짜증을 내지 않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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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동: 강한 욕구, 특히 제어하기 어려운 욕구

3  빈틈없는: 사물을 감지하기 위해서 늘 경계하는

| 해설 |

1    patience(인내심)는 문제나 힘든 사람들을 다룰 때에 침

착함을 유지하고 짜증을 내지 않는 능력을 말한다.

2  urge(충동)는 ‘제어하기 힘든 강한 욕구’라는 뜻이다.

3    vigilant(빈틈없는)는 ‘사물을 감지하기 위해서 늘 경계

하는’이라는 뜻이다.

Drill 14함정 탈출
본문 55쪽

| 정답 | ⑤

| 소재 | 자연의 노래를 해석하는 것을 돕는 과학

| 해석 |

과학의 한 가지 중요한 선물은 새의 노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감상을 늘리는 자세하고 반복적인 풍부한 관찰을 우리에게 제공

한다는 것이다. 과학은 노래의 정확한 구조를 설명하고, 그것은 각

각의 새와 그 새의 종이 하는 노래의 레퍼토리를 설명하고, 그것

은 새의 노래가 발생하는 상황을 정의해 주며, 그것은 이 모든 변

주곡의 적응성을 연구한다. 이런 지식체를 무시하는 시인에게는 

비통한 일이 되리라! 기본적인 자연의 역사에 관해서 오해를 하

는, 과학적 사실의 세속적인 현실에 있어서 아무런 기초 교육도 

없는 시인에게는 비통한 일이 되리라! 유명한 식물학자인 Liberty 

Hyde Bailey가 자신의 도발적인 책 『The Nature Study Idea』에 

이것을 간결하게 기술했듯이, ‘자연의 시적인 해석에는 그 어떤 반

대도 있을 수 없다. 다만 그 관찰이 정확하고 그 추론이 합리적이

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 시는 그것의 주된 

목표가 인간 정신을 조명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과학적 사실과 일

치하는 세심한 관찰에 기초해야 한다.

| 해설 |

새의 소리와 같은 자연이 만들어 내는 소리를 과학을 통해 

더 잘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취지의 글이다. 시

적인 해석에 있어서도 정확한 관찰과 합리적인 추론이 있어

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⑤ ‘과학적 사실과 일치하는 세심한 관찰’이다.

① 편견보다는 논리 

② 시적 언어의 재형성 

③ 지능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기억 

④ 본질적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순수 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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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wealth of 

detailed and repeatable observations를 수식하는 관계

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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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은 모두 앞에 있는 Science를 가리킨다. {  }는 the 

circumstanc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  2  ⓒ  3  ⓑ

| 해석 |

1  자세한: 많은 정보를 주는

2  연구하다: 무언가에 대한 모든 사실을 발견하려고 하다

3  식물학자: 식물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

| 해설 |

1    detailed(자세한)는 정보를 많이 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

2    investigate(연구하다)는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한 활동  

이다.

3  botanist(식물학자)는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Drill 15함정 탈출
본문 56~57쪽

| 정답 | ④

| 소재 | 영화 촬영 감독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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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

영화 촬영 감독은 촬영 이전에서부터 촬영 이후까지 자신의 일을 

하는 과정 동안에 많은 창의적인 그리고 해석상의 결정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그 영화의 전반적인 느낌이나 모습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정에서 많은 부분은 사진을 찍을 때 사진작가들이 주목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과 유사한데, 영화 촬영 감독은 (빛과 색상

에 대한 다양한 민감도를 가진 일련의 이용 가능한 필름 재료 중

에서) 필름 자체에 대한 선택, 렌즈의 초점 길이 선택, 조리개의 노

출과 초점을 통제한다. 그러나 영화 촬영 기술은 순전히 하나의 

정지된 이미지인 스틸 사진과는 달리 시간상의 측면을 갖는다. 영

화 카메라를 다루는 것은 또한 부피가 더 커서 힘이 더 많이 들어

가고, 그것은 더 복잡한 다수의 선택을 포함한다. 따라서 영화 촬

영 감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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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앞에서는 영화 촬영 감독이 사진작가들과 유사한 일

을 하는 것을 설명했지만 (A) 뒤에서는 사진작가의 일과

는 다른 면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A)에는 역접의 연결사 

however(그러나)가 적절하다.

(B) 앞에서 영화 카메라를 다루는 것은 부피가 커서 힘이 

많이 들고 더 복잡한 다수의 선택을 포함하기 때문에 영화 

촬영 감독은 여러 사람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

며, (B) 뒤에서 이러한 원인에 따른 결과로 인사 관리와 물

류 조직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B)에는 인과 관계의 연

결사 As a result(그 결과)가 적절하다.

① 그러므로 ─ 그럼에도 불구하고

② 예를 들어 ─ 그 결과

③ 예를 들어 ─ 대조적으로

⑤ 그러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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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의 목적어이며, 두 번째 [  ]

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절로서 which의 선행사는 many 

creative and interpretive decisions이다.

•As such a cinematographer often needs to 

work cooperatively with more people than does a 

photographer, [who could frequently function as a 

single person].
 does는 앞에 나온 needs to work cooperatively with 

people의 의미를 대신하여 쓰인 대동사이다. [  ]는 앞에 

나온 a photographer를 부연 설명해 주는 관계절이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exposure  2  strenuous  3  overall

| 해석 |

1    노출: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에 빛이 들어가도록 허용되는      

시간

2  힘이 많이 드는: 많은 노력이나 힘을 필요로 하는

3  전반적인: 모든 것을 고려하거나 포함하는

| 해설 |

1    exposure(노출)는 ‘카메라에 빛이 들어가도록 허용되는 

시간’을 뜻한다. 

2    strenuous(힘이 많이 드는)는 많은 노력이나 힘을 필요

로 하는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한다.

3    overall(전반적인)은 ‘모든 것을 고려하거나 포함하는’이

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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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Ⅰ함정Ⅰ 순서의 함정

- 연결 장치를 파악하여 탈출하라 

기출 예제 01   
본문 58쪽

정답 ②

과도한 어업에 의한 동물의 부정적인 진화소재

해석

진화는 동물이 남기는 후손들의 수를 최대화하도록 작용한다. 동

물이 성장할 때에 어로 행위에 의해 죽을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진화는 천천히 성장하고, 더 어린 나이에 그리고 더 작을 때에 성

숙하고, 더 일찍 번식을 하는 것들을 선호한다. (B) 이것은 바로 

우리가 현재 야생에서 보는 것이다. 캐나다의 세인트로렌스 만에 

사는 대구는 현재 네 살쯤 되었을 때 번식을 시작한다. 40년 전

에 그것들은 성숙기에 도달하려면 6세 혹은 7세가 될 때까지 기다

려야만 했다. 북해의 가자미는 1950년에 그랬던 것에 비해 체중이 

절반 정도만 되면 성숙한다. (A) 분명히 이러한 적응은 과도한 어

로 행위에 의해 심한 압박을 받는 종들에게는 좋은 소식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어린 물고기는 몸집이 큰 동물들보다 훨씬 더 적

은 수의 알을 낳으며, 현재 많은 기업적인 어업이 매우 집약적이

어서 성숙기의 연령보다 2년 넘게 살아남는 동물들이 거의 없다.   

(C) 동시에 이것은 미래 세대를 보장하는 알과 어린 새끼가 더 적

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경우에는 오늘날 생산되는 치어의 양이 

과거보다 백 배 혹은 심지어 천 배까지도 더 적어서, 종의 생존, 

그리고 그것들에 의존하는 어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해설

주어진 글에서 어로 행위 때문에 동물들이 일찍 성숙하고 

번식하는 쪽으로 진화한다고 했으며, 주어진 글에 대한 예

로 (B)에서 캐나다의 대구와 북해의 가자미를 언급했다. 

(A)에서는 (B)에 나온 내용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린 동물이 적은 수의 알을 낳는 것과 성숙기를 지나 2년 

넘게 사는 동물이 거의 없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끝으

로 (C)에서 미래 세대를 보장하는 알과 어린 새끼가 더 적

고, 치어의 개체 수가 더 적어서 종의 생존과 어업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내용으로 글이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어

진 글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B)－(A)

－(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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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에 의해 두 개의 절이 연결되고 있다. 두 번째 절에

서 <so ~ that ...> 구문이 쓰였으며, ‘매우 ~하여 …하다’

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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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의 표현 <~ times + 비교급 + than ...>이 쓰였다. 

[  ]는 분사구문이며 <put ~ at grave risk>는 ‘~을 심각

한 위기에 처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Drill 01함정 탈출
본문 60쪽

| 정답 | ④

| 소재 | ‘전체 답장’ 명령과 ‘답장’ 명령의 사용

| 해석 |

‘전체 답장’ 명령 대신에 ‘답장’ 명령을 사용하는 것이 언제 의미

가 있을까? 파티에 오라는 이메일 초청장을 받았는데, 그 이메

일이 파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송된다고 가정해 보자. 

(C) 불행하게도, 여러분은 파티에 갈 수가 없어서 이유를 설명

하는 이메일을 쓰려고 한다. 이메일이 발송된 모든 사람들을 알

고 있다면, 여러분은 ‘전체 답장’ 명령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A) 그런 경우에 초청장을 받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왜 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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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설명도 또한 받게 될 것이다. (B) 반면에, 

설명을 파티 주최자에게만 제공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답장’ 명령

을 사용할 것이다. 이 경우에, 여러분의 답장은 오직 원래의 초청

장을 보낸 사람에 의해서만 수신될 것이다.

| 해설 |

‘전체 답장’ 명령과 ‘답장’ 명령의 사용에 대해 알아보자고 

하면서 파티 초청 이메일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고 한 주

어진 글 다음에, 파티에 갈 수 없는 이유를 ‘전체 답장’ 명령

으로 전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C)가 오고, 그런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설명한 (A)가 온 다음에, 반면에 

‘답장’ 명령을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설명한 (B)

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러므로 주어진 글

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C)-(A)-(B)

이다.

| 구문 |

•Imagine [that you received an e-mail invitation 

to a party, and the e-mail is addressed to everyone 
{attending the party}].

 [  ]는 Imagin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  }는 everyone을 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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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ew가 쓰였고, 주절에서 <조동사의 과거형 + 동사

원형>인 might use가 사용되었다.

Grammar Q uiz

| 정답 | 1  it  2  sent

| 해석 |

1    ‘전체 답장’ 명령 대신에 ‘답장’ 명령을 사용하는 것이 언제 의

미가 있을까?

2    이메일이 발송된 모든 사람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전체 

답장’ 명령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해설 |

1    이 문장에서 to use ~가 내용상의 주어이므로 형식상의 

주어인 it을 써야 한다.

2    이메일이 사람들에게 발송되는 것이므로 수동태로 표현

하여 과거분사 sent를 써야 한다.

Drill 02함정 탈출
본문 61쪽

| 정답 | ③

| 소재 | 기어가는 아기들의 팔다리 움직임

| 해석 |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기어가는 것에는 (사지 중) 나머지 셋에 의

해 만들어지는 삼각대 모양 위에서 무게 중심을 유지하면서 한 번

에 사지 중 하나를 움직이는 것이 수반된다고 믿었다. (B) 사실, 투

명한 표면 위에 유아들을 기어가게 하면서 주의 깊게 관찰해 본 

결과 손과 무릎을 이용하여 기어가는 것에는 사지를 서로 조정하

는 보편적인 방식이 수반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C) 사지로 기어가

는 아기들은 대각선에 있는 두 쌍의 사지를 번갈아 나오게 한다. 

그래서 아기는 처음에는 한 쌍[왼손과 오른쪽 무릎]을 이동하고, 

그런 다음 나머지 한 쌍[오른손과 왼쪽 무릎]을 이동한다. (A) 이

것은 ‘동적 균형 시스템’이라고 불리고 사실상 사지를 이용해 앞으

로 이동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각 움직임에서 무게 중심은 

하나의 작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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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한다고 믿었

던 기존의 견해를 언급한 다음, 유아들의 기어가는 방법에

는 보편적 방식이 있다는 심화된 내용을 설명하는 (B)가 이

어져야 한다. 보편적 방식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C)가 

(B) 다음에 이어진 다음, 그것을 ‘동적 균형 시스템’이라고 

객관적으로 명명하며 글을 정리하는 (A)가 마지막에 와야 

한다. 그러므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B)-(C)-(A)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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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ieve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고, {  }는 

a tripod-shape을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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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eful observation을 수식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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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이고, 그 안의 {  }는 transparent surfaces를 수식

하는 관계절이다. 두 번째 [  ]는 revealed의 목적어로 쓰

인 명사절이고, 그 안의 {  }는 a universal pattern of 

interlimb coordination을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Grammar Q uiz

| 정답 | 1  over which  2  alternate

| 해석 |

1    사실, 투명한 표면 위에 유아들을 기어가게 하면서 주의 깊게 

관찰해 본 결과 손과 무릎을 이용하여 기어가는 것에는 사지

를 서로 조정하는 보편적인 방식이 수반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2    사지로 기어가는 아기들은 대각선에 있는 두 쌍의 사지를 번갈

아 나오게 한다.

| 해설 |

1    선행사인 transparent surfac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의 형

태인데, 이어지는 infants were made to crawl이 완전

한 절의 형태이므로 <전치사+관계대명사> 형태인 over 

which를 써야 한다.

2    Babies who crawl on all fours가 주어이므로 술어 동

사 역할을 하는 alternate를 써야 한다.

Drill 03함정 탈출
본문 62쪽

| 정답 | ⑤

| 소재 | 미술 치료의 이점

| 해석 |

미술은 개인의 생각과 느낌의 비언어적인 표현인데, 그 표현은 필

요할 뿐만 아니라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표현이다. 황홀한 시기

와 고통의 시기 모두, 말이 우리의 감정 전체를 적절하게 표현하

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다. (C) 이러한 때가 미술 치료를 이용

할 때이다. 정서적 안녕은 인간 정서의 전 범위를 느끼고 긍정적

으로 표현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것을 기억하라. (B) 스트레스

의 정도나 혼란스러운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누구나 미술 치료의 

사용과 실행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얼빠진 소리처럼 들릴

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책상 서랍 속에 크레용이나 색연필 한 박스

를 넣어 두는 것도 주소록이나 주중 계획표를 갖는 것만큼 중요하

다.     (A) 미술 용품이 없다면 그것을 구해 두는 것은 좋은 생각

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림이 걸작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

라. 그것은 낙서로 시작될 수도 있다.

| 해설 |

주어진 글에서 미술의 효용성과 말이 우리의 감정을 적절하

게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말했다. (C)의 첫 문장에

서 These는 주어진 글에서 언급된 ‘말이 우리의 감정을 적

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가리키며, (C)에서 미술 

치료와 정서적 안녕의 정의를 언급했다. 이어서 (B)에서 미

술 치료의 이점과 책상 속에 미술 용품 비치의 필요성을 말

했다. (B)에 이어서 (A)에서도 미술 용품을 구해 두는 것과 

미술 활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어진 글 다음

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C)-(B)-(A)

이다.

| 구문 |

•Remember [that emotional well-being is defined 

as the ability {to feel and positively express the full 

range of human emotions}].
 [  ]는 Remember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절이며, 

{  }는 the ability를 수식하는 to부정사구이다. feel과 

express는 to에 병렬 구조로 연결되었다.

Grammar Q uiz

| 정답 | 1  in which  2  having

| 해석 |

1    황홀한 시기와 고통의 시기 모두, 말이 우리의 감정 전체를 적

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다.

2    얼빠진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책상 서랍 속에 

크레용이나 색연필 한 박스를 넣어 두는 것도 주소록이나 주

중 계획표를 갖는 것만큼 중요하다.

| 해설 |

1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관계대명사 which
는 올 수 없다. 앞에 나온 many circumstances가 선행

사이기 때문에 when이나 where의 역할을 할 수 있는 

in which가 쓰여야 한다.

2    주절에서 <A is as important as B>의 구조를 갖고 있

는데, A가 동명사구(keeping ~ drawer)이므로 비

교 대상이 되는 B도 동명사로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having이 어법에 맞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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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ll 04함정 탈출
본문 63쪽

| 정답 | ③

| 소재 | 애완견 배변 훈련

| 해석 |

배변 훈련의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여러분의 애완동물에게 애초

에 실수를 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그에게 눈에 띄어 즉

각적인 비난을 받지 않고 실내에서 배설할 기회를 주지 마라. ‘곧 

배설하려는’ 미묘한 징후가 있는지 예의 주시하라. (B) 일반적으로 

개는 변을 봐야 할 때에 땅 가까이에 냄새를 맡고 낑낑거리거나 

끙끙거린 후에 쪼그리고 앉아서 배설을 한다. 어린 강아지의 경

우에 냄새를 맡는 것과 쪼그리고 앉는 것 사이의 시간이 매우 짧

거나 아무런 징후도 전혀 보여 주지 않을 수도 있다. (C) 그러므로 

강아지가 잠에서 깬 후나, 먹이를 먹은 직후나, 혹은 여러분이 그

와 함께 놀아 준 후에는 곧바로 그가 갔으면 하고 여러분이 바라

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야 할 것이다. (A) 일단 강아지가 변을 

보면 그를 열광적으로 칭찬해 주어라. 그러면 올바른 장소에 변을 

보는 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그가 이해하게 

될 것인데, 모든 개들은 자기 주인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 해설 |

배변 훈련을 할 때 배설 징후가 있는지 예의 주시해야 한다

는 주어진 문장 다음에, 그런 징후를 감지하기 어려운 경우

가 있다는 내용의 (B)가 오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C)가 온 다음에, 배변을 한 후에는 어떻게 해 주어야 하는

지 설명하는 (A)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

러므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③ (B)-(C)-

(A)가 가장 적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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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stan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관계대명사 which의 선행사는 happ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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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 at all을 써서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Grammar Q uiz

| 정답 | 1  to make  2  happy

| 해석 |

1    배변 훈련의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여러분의 애완동물에게 애

초에 실수를 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2    일단 강아지가 변을 보면 그를 열광적으로 칭찬해 주어라, 그

러면 올바른 장소에 변을 보는 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어 준다는 것을 그가 이해하게 될 것인데, 모든 개들은 자기 주

인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 해설 |

1  the chance를 수식하는 to부정사를 써야 한다.

2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 happy를 써야 한다. <make + 목

적어 + 형용사>는 ‘~을 …하게 만들어 주다’라는 뜻이다.

Drill 05함정 탈출
본문 64쪽

| 정답 | ⑤

| 소재 | 신체 시계

| 해석 |

1940년대에 인지 심리학자 Paul Fraisse가 ‘선호 시간’이라고 명명

된 것에 대해 주요 연구를 수행했고, 1970년대에 오하이오 주립 

대학의 Mari Reiss Jones가 그의 연구를 보완했다. (C) Fraisse
의 연구는 우리 모두에게 내부 메트로놈, 즉 신체 시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Jones의 연구도 그렇게 서술했다. 이 내부의 신

체 시계는 모든 종류의 일을 제어한다. (B) 그것은 우리가 걷는 속

도, 심장 박동의 빠르기, 숨을 얼마나 빨리 쉬는지, 그리고 잠을 얼

마나 오래 자는지를 설정한다. 우리의 신체 시계는 비슷한데, 예를 

들어, 테이블 윗면에 손가락을 두드리면, 우리가 0.6초마다 두드리

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A) 그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대부분의 

성인은 분당 117보의 속도로 걷는데, 평균적인 걸음걸이는 남자

와 여자들이 서로 다르지만, 걸음걸이의 속도는 동일한 경향이 있

다. 고전 음악 용어에서, ‘안단테’는 말 그대로 ‘걷는 속도’로 번역되

는데 분당 대략 110에서 120박자이다.

| 해설 |

Paul Fraisse와 Mari Reiss Jones의 연구를 소개한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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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글에 이어, 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하는 (C)가 이어져야 

한다. (B)의 It은 (C)의 This internal body clock을 가리

키고, (A)의 It은 (B)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체 시

계가 서로 유사하다는 내용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⑤ (C)-(B)-(A)가 가장 적

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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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s에 공통으로 연결되어 sets의 목적

어로 쓰였다.

•Fraisse’s research suggested ― and Jones’ research 

stated ― [that we all have an internal metronome: a 

body clock]. 

 [  ]는 suggested와 stated의 목적어로 쓰였다.

Grammar Q uiz

| 정답 | 1  at which  2  that

| 해석 |

1    그것은 우리가 걷는 속도, 심장 박동의 빠르기, 숨을 얼마나 빨

리 쉬는지, 그리고 잠을 얼마나 오래 자는지를 설정한다.

2    Fraisse의 연구는 우리 모두에게 내부 메트로놈, 즉 신체 시계

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Jones의 연구도 그렇게 서술했다.

| 해설 |

1    <주어+자동사>의 완전한 절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전

치사+관계대명사> 형태인 at which를 써야 한다.

2    that과 what은 둘 다 suggested와 state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을 유도할 수 있는데, <주어+동사+목적어>로 

이루어진 완전한 절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접속사 that을 

써야 한다. what 다음에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진다.

Drill 06함정 탈출
본문 65쪽

| 정답 | ⑤

| 소재 | 스웨덴 사람들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경험

| 해석 |

진정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위해 스웨덴 사람들은 배낭

을 메고 북쪽으로 올라가 여러 날 동안 산속을 걷는 것을 좋아한

다. (C) 어떤 등산객들은 잘 조성된 산길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제

공된 오두막집에서 숙박을 한다. 또 어떤 등산객들은 자신들이 가

지고 가는 텐트에서 숙박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이 등산객들

은 그들을 안내해 주는 지도와 나침반만을 사용한다. (B) 스웨덴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또 다른 경험은 뗏목 타기

이다. 이 여정은 스웨덴의 거대한 목재 산업에서 나오는 많은 통나

무가 있는 호수의 한쪽 끝에서 시작된다. 수수료 명목으로 참가자

들은 통나무로 그들 자신의 뗏목을 만들고 하류로 가는 길을 찾

아가며, 거기에서 목재는 제재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반환된다. 

(A) 이 여행은 며칠이 걸리고 뗏목을 타는 사람들은 밤에 뗏목을 

호숫가에 정박시키고 캠프를 만든다. 이 경험은 자연으로 돌아가

서 자급자족해서 산다는 생각의 핵심이다.

| 해설 |

주어진 문장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위해 등산을 

하는 스웨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어서 (C)에서 등

산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유형을 설명하고 난 다음, (B)에

서 또 다른 자연으로 돌아가는 경험으로 뗏목 타기를 소개

하고 참가자들이 스웨덴의 목재 산업에서 나온 통나무로 뗏

목을 만들고, 수수료 명목으로 만든 뗏목을 돌려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 (A)에서 뗏목 타기에 소요되는 시간, 

중간의 활동, 여행의 의미에 대한 설명의 순으로 글이 전개

되고 있으므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C)-(B)-(A)이다. 

| 구문 |

•The journey starts at one end of a lake [where there 

are many logs from Sweden’s huge timber industry].
 [  ]는 one end of a lak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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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t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두 번

째 [  ]는 a map and compass를 수식하는 to부정사구    

이다.

Grammar Q uiz

| 정답 | 1  living  2  where

| 해석 |

1    이 경험은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급자족해서 산다는 생각의 핵

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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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수료 명목으로 참가자들은 통나무로 그들 자신의 뗏목을 만

들고 하류로 가는 길을 찾아가며, 거기에서 목재는 제재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반환된다.

| 해설 |

1    전치사 of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 getting과 병렬 구조

를 이루는 living이 어법에 맞다.

2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which는 쓸 수 없고, 앞부

분의 내용을 부연 설명해 주는 관계절을 이끄는 where
가 쓰여야 한다.

Drill 07함정 탈출
본문 66쪽

| 정답 | ⑤

| 소재 | 존재론과 양자 퍼텐셜

| 해석 |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보는 것이 그 물체의 정확한 실상은 아

니라고 믿기는 어렵다. 우리는 과학의 성과에 대해 큰 믿음을 갖

고 있으나, 과학자들은 아직도 과학의 한계, 특히 우리가 사는 세

계의 ‘존재론’에 관한 이해하기 힘든 미스터리를 인정한다. (C) 과

학은 모든 현상들의 본질과 그것이 발현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신하지 못한다. 독일의 철학자인 

Immanuel Kant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현존하는 실

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정확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바로

서의 모습으로부터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의 진짜 존

재를 과학적 지식의 질적 수준으로 알 수 없습니다.” (B) 미국 출

생의 뛰어난 양자 물리학자인 David Bohm은 위의 의견에 동의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

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우리 과학자들이 보는 

전자들은 ‘양자 퍼텐셜’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A) 그리고 David 

Bohm에 따르면, 이 양자 퍼텐셜은 비국소적이며, 공간에 의해 제

약을 받지도 않는다. 그것은 정신과 의식 모두를 포함하는데, 이것

들은 즉각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 해설 |

존재론에 관한 과학자들의 생각에 대해 말하는 주어진 문

장 다음에, 이 내용을 받아서 존재론에 대한 Kant의 의견

을 소개하는 (C)가 오고, 이 의견을 받아서 Bohm이 말한 

양자 퍼텐셜을 소개하는 (B)가 온 다음에, 양자 퍼텐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A)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러므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C)-(B)-(A)이다.

| 구문 |

•It’s hard [to believe {that what we see at the present 

moment is not exactly what those objects are}].
 It은 형식상의 주어이며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  }는 believ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It contains both mind and consciousness, [which 

impact each other instantly].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라는 뜻이다. [  ]는 

mind and consciousness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Grammar Q uiz

| 정답 | 1  which  2  are

| 해석 |

1    그것은 정신과 의식 모두를 포함하는데, 이것들은 즉각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2    과학은 모든 현상들의 본질과 그것이 발현되기 위해서 어떤 조

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신하지 못한다.

| 해설 |

1    mind and consciousness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

법의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야 한다. 일반적으로 관계

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2    ‘어떤 조건이 요구되는지’라는 수동의 뜻을 표현하려면 

be동사 are를 써야 한다.

Drill 08함정 탈출
본문 67쪽

| 정답 | ②

| 소재 | 잔물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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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

무슨 이유에서 연필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고 상상해 보라. 어쩌면 

베이비붐이 학교 입학을 늘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소매점들은 

자신들이 더 많은 연필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B) 그

들은 도매상들에 더 많은 연필을 주문할 것이다. 도매상들은 제조

업자들에게 더 많은 연필을 주문할 것이다. 제조업자들은 더 많은 

목재, 더 많은 놋쇠, 더 많은 흑연과 같은 연필 제조에 사용되는 

온갖 다양한 제품들을 주문할 것이다. (A) 재료 공급자들이 이런 

물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물품

들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더 높아진 가격은 

재료 공급자들로 하여금 노동력을 증가시켜 더 높아진 수요를 충

족시킬 수 있게 할 것이다. 더 많은 노동자를 얻기 위해 그들은 더 

높은 임금이나 더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C) 이런 

식으로 잔물결이 범위가 점점 늘어나면서 퍼져 나가서 연필,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제품의 수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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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점들에서 연필

이 더 많이 팔린다는 주어진 글에 이어, 도매상들과 제조업

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B)가 이어져야 한다. 다

시 재료 공급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A)가 이어

져야 하고, 잔물결 효과가 넓은 범위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결론짓는 (C)가 마지막에 와야 

한다. 그러므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B)-(A)-(C)이다.

| 구문 |

•Suppose [that, for whatever reason, there is an 
increased demand for lead pencils ― perhaps because 
a baby boom increases school enrollment]. 
 [  ]는 suppose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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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어로 삼아 그것을 부연 설명한다. {  }는 the information
과 동격 관계이다.

Grammar Q uiz

| 정답 | 1  that  2  used

| 해석 |

1    소매점들은 자신들이 더 많은 연필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    제조업자들은 더 많은 목재, 더 많은 놋쇠, 더 많은 흑연과 같은 

연필 제조에 사용되는 온갖 다양한 제품들을 주문할 것이다.

| 해설 |

1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된 완전한 절이 이어지고 있으

므로 접속사 that이 적절하다.

2    의미상의 주어인 all the varied products가 분사의 주

체가 아닌 대상으로 해석되므로 수동의 뜻을 표현하는 

과거분사 used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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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Ⅰ함정Ⅰ 문장 위치의 함정

- 논리를 파악하여 탈출하라

기출 예제 01   
본문 68쪽

정답 ②

보고서와 논문의 내용 제시 순서소재

해석

보고서, 논문 또는 여타 전문적인 문서에 가장 좋은 순서는 무엇

인가? 물론 그것은 논리적이어야 하지만, 그것은 그 논문이 연관

성과 순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며, 이러한 

표제 하에 다양한 순서가 가능하다. 글을 쓰는 너무 많은 사람들

이 ‘논리적’이라는 용어를 연대기적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보

고서와 논문을 이전 작업에 대한 주의 깊은 재검토로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대개의 경우 이것은 전술적으로 취약하다. 

보고서와 논문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제에 흥미를 갖고 

있고 그 주제에 관해 뭔가 알기 때문에 그 문서를 읽고 있다. 그래

서 그들에게 이전 작업의 연구 결과를 되풀이하는 것은 불필요하

게 상기시키는 것으로 그들을 지루하게 할 따름이다. 그들에게 흥

미로운 것은 새로운 정보, 즉 새로운 연구 결과와 결론이다. 그래

서 그러한 정보로 시작하는 것이 대체로 가장 좋다. 작업이나 절

차에 관한 긴 연대기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보통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연대기적 순서일 ‘때에만’ 적절하다.

해설

주어진 문장이 보고서와 논문을 읽는 사람들이 그 문서를 

읽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지루하게 하거나 

그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연구 결과의 내용에 대해 상

세히 설명하는 내용 앞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따

라서 ②가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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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pret ~ to mean ...>은 ‘~을[이]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다’라는 뜻이다.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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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가 동

사이다. 두 번째 [  ]는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부사

절에서 첫 번째 {  }가 주어, is가 동사, 두 번째 {  }가 

주격 보어이다.

Drill 01함정 탈출
본문 70쪽

| 정답 | ②

| 소재 | 아름다운 체형에 대한 문화마다 다른 관점

| 해석 |

우리의 체형조차도 우리의 문화적인 관념과 매우 관련이 있다. 서

구 세계에서 사람들은 가능한 한 날씬해지려고 상당히 많은 애를 

쓴다. 그들은 매년 자신들이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운

동화, 다이어트 계획, 식욕 억제제, 그리고 건강 관리 클럽 회원권

에 수백만 달러를 쓴다. 그러나 날씬함을 신체적 아름다움과 동일

시하는 우리 서구의 개념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서구 여성들은 여윈 

것으로 인식되고 아주 매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점은 내

가 케냐에서 현장 연구를 수행 중일 때 고통스러울 정도로 분명

해졌다. 케냐에서 여러 달 살고 난 이후에 나는, Kikuyu 족 남성 

친구들이 내가 (키가 5피트 5인치에 체중이 114파운드인) 그렇게 

매력 없는 아내를 가진 것에 대해 나를 동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았다. Kikuyu 족 친구들은 자주 음식 한 접시나 닭 한 마리를 가

지고 나의 집에 들러서 “이것은 당신 아내를 위한 것입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 해설 |

② 앞에서는 서구 사람들이 체중을 줄이고 날씬해지려고 

애쓴다는 내용이 나왔고, ② 다음에는 아프리카의 많은 지

역에서 서구 여성들이 여위고 매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는 내용이 나와서 글의 흐름이 단절되었다. 따라서 역접의 

연결사와 함께 ‘날씬함을 신체적 아름다움과 동일시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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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개념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주어진 문

장이 ②에 들어가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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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nd + 돈 + on + 명

사구>의 구조가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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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rned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절이다. 명사

절에서 ‘B 때문에 A를 동정하다’의 의미인 <pity A for B>

의 구조가 사용되었다. for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B에 해당

하는 말이 동명사로 시작되고 있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slender  2  suppressant  3  fieldwork

| 해석 |

1  날씬한: 특히 매력적이거나 우아한 방식으로 마른

2  억제제: 어떤 것을 방지하거나 조절하는 약

3  현장 연구: 현장에 나감으로써 정보를 수집하는 일

| 해설 |

1    slender(날씬한)는 매력적이고 우아하게 몸이 마른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

2    suppressant(억제제)는 어떤 것을 방지하거나 조절해 주

는 약품이다.

3    fieldwork(현장 연구)는 ‘현장에 나가서 정보를 수집하

는 일’을 뜻한다.

Drill 02함정 탈출
본문 71쪽

| 정답 | ⑤

| 소재 | 진정한 독립의 의미

| 해석 |

진정으로 독립한다는 것은 최소한 18세가 되어 이곳 미국에서 사

는 것이 될 것이다. 다만 국가의 법률을 지키고 이곳 미국에서 다

른 모든 사람에게 속한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여러분

은 남은 인생 동안 자유롭게 독립해서 사는 것이 보장된다. 내가 

자유롭기 위한 최소한의 연령으로 18세를 선택한 한 가지 이유

는 그것이 미국 시민들이 성인으로 여겨져서 선거에서 투표를 하

도록 허용되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투표권은 한 사람을 더 독립적

으로 만들어 주는 한 가지 권리이다. 한 사람을 진정으로 독립하

게 만들어 주는 다른 한 가지는 재정적인 독립일 것이다. 이것은 

돈을 얻기 위해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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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문장은 

재정적 독립에 대해 말한 문장 바로 뒤인 ⑤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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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uld be가 동사 부

분이고, 두 번째 [  ]가 주격 보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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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long as는 ‘~하는 한’이라는 뜻이다. {  }

는 the rights and freedoms를 수식한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  2  ⓐ  3  ⓑ

| 해석 |

1    보장하다: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혹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  

하다

2  최소한의: 가능한 가장 적은

3  침해하다: 존중되어야 하는 어떤 상황에, 특히 강제로, 들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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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1    guarantee(보장하다)는 ‘어떤 것이 사실이거나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다’라는 뜻이다.

2  minimum(최소한의)은 ‘가능한 가장 적은’이라는 뜻이다.

3    violate(침해하다)는 존중되어야 하는 어떤 상황에, 특히 

강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Drill 03함정 탈출
본문 72쪽

| 정답 | ⑤

| 소재 | 미국 극장의 성쇠

| 해석 |

미국의 극장계는 20세기 동안 거의 지속적으로 모습을 바꿔 왔

다. 192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 ‘브로드웨이’는 사실상 ‘미국 극

장’과 같은 뜻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사실이었던 것은 아니

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 극장은 뉴욕 밖에서도 또한 번창했

었다. 모든 주요 도시와 많은 더 작은 도시에 극장이 영업하고 있

었다. 전형적으로 그것[극장]들은 현지 스토크 극단[배우들이 주식

을 소유한 연극 단체] 혹은 레퍼토리 극단[레퍼토리를 가지고 공

연하는 상주 전문 연극 극단]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순회하는 회사

들의 방문을 받았는데,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 수가 수백이었다. 

하지만 영업하는 현지 극장의 수는 20세기 두 번째 10년 이후 가

파르게 감소했다. 분명, 영화와 라디오 방송의 발달이 지방 극장 

시장을 서서히 쇠퇴시켰고, 대공황이 결정타를 제공했다. 1920년

대와 1930년대의 ‘소극장’ 운동은 비록 그 운동의 참여자가 브로

드웨이의 과도한 상업주의로 여겼던 것의 대안으로서의 커다란 열

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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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ever로 연결되어 극장의 쇠

락을 언급하고 있는 문장 다음인 ⑤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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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reat Depression이 분사 

contributing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였으며 주절에 부수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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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와 B 둘 중 하나’를 뜻하는 <either 

A or B> 구문에서 A와 B가 병렬 구조로 연결된 형태이다. 

{  }는 관계절로 touring companies를 선행사로 삼아 이

를 부연 설명한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  2  ⓑ  3  ⓒ

| 해석 |

1  번창하다: 성장하거나, 발전하거나, 성공하다

2  제공하다: 돈, 도움, 아이디어 등을 주다

3  서서히 쇠퇴시키다: 서서히 무언가가 덜 강해지도록 만들다

| 해설 |

1    thrive(번창하다)는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것과 관련 있다.

2    contribute(제공하다)는 ‘무언가를 제공하다’라는 뜻     

이다.

3    undermine(서서히 쇠퇴시키다)은 손상을 주어 서서히 

약해지도록 만드는 것과 관련 있다.

Drill 04함정 탈출
본문 73쪽

| 정답 | ④

| 소재 | 명시적인 문화와 암시적인 문화

| 해석 |

덴마크의 작가 Kalervo Oberg는 눈에 보이는 문화와 눈에 보이

지 않는 문화를 묘사하기 위해 빙산의 비유를 사용한다. 예컨대, 

가시적인 문화는 파도 위에 나타나는 것으로, 명시적인 문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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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그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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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험 감수, 시간 엄수, 의사소통 유형, 사회에서 지위가 규정되는 방

식과 권력이 분배되는 방식을 포함한다. 가장 심오한 단계에 있는 

전제는 문화의 가장 중요한 단계이고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발생할 때 그것들에 준비가 되어 있기 위해 

적어도 존재하는 차이점들을 인식하고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다.

| 해설 |

주어진 문장의 This는 ④ 앞에 나온 암시적인 문화(the 

implicit culture)를 가리키며, 주어진 문장은 암시적인 문

화에 포함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가장 적절한 위치는 ④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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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s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며, 두 번째 

[  ]는 although가 이끄는 부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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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에 두 개의 [  ]가 병렬 구조를 이루며 연결되

어 있다. {  }에는 <so that + 주어 + 동사>의 구문이 사용되

어 ‘~하기 위해’ 또는 ‘~하도록’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analogy  2  explicit  3  sensitivity

| 해석 |

1  비유: 어떤 면에서 두 가지가 닮은 것에 근거하여 한 비교

2  명시적인: 아주 분명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3  민감성[감각]: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

| 해설 |

1    analogy(비유)는 ‘닮은 것에 근거하여 두 가지를 비교하

는 것’을 뜻한다.

2    explicit(명시적인)은 분명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현

된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한다.

3    sensitivity(민감성, 감각)는 ‘남들의 감정과 문제를 잘 이

해하는 능력’을 뜻한다.

Drill 05함정 탈출
본문 74쪽

| 정답 | ③

| 소재 | 물리학 용어 개념의 혼란

| 해석 |

물리학자에게 일률은 일을 하는 비율 혹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비

율이다. 일률은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것과 같은데, 여기서 에너

지는 줄과 초로 나타낸 시간으로 측정된다. 일률의 단위는 와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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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턴으로 측정되는 힘은 결코 줄로 측정되는 에너지나 와트로 측

정되는 일률과 같을 수 없다. 전기는 현대의 기술을 추진하는 힘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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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의 주어진 문

장은 여러 용어들에 대해 언급한 문장과 사전에서 이러한 

용어들의 의미 차이를 독자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문장 사이인 ③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구문 |

•Open up any dictionary, and you will find [that 

these terms provide meanings for one another].
 명령문 다음에 <, and ~>를 써서 ‘…해라, 그러면 ~할 

것이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  ]는 find의 목적어 역

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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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ce이며, [  ]는 force를 보충 설명하

는 관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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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Q uiz

| 정답 | 1  ⓐ  2  ⓒ  3  ⓑ

| 해석 |

1  비전문가: 특정한 분야에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2    추진하다: 흔히 많은 양의 힘으로 어떤 것을 어딘가로 밀거나 

움직이다

3  용어: 특정한 주제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단어나 표현

| 해설 |

1    layman(비전문가)은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적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propel(추진하다)은 ‘힘을 이용하여 어떤 것을 움직이게 

하다’라는 뜻이다.

3    term(용어)은 ‘특정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말’을 뜻    

한다.

Drill 06함정 탈출
본문 75쪽

| 정답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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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

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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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백

해진다. 이런 경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도 또한 있는데, 예를 들

어 Andrea는 낮은 (교환) 가치의 위험 요소가 높은 모험적 사업은 

신뢰하지만, (교환) 가치가 높은 중간 정도의 위험 요소가 있는 거

래는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큰돈을 거는 도

박가들은 (교환) 가치가 매우 높은, 매우 위험한 거래를 신뢰할지

도 모른다. 그러므로 수익이 상당한 경우, 위험 요소는 무시될 수

도 있다. 전자 서비스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동안에 사용된 규칙

의 분석도 비슷한 경향을 강조한다.

| 해설 |

위험 요소의 적용에 관한 글인데, 경험 법칙에서 벗어난 것

을 설명하면서 위험 요소가 높은 경우에도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주어진 글은 위험 요소가 낮을

수록 더 많은 신뢰가 형성된다는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한 

다음인 ③에 들어가야 한다. 이어지는 라스베이거스의 도박

가들과 관련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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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apital loss or gain을 수식하는 관계절  

이다.

•Thus,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lower the risk, 

the more trust one is willing to place].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  ] 안에는 ‘더 ~할수록, 더욱 …하다’라는 뜻의 <the + 

비교급 ~, the + 비교급 ...>의 표현이 쓰였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  2  ⓑ  3  ⓒ

| 해석 |

1  자본: 사업에 사용되는 돈

2  벗어난 것: 흔히 있거나 기대되는 것과의 차이

3  형성: 무언가의 특정한 형태로의 개발

| 해설 |

1  capital(자본)은 사업을 위한 돈이다.

2    deviation(벗어난 것)은 기존의 것과 차이가 있음을 말

한다.

3    formation(형성)은 특정한 형태로 무언가가 개발되는 것

이다.

Drill 07함정 탈출
본문 76쪽

| 정답 | ③

| 소재 | 두 발 보행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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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

두 발 보행은 사바나에 대한 인간의 적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었으며, 두 발로 걷는 것으로의 전환의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그

늘을 만드는 나무의 부족이었다. (두 발로) 선다는 것은 더 적은 면

적이 햇빛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자

신들의 포식자와 경쟁자들에게는 몹시 더웠던 하루 중의 시간 동

안에 식량을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직립은 또한 먹을 것

을 뒤져서 찾고 고기를 도살하는 것과 같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도

록 그들의 손을 자유롭게 해 주었다. 이러한 새로운 식량 채집 방

식은 결과적으로 선조들의 신체에 여분의 연료를 제공했으며, 인

간의 뇌 크기가 확장되는 것을 허용했다. 뇌는 대단히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며, 우리 자신의 뇌가 그렇게 커지기 위해서는 

(평균 1.5킬로그램으로) 규칙적인 칼로리 공급을 필요로 했다. 이

러한 뇌 크기의 확장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약 250만 년 전에 있었

던 석기의 최초 징후를 인류학자들은 발견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

구는 초기 인류가 뒤져서 찾아낸 동물의 사체를 정육하는 데 훨

씬 더 효과적이게 했고,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여 더욱 더 

커진 뇌에 공급할 수 있게 해 주었다.

| 해설 |

주어진 문장에서 These new ways of gathering food는 

③ 앞에서 직립으로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먹이를 뒤져서 찾

고 고기를 도살하게 된 것을 말하며, ③ 다음에 갑자기 뇌

에 대한 언급이 나와서 글의 흐름이 단절되었다. 그러므로 

직립으로 인해 먹이를 얻는 방법이 달라진 것이 뇌가 확장

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이 ③에 들어가

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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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절이

며, which는 첫 번째 [  ]의 내용을 선행사로 취하는 계

속적 용법의 관계사이다. 두 번째 [  ]는 parts of the day
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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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를 중심으로 두 개의 절이 연결되었으며, [  ]는 의

미상의 주어를 포함한 to부정사구로 동사 required의 주어

로 쓰였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scavenge  2  carcass  3  predator

| 해석 |

1    (쓰레기 등에서) 먹이를 찾다: 사용하거나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 쓰레기를 뒤지다

2  사체: 죽은 동물의 시체

3  포식자, 육식 동물: 다른 동물을 죽여서 먹는 동물

| 해설 |

1    scavenge(먹이를 찾다)는 ‘사용하거나 먹을 수 있는 것

을 찾아 쓰레기를 뒤지다’라는 뜻이다.  

2  carcass(사체)는 ‘죽은 동물의 몸’을 뜻한다. 

3    predator(포식자, 육식 동물)는 ‘다른 동물을 죽여서 먹

는 동물’이라는 뜻이다.

Drill 08함정 탈출
본문 77쪽

| 정답 | ⑤

| 소재 | 정신과 의사와 환자의 상담 후의 교감

| 해석 |

정신과 의사로서 나는 환자들과 상담을 한다. 상담이 끝날 때쯤 

나는 그 환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며 그도 나에 대해 뭔가 

알게 된다. 그래서 그가 떠날 때에 나는 으레 그와 악수를 하며 나

는 그것을 적절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그에 대

해서 충분히 안다. 이 악수는 그에게 매우 중요한 것, 즉 그가 자

신에 관한 모든 ‘나쁜’ 것들을 나에게 말한 후에도 내가 그를 받아

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위로를 필요로 하면, 나의 악수는 

그를 위로해 주는 그런 악수가 될 것이며, 그가 자신의 남성성을 

단언하는 것을 필요로 하면 나의 악수는 그의 남성성을 일깨워 

줄 것이다. 이것은 환자의 마음을 꾀기 위해서 주도면밀하게 생각

해 낸 계책이 아니라 그의 가장 은밀한 걱정거리에 대해 그와 함

께 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후에 이제 내가 그에 대해 알게 된, 

그에 대한 자연스럽고 거리낌 없는 인식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가 

자연적인 난처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악의에 의해서 나에게 거짓말

을 했거나 나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협박하려고 했다면, 나는 그

와 악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의 편이 되어 주기를 

원한다면 그가 다르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

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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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필자와 상담을 한 환자가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했거나 필자

를 이용하거나 협박하려고 했다면 그런 환자와는 악수를 하

지 않을 거라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은 악수를 하지 않는 목

적이 무엇인지 설명한 문장 바로 앞인 ⑤의 위치에 오는 것

이 가장 적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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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의 목적어이고, 두 번째 [  ]는 

첫 번째 [  ]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절이다. {  }는 때를 

나타내는 절이다.

•This is to make him know [that he will have to 

behave differently if he wants me on his side].
 make가 사역동사이므로 목적어 다음에 원형부정사 

know를 쓴 것이다. [  ]는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  2  ⓐ  3  ⓒ

| 해석 |

1  일깨워 주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기억나게 하다

2  악의: 어떤 사람을 해하거나 속상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

3  꾀다: 어떤 사람을 설득하여 보통은 하지 않을 일을 하게 하다

| 해설 |

1    evoke(일깨워 주다)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기억나

게 해 주다’라는 뜻이다.

2    malice(악의)는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마음을 아

프게 하려는 마음을 말한다.

3    seduce(꾀다)는 ‘어떤 사람을 설득하여 일반적으로 하지 

않을 일을 하도록 만들다’라는 뜻이다.

06
Ⅰ함정Ⅰ 요약문 완성의 함정

- 요약문 속 단서를 파악하여  탈출하라

기출 예제 01   
본문 78쪽

정답 ①

관광 산업과 환경적 영향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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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 사회 문화적인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환경적 영향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몇몇 주민들은 관광 

산업이 더 많은 공원과 휴양지를 제공하고, 도로와 공공시설의 질

을 개선하며, 생태계 쇠퇴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많

은 이들이 교통 문제, 초만원인 야외 오락 활동, 혹은 공원의 평

화로움과 고요함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관광 산업을 탓하지는 않

는다. 그 대신에 몇몇 주민들은 관광객들이 현지의 낚시터, 사냥

터 및 기타 휴양지에 지나치게 몰리거나 교통과 보행자 혼잡을 초

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한다. 몇 가지 연구들은 환경 훼손과 

관광 산업의 관계에 대해 주민들이 가지는 생각의 차이가 관광 산

업의 유형, 주민들이 자연환경이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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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그리고 관광 명소로부터의 거리와 같은 요인을 근거로 다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해설

주민들은 관광 산업의 유형, 자연환경이 보호될 필요가 있

다고 느끼는 정도, 그리고 관광 명소에서 떨어져 사는 거

리 등의 요인을 근거로 관광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서로)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이 글의 주된 내용이다. 따

라서 요약문의 빈칸 (A)에는 weigh(평가하다), (B)에는 

dissimilar(다른)가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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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하다 ─ 공통의

③ 평가하다 ─ 균형 잡힌 

④ 통제하다 ─ 호의적인

⑤ 통제하다 ─ 상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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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ern과 동격 관계이다. 두 개의 

{  }는 접속사 or에 의해 서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tourists를 공통 주어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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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ggest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세 개

의 {  }는 접속사 and에 의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으

며, to which residents feel the natural environment 

needs to be protected는 the extent를 수식하는 관계절이

다. residents live from the tourist attractions 역시 the 

distance를 수식하는 관계절인데, 관계대명사 that 또는 

which가 residents 앞에 생략되었다.

Drill 01함정 탈출
본문 80쪽

| 정답 | ④

| 소재 | 팀의 성격을 형성하는 요소들

| 해석 |

팀의 성격이 대체로 개별 구성원들의 태도와 감정에서 나오는 것

이 사실일 수 있지만, 팀의 성격은 단순히 구성원 각각의 태도를 

총합한 것이 아니다. 팀 내에서 혼합체의 역학적 원리는 (팀에) 공

헌하는 구성원들로부터의 모든 (노력의) 투입이 동일한 비중을 얻

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에 일부 팀 구성원들이 팀의 방향과 성격 

둘 다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마련이다. 또한, 팀 구성원들

의 기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의 강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종

류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더 중요한 것은, 팀은 섬이 아니라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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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주변의 외적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이므로, 요약문의 빈칸에 들어갈 말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different(다른) ─ external(외적

인)’이다.

① 비슷한 ─ 외적인

② 비슷한 ─ 균형 잡힌

③ 이용할 수 있는 ─ 균형 잡힌

⑤ 다른 ─ 정신적인

| 구문 |

•The dynamics of the mix in teams prevents all 

inputs [from contributing members] gaining equal 

weight.
 [  ]는 all inputs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이다. ‘A가 ~하

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의 <prevent A (from) -ing> 구문

이 쓰였다.

Drill 02함정 탈출
본문 81쪽

| 정답 | ④

| 소재 | 인류 언어학과 인류 언어학자의 필요성

| 해석 |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인류 언어학자들은 글로 쓰이지 않은 

세계 여러 언어의 어휘, 문법, 그리고 음성 체계를 기록했다. 현재 

시점에서 지금까지 글로 쓰이지 않은 언어의 대부분은 기록되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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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멸했다(다시 말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었

다). 이 때문에 일부 인류학자들은 인류 언어학 분야는 본질적으

로 제 할 일을 다했으며, 더 이상 인류학의 주된 분야 중 하나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

는 근시안적이다. 언어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

화를 기록하고, 그것[변화]들이 문화 전체에 있어서의 변화를 어떻

게 반영하는지를 보여 주기 위해 인류 언어학자들이 필요할 것이

다. 게다가 최근에 인류 언어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관심사를 확

대해 TV 광고, 대중문화의 언어적 측면, 그리고 컴퓨터 용어를 포

함시켰다.

 언어의 가변성과 언어학자들의 관심사의 확장에 비추어 볼 때 

인류 언어학자들의 임무는 계속될 것이다.

| 해설 |

글로 쓰이지 않은 언어의 대부분을 인류 언어학자들이 기록

했거나 그러한 언어들이 사멸했지만 언어는 끊임없이 변하

고 있고, 인류 언어학자들이 최근에 관심 분야를 확장했기 

때문에 인류 언어학자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것

이 글의 요지이므로 (A)에는 ‘계속되다’라는 뜻의 continue
가, (B)에는 ‘가변성’이라는 뜻의 changeability가 들어가야 

글의 내용을 잘 요약할 수 있다. 

① 줄어들 ─ 사멸성 

② 끝날 ─ 가변성 

③ 줄어들 ─ 다양성 

⑤ 계속될 ─ 다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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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recent years는 가까운 과거

부터 현재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완료 시제가 쓰였다. 

세 개의 [  ]는 include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Drill 03함정 탈출
본문 82쪽

| 정답 | ④

| 소재 | 뇌졸중 회복 훈련 전략의 변경

| 해석 |

여러분의 뇌졸중 회복 노력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일시적

인 정체기가 뒤따를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리고 발생할 

것인데, 운동선수들이 하는 것을 하여 여러분의 훈련 기법을 바꿔

라. 운동선수들은 이런 식으로 그것을 본다. “나는 훈련 기법 X를 

사용해 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좋았다. X가 나를 여기까지 데

려다 주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내가 X를 가

지고 계속하면, 정체기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나의 훈련법을 바

꾸면, 나는 새로운, 더 높은 단계의 정체기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

다.” 뇌졸중 생존자들도 그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똑같

은 전략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새로운 전략은 새로

운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여러분이 연구 조사하는 동안에 발

견하는 기법, 치료, 기술을 제안하여 여러분의 재활 전문의와 치

료사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

을 발견하면, 이 임상 의학자들에게 그것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

라. 이 건강 전문가들이 회복 과정이 끝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치

료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명심하라. 치료사들

이 똑같은 기법만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정말로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똑같은 기법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회

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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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을 변경할 시기로 봐야 한다.

| 해설 |

뇌졸중 회복 훈련 중에 정체기에 빠진 환자는 운동선수가 

정체기에 빠졌을 때 하듯이 훈련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요약문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④ ‘athletes(운동선수들) ─ modify(변경할)’이다.

① 치료사들 ─ 중단할

② 치료사들 ─ 유지할

③ 연구자들 ─ 변경할

⑤ 운동선수들 ─ 유지할

| 구문 |

•When this happens, and it will, do [what athletes 

do], and change your training techniques.
 will 다음에는 happen이 생략되었다. [  ]에서 what
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서 ‘~인 것’이라는 뜻  

이다.

•I’ve been using training technique ‘X’, and it’s 

been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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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been using은 현재완료시제와 진행형이 결합된 형

태로 ‘~해 오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Drill 04함정 탈출
본문 83쪽

| 정답 | ②

| 소재 | 잦은 문자 메시지의 진정한 목적

| 해석 |

짧은 문자 메시지 대부분은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10대들 

사이에서, 그것들은 “What are you doing?(뭘 하고 있니?)”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자주 취하는 고도로 축약된 형태로 

“watrudoin,” “Where are you? (wru),” “See you later (cul8r).”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근무하는 날에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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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끔은 그것들이 진짜 내용을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잦

은 (문자) 메시지의 요점은 정보의 공유가 아니라, 정서적 연결이

다. 그것들은 “난 여기 있어.”, “넌 거기 있어.”, “우리는 여전히 서로

를 좋아해.”라고 서로에게 말하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위로와 안심

을 위해 계속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무의미하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보이

지만, 그들의 목적은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서적 상

호 작용을 갖는 것이다.

| 해설 |

사람들이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짧은 문자 메시지

를 자주 보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정보를 교환하려

는 목적보다는 서로 간의 정서적 연결에 목적이 있다고 했

으므로, 요약문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meaninglessly(무의미하게) ─ interaction(상호 작용)’

이다.

① 무의미하게 ─ 다양성

③ 무례하게 ─ 분리

④ 무례하게 ─ 다양성

⑤ 긴급하게 ─ 상호 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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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치사구이다. 첫 번째 {  }와 두 번째 {  }는 arranging에 

공통으로 연결된 병렬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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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운데 세미콜론(;)은 접속사 but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Drill 05함정 탈출
본문 84쪽

| 정답 | ⑤

| 소재 | 보상을 통한 식습관 통제의 부작용

| 해석 |

한 연구에서 멋진 놀이 장소에서 노는 것이 허용되는 수단으로 과

일 주스가 아이들에게 제공되었다. 그 결과는 보상을 받는 수단으

로 주스를 사용하면 주스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실험에서 아이들은 ‘hupe’와 ‘hule’이

라 불리는 가상의 음식을 먹는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속에서 아이는 둘 중 한 가지 음식을 다 먹어야만 나머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보상으로 사용된 음식이 가장 선호되

는 음식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고, 이것은 유사한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다. 이러한 예는 “네가 너의 채소를 먹으면, 너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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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디저트를 먹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 아이들에

게 채소를 먹는 것을 권장하려고 부모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만, 증거 자료는 이것이 아이들의 푸딩에 대한 선호를 훨씬 더 증

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는데, 두 개의 음식을 짝을 짓는 것이 

‘접근’ 음식보다 ‘보상’ 음식을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결

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식습관을 통제하려는 부모들의 시도는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한 그들의 선호를 줄임으로써 아이들의 식사의 질에 바

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

| 해설 |

주스를 먹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멋진 놀이 장소에서 놀게 

하는 것, 가상의 두 가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 채소를 먹어

야 푸딩과 같은 디저트를 먹게 하는 것은 건강에 좋은 음식

을 먹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아이들이 선호하는 것을 제시

하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아이들의 식습관을 통제하려는 

부모의 시도가 보상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증가시키고 주스

나 채소와 같은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한 선호를 낮추는 바

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 했으므로 (A)에는 ‘바람직

하지 못한’이라는 뜻을 갖는 undesirable, (B)에는 ‘줄임’이

라는 뜻의 diminishing이 들어가야 글을 한 문장으로 잘 

요약할 수 있다.

① 유익한 ─ 길러 줌

② 유익한 ─ 다양화시킴

③ 지속적인 ─ 구체화함 

④ 바람직하지 못한 ─ 드러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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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ie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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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hough가 이끄는 부사절이고, 두 

번째 [  ]는 indicates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절이며 

{  }는 as가 이끄는 부사절이다. results in의 목적어로 쓰

인 동명사 being seen은 의미상의 주어가 the “reward” 
food이므로 수동태가 사용된 것이다.

Drill 06함정 탈출
본문 85쪽

| 정답 | ④

| 소재 | 집을 짓는 제한된 수의 방식

| 해석 |

주택은 비교적 질서가 잡힌 구조물로 여겨질 수 있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기초, 뼈대, 지붕, 벽, 배관, 전기 배선, 난방 시스템 등을 갖

고 있다. 그러하므로, 주택의 각 구성 요소와 그것들의 구조적 관

계는 본질적으로 질서가 잡혀 있다. 그렇지만 토네이도가 우르릉 

거리는 소리를 내며 지나가면서 집을 파괴할 만큼의 외적인 힘을 

가하게 된다면, 그것의 서로 다른 부분들은 보통 살아남기는 하

겠지만, 그 이후에 그것들의 배치 형태는 해체되어 대단히 무질서

한 상태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파이프와 배선의 조각들이 주택

의 뼈대와 지붕으로부터 수마일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주택의 구성 요소들이 넓은 지

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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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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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것을 무질서한 방식으로 해체하는 방법의 수보다 훨씬 더 적다.

| 해설 |

기능을 하도록 주택의 부분들을 구성하는 방법의 수는 비

교적 적은 수로 제한되어 있지만, 무질서한 방식으로 해

체하는 방법의 수는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글

이므로, 요약문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functional(기능을 하는) ─ disordered(무질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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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호화로운 ─ 경제적인

② 호화로운 ─ 무질서한

③ 튼튼한 ─ 경제적인

⑤ 기능을 하는 ─ 정교한

| 구문 |

•A house is something [that can be considered a 

relatively well-ordered structure].
 [  ]는 something을 수식한다. 선행사가 something, 

anything, nothing 등일 때는 관계대명사는 일반적으로 

that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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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riginal ordered way를 수식하

고, 두 번째 [  ]는 ways를 수식한다.

07
Ⅰ함정Ⅰ 장문 독해의 함정

- 문제 유형에 맞는 맞춤 독해로 탈출하라

기출 예제 01   
본문 86~87쪽

정답 1. ⑤ 2. ④

지속 시간에 대한 인식 차이소재

해석

지속 시간은 일이 지속되는 시간을 말한다. 만약 우리가 템포  를 

일의 속도로 여긴다면, 그러면 지속 시간은 시계 자체의 속도이다. 

물리학자에게, 1‘초’의 지속 시간은 정확하고 분명한데, 그것은 동

위원소인 세슘-133의 두 개의 에너지 준위 사이의 전이와 연관된 

9,192,631,770번의 진동수 주기와 같다. 하지만 심리적 경험의 영

역에서, 시간의 단위를 수량화하는 것은 상당히 더 서투른 작업이

다. 사람들에게서 태양이든,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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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아니라 일반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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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초 동안 5초마다 던져지므로, 합

해서 10개의 공이 던져진다. 우리는 이제 두 명의 타자에게 얼마

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지를 묻는다. 이를테면 (치는 것을 좋아

하는) 1번 타자는 그 지속 시간이 40초라고 느낀다. (야구를 지루

해하는) 2번 타자는 그것이 60초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심리적으

로, 첫 번째 사람은 야구공이 4초마다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지만, 

두 번째 사람은 그것을 6초마다 다가온 것으로 여긴다. 다시 말해

서, 인식된 템포는 1번 타자에게 더 빠르다.

해설

1. 물리적 경험의 영역과 심리적 경험의 영역에서 시간 인식

은 다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심리적 경험의 영역에서 시

간 인식을 만들어 내므로 물리적으로 같은 지속 시간에 대

해서도 시간의 길이와 속도에 대해 다른 인식을 하게 된다

는 내용이다. 따라서 ⑤ ‘얼마나 길고, 얼마나 빠른가: 시간 

인식의 문제’가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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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계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것

② 시간에 대한 연구: 정확함 대 지속 시간

③ 시간으로부터의 비행: 물리학을 위한 새로운 방향

④ 과학과 야구의 평화로운 공존

2. (A) 심리적 경험의 영역에서, 실제 시간의 단서가 사람

들에게서 제거될 때 사람들의 시간 감각은 고장 나게 된다고 

했으므로 빈칸 (A)에는 imprecise(부정확한)가 적절하다.

(B) 야구공을 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1번 타자)에게 실제 

50초는 40초로 짧게 느껴지게 되므로 인식된 템포는 더 빠

를 것이다. 따라서 빈칸 (B)에는 faster(더 빠른)가 적절하다.

① 지연된 ─ 더 빠른 

② 내적인 ─ 더 느린 

③ 정확한 ─ 더 느린 

⑤ 불가사의한 ─ 더 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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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 that ...> 강조 구문이 사용되었다. this usually 

imprecise psychological clock, as opposed to the 

time on one’s watch를 it is와 that 사이에 두어 강조하고 

있다.

•Theoretically, a person [who mentally stretches the 

duration of time] should experience a slower tempo. 
 [  ]는 a person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기출 예제 02   
본문 88~89쪽

정답 1. ② 2. ③ 3. ③

조랑말을 갖고 싶은 한 소년의 좌절과 행복소재

해석

그 새집에서 나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뒤뜰에 있는 마구간이

었는데, 그 안에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조랑말을 위한 작은 공간을 

만들게 하셨다. 나는 그것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조랑말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믿었다. 그는 또, “Lennie야, 너는 언젠가 너만의 

조랑말을 가지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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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앞

에 다가왔을 때 나는 이미 조랑말을 가지는 모든 희망을 포기해 

버렸다. 대신에 나는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양말을 걸어 

놓았다. 아침 7시에 잠에서 깨어 여동생들과 나는 아래층의 난로 

쪽으로 줄달음을 쳤다. 여동생들은 양말 안에 선물이 가득한 것

을 보고 기뻐했지만, 내 양말은 비어 있었다. 나는 뜰로 나가서 혼

자 흐느껴 울었다.

한 시간 후에 내 좌절감은 최고조에 다다랐는데, 그때 어떤 남자

가 최신의 안장을 갖춘 조랑말을 타고 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우

리 집 문을 보자 그냥 지나쳐 갔는데, 그 때문에 나는 갑자기 홍

수 같은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그때 그가 말했다. “얘야. Lennie 

Steffens라는 남자아이를 아니?” “전데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는 말했다. “네 집을 찾으려고 온 사방을 기웃거렸구

나. 보이는 곳에 집 번지를 적은 문패를 걸어 놓는 게 어떻겠니?”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여기 7시에 왔어야 했단다. 네 아버지

께서 나에게 조랑말을 이리 몰고 와서 너에게 그 녀석을 넘겨주라

고 말씀하셨거든.”

나는 내 조랑말처럼 그렇게 예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마

침내 나는 말을 타고 들판으로 나갔다. 말을 타고 짜릿한 기분을 

느끼면서 나는 주변의 세상을 실컷 보며 즐기기 시작했다. 나무들

은 미소를 띤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새들은 내가 새 친구

를 얻은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저귀고 있는 것 같았다. 집에 돌

아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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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체된 선물에 대한 그분의 진심 어린 사과의 표시였다. 행복감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나는 마구간에서 내 조랑말을 솔질하면서 

그날의 나머지 시간을 보냈다.

해설

1. 주인공이 마침내 조랑말을 선물로 받아서 기쁨에 넘쳐 

처음 타는 장면에 이어서 아버지가 선물이 늦어진 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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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의 표시로 주인공의 얼굴에 있는 눈물 지국을 닦아 주

는 장면이 이어지므로, 마지막 단락에 나타난 분위기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② ‘기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이다.

① 익살맞고 유머러스한 

③ 우울하고 절망적인 

④ 신비롭고 모험적인 

⑤ 절망적이고 낙담시키는

2. (c)는 조랑말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주인공의 아버

지를 가리킨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3.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의 ‘여동생들은 양말 안에 선

물이 가득한 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내 양말은 비어 있었다’

라는 진술에서 ③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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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이 유도하는 첫 번째 [  ]가 문장

의 주어로 쓰였다. 두 번째 [  ]는 관계절로 선행사 the 

stable in the backyard를 부연 설명한다.

•I believed [that it meant {that I would get a pony 

for Christmas}].
 [  ]는 believe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고, {  }는 

meant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Drill 01함정 탈출
본문 90~91쪽

| 정답 | 1. ③  2. ③

| 소재 | 개에게 특식을 제공하는 요령

| 해석 |

여러분의 개가 과체중 상태의 게으르고 비활동적인 대다수(의 개)

에 속한다면, 특식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요령을 배울 필요가 있

을지도 모른다. 뚱뚱한 개가 만화 영화에서는 재미있을지 모르지

만, 실생활에서 그들은 자신의 건강과 활력을 째깍째깍 흘려보내

는 뚱뚱한 시한폭탄과 같다.

첫째, 더 적은 양을 제공하라. 치즈나 비스킷 부스러기도 더 큰 조

각만큼이나 맛이 있으며, 여러분의 개는 그 차이를 알지도 못할 

것이다. 나는 내 고객들에게 두 배의 열정으로 절반의 양을 제공

하라고 말해 준다(애완동물에게 맛있는 것을 한 입 제공할 때 우

리가 쓰는 애처로운 높은 음조의 그 목소리를 알지 않는가). 

둘째, 마치 슬롯머신이 내놓는 것처럼 특식을 조금씩 줘라. 가끔

씩 조금 주되 많이 주는 일이 거의 없게 하라. 도박에 관한 연구는 

매번 따는 돈보다 이기는 데 대한 기대감이 사람들을 더 오래 도

박을 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 개 훈련에도 똑같이 적용

된다. 그러니 명령에 따라 개가 자리에 앉을 때 매번 특식을 제공

하지 마라. 대신 세 번이나 네 번에 한 번씩 특식을 제공하라(그래

도 쓰다듬어 주는 것과 칭찬은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냉장고의 채소 서랍에 수의사가 추천하는 최고 특식

인 당근을 넣어 둘 수 있다! 당근은 탁 부러지면서 오도독 씹히고, 

달콤하고, 영양이 없는 칼로리가 아니며, 개의 치아에 좋다.

| 해설 |

1. 과체중 개가 만화 영화에서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로는 개의 건강과 활력을 해칠 수 있으니 특식을 줄 때 주

의하라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③ ‘개가 뚱뚱해지지 않게 하면서 개에게 

보상하기’가 가장 적절하다.  

① 건강한 개는 바쁜 개이다

② 여러분의 애완동물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④ 주머니에 담겨 있는 음식: 몇몇 개에게 훌륭한 선택

⑤ 개를 위한 음식을 요리할 때 피해야 할 실수들

2. 개에게 특식을 제공하는 요령에 관한 필자의 조언 중 개

가 명령을 수행할 때마다 특식을 주는 것은 지양해야 할 사

항으로 언급되었으므로 ③이 조언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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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uch-potato majority
를 수식한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  2  ⓐ  3  ⓑ

| 해석 |

1  특식: 칭찬의 방법으로 제공된 음식이나 음료

2  부스러기: 빵, 케이크 등의 작은 조각

3  대다수: 한 무리에서 다수의 사람이나 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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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1  treat(특식)은 칭찬의 방법으로 제공된 음식류를 말한다.

2    crumb(부스러기)은 ‘빵이나 케이크 등의 부스러기’라는 

뜻이다.

3  majority(대다수)는 다수를 차지하는 숫자를 말한다.

Drill 02함정 탈출
본문 92~93쪽

| 정답 | 1. ④  2. ①

| 소재 | 지나치게 바쁘게 보냈던 Simon의 일정 조정

| 해석 |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아빠는 올해 가족이 어디로 휴가를 갈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Simon은 즉시 “그냥 집에 있고 아무 데도 

안 갈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엄마와 아빠는 충격을 받았는데, 

그들은 산인지 바닷가인지에 대한 보통의 토론을 기대했던 것이지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

지 않을 기회를 갖고 싶어요. 영화를 보러 가거나 그 비슷한 것을 

하러 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

고 싶어요.”라고 Simon은 이어서 말했다.

그 순간 Simon의 부모는 아들의 삶이 얼마나 과부하가 걸렸는가

를 깨달았다. 그들은 아들의 일정을 맞추느라 스스로를 압박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약간의 휴식 시간임이 판

명되었다. 그것은 마치 가족들이 빨리 움직이는 러닝머신에 올라

섰다가 어떻게 내릴지를 모르는 것과 같았다. Simon의 솔직한 간

청은 그들에게 충격을 주어 자신들이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일정

에 맞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엄마와 아빠는 단지 

휴가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상의 생활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중요

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함께 그들은 확고한 우선 

사항과 한계를 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Simon이 자신에게 더 중

요한 축구 팀을 선택하고 다른 팀은 그만두라고 권했다. Simon은 

또한 격주로 자신의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렸으

며, 자신의 일정에서 휴식을 위한 약간의 시간을 열어 두었다. 그

가 자신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첫 번째 사람

이었지만, 그가 팀 중의 하나를 그만두는 결정을 끝까지 이행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다. 그러나 일단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안

도감은 분명했다. 

| 해설 |

1. 휴가를 가지 말고 그냥 쉬고 싶다는 아들의 반응에 놀란 

부모가 자신들과 자녀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깨

닫고 나서 아이에게 우선 사항을 정하고 일정을 조정하여 

휴식을 위한 시간을 갖게 해 주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

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

을 하도록 몰아붙이지 마라’이다.

① 부모들은 아이들이 꿈을 갖게 해야 한다

② 팀워크가 모두를 성공으로 이끈다

③ 밝은 미래는 노력의 결과이다

⑤ 소중한 가족 시간이 낭비되었다

2. (A) 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휴식 시간이며, 현재 

상황은 가족이 빨리 움직이는 러닝머신에 올라섰다가 어떻

게 내릴지를 모르는 것과 같다고 했으므로 (A)에는 ‘과부하

가 걸린’이라는 의미의 overloaded가 가장 적절하다.

(B) 축구 팀 중의 하나를 그만두는 결정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여전히 어려웠지만, 일단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을 위한 

휴식 시간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은 바쁜 Simon의 일

상에 안도감을 주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B)에는 ‘안

도감’을 의미하는 relief가 가장 적절하다.

② 조직되지 않은 ─ 실패

③ 기쁜 ─ 승리

④ 단조로운 ─ 후회

⑤ 방해를 받지 않은 ─ 목적

| 구문 |

•They had been stressing themselves to keep up 

with his schedule, and it turned out that [what he 

really needed] was some downtime.
 had been stressing의 주어는 They이고 목적어도 동

일인이기 때문에 재귀대명사 themselves가 쓰였다. <it 

turned out that ~>은 ‘~임이 판명되었다’라는 뜻이다. 

[  ]는 was의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절이다.

•They encouraged Simon to choose the soccer team 
[that was more important to him] and to drop the 
other one.
 <encourage + 목적어 + to부정사구> 구조가 쓰였으며, 

to choose와 to drop은 병렬 구조를 이룬다. [  ]는 the 

soccer team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treadmill  2  priority  3  rel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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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EBS 수능의 7대 함정 영어

| 해석 |

1    러닝머신: 사람이 그 위를 걷거나 달리는 동안 회전하는 커다

란 벨트를 가진 운동 기계

2    우선순위: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하거나 처리할 필

요가 있는 것

3  휴식(시간): 쉬고 즐기면서 보내는 시간

| 해설 |

1    treadmill(러닝머신)은 ‘사람이 그 위를 걷거나 달리는 

동안 회전하는 커다란 벨트가 달려 있는 운동용 기계’를 

뜻한다.

2    priority(우선순위)는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하거나 처리를 요하는 일’을 뜻한다.

3    relaxation(휴식, 휴식 시간)은 ‘쉬거나 즐기면서 보내는 

시간’을 뜻한다.

Drill 03함정 탈출
본문 94~95쪽

| 정답 | 1. ②  2. ①

| 소재 |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학교 교육

| 해석 |

우리가 이 나라의 사람들을 교육하는 방식은 이상하다. 우리의 교

육 체계가 개조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만,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행해진 것은 거의 없다. 단체들이 

교육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바우처 제도, 민영화, 표준화된 시

험, 그리고 아주 많은 수의 다른 방법들을 제안했다. 불행하게도, 

아무도 진정한 문제점은 고심하여 다루지 않았다. 오늘날 학교에

서 가르치는 정보들 중 많은 것들이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우리

는 아이들이 어른으로서의 삶에 대비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아

이들에게 덧셈과 뺄셈, 읽기와 쓰기, 위대한 우리나라의 역사, 그

리고 과학과 경제학의 기본을 가르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

분의 아이들은 수표책을 결산하는 능력이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 첫 번째 자동차나 주택을 사는 것에 

실제로 무엇이 관련되는지 알지 못한다(루이지애나 구입지의 계약 

조건을 아는 것은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서도 최상의 계약을 맺

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

지 못하며 일단 일자리를 찾은 후에는 자신들의 첫 번째 급료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의 액수에 놀란다. 우리는 그들이 이러한 수업 내

용을 그들 스스로 배우도록 내버려 두며 흔히 그러한 수업은 돈

이 아주 많이 든다. 우리가 이러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지도를 제

공하지 않으므로, 평균적으로 대학생이 졸업 직후에 4,000달러가 

넘는 신용카드 빚을 지며 평균적으로 미국인이 8,500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 왜 그리 놀랍겠는가?

| 해설 |

1. 학교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②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내가 가 보고 싶었던 장소들

③ 어린 시절에서 얻은 도덕적 교훈들

④ 나의 학창 시절의 기억들

⑤ 왜 미국인들이 적게 일하는가

2. (A)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했

지만, 불행하게도 진정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심하여 다

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글의 흐름상 자연스러우므로 

Unfortunately(불행하게도)가 가장 적절하다.

(B) 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가르침에도 불구

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표책을 결산할 줄도 모르는 채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하는 것이 문맥에 잘 어울리므로 

Nevertheless(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가장 적절하다.

② 불행하게도 ─ 그러므로

③ 따라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④ 당연하게도 ─ 그러므로

⑤ 당연하게도 ─ 마찬가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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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에 

병렬 구조로 이어진다. 두 번째 [  ]는 부사절이다. {  }

는 taxes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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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는  ‘~이므로’라는 뜻이다. it은 

형식상의 주어이며 두 번째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001~064_정답-OK.indd   60 2017-03-08   오후 2:58:23



함정07 장문 독해의 함정·61

Vocabulary Q uiz

| 정답 | 1  ⓑ  2  ⓐ  3  ⓒ

| 해석 |

1    경제학: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그리고 그것들의 관

리를 다루는 사회과학 분야

2  급료: 한 사람이 버는 돈의 액수

3  빼다: 한 수를 다른 수에서 제하다

| 해설 |

1    economics(경제학)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

비 그리고 그것들의 관리를 다루는 사회과학 분야이다.

2  paycheck(급료)은 한 사람이 버는 돈의 액수를 말한다.

3    subtract(빼다)는 ‘한 수를 다른 수에서 제하다’라는 뜻

이다.

Drill 04함정 탈출
본문 96~97쪽

| 정답 | 1. ⑤  2. ⑤  3. ③

| 소재 | 싸움 상대를 친구로 만든 Lincoln의 일화

| 해석 |

어느 날 Lincoln이 Offutt의 가게에서 두세 명의 여자들에게 상

품을 보여 주고 있는데, 한 손님이 들어와서 불경한 말을 많이 쓰

면서 분명 싸움을 유발할 요량으로 모욕적인 방식으로 말하기 시

작했다. Lincoln은 계산대 너머로 몸을 구부려 숙녀들이 있으니 

그런 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그에게 간청했다. 그 약자를 괴롭히

는 사람은 자신이 오랫동안 찾았던 기회가 왔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든 말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싶

다고 응수했다. 여전히 냉정을 유지하며 Lincoln은 숙녀들이 자리

를 뜰 때까지 그가 기다려 준다면, 그가 바라던 어떤 만족이든 자

신이 그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여자들이 사라지자마자, 그 남자는 몹시 맹렬해졌다. Lincoln은 

그의 자랑과 욕설을 잠시 들었고, 싸우지 않고는 그를 따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래요, 당신이 매를 맞아야겠다면, 다른 사

람들처럼 당신에게 매를 대는 편이 나을 것 같군요.”라고 말했다. 

이것이 그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추구했던 바로 그것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문밖으로 나갔고, Lincoln은 순식간에 그와의 일

을 끝냈다. 그는 그를 땅에 내동댕이쳤고, 그가 마치 어린아이라도 

되는 듯 거기 붙잡아 놓고는 그 자리에 자라고 있던 (닿으면 피부

를 찌르는) ‘여뀌류 식물’을 약간 모아서 그 사람이 아파서 큰 소리

로 울 때까지 그것을 그의 얼굴과 눈에 문질렀다.

Lincoln은 조금의 화냄도 없이 이 모든 일을 했고, 그 일을 마쳤

을 때, 즉시 물을 구하러 갔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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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coln이 분노나 

복수심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그때도 불가능했고, 항상 불가

능한 것으로 남아 있었다.

| 해설 |

1. 약자를 괴롭히던 사람과 싸우고 나서 아파서 우는 상대

를 씻겨 주고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했으며 결국 

친구로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으므로, 마

지막 단락에 나타난 분위기는 ⑤ ‘마음이 따뜻해지는’이 가

장 적절하다.

① 급박한

② 우울한

③ 흥분시키는

④ 신비로운

2. (a)~(d)는 Lincoln에게 싸움을 건 상대를 가리키지

만, (e)는 아파하는 상대의 고통을 경감시키려고 노력하는 

Lincoln을 가리킨다.

3. 숙녀들이 나가자 모욕적인 언사를 했던 손님이 자기 자

랑과 욕설을 했고 Lincoln이 잠시 동안 그것을 들어 주었

다고 했으므로 ③이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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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에 의해 병렬 구조로 

retorted에 공통으로 연결되었다. 첫 번째 {  }는 the 

opportunity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두 번째 {  }는 the 

man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It was impossible then, and it always remained 

impossible, [for Lincoln to cherish resentment or 

revenge]. 
 It[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for Lincoln은 to cherish ~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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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EBS 수능의 7대 함정 영어

Vocabulary Q uiz

| 정답 | 1  ⓒ  2  ⓐ  3  ⓑ

| 해석 |

1  유발하다: 강력하고 보통은 화난 반응을 초래하다

2  고통: 커다란 통증, 걱정, 혹은 슬픔

3  완화시키다: 문제나 고통을 덜 극심하게 만들다

| 해설 |

1    provoke(유발하다)는 좋지 않은 반응을 유발하는 것과 

관련 있다.

2  distress(고통)는 고통이나 고난을 표현할 때 쓴다.

3    alleviate(완화시키다)는 문제나 고통 등을 경감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Drill 05함정 탈출
본문 98~99쪽

| 정답 | 1. ④  2. ③  3. ②

| 소재 | 마술사 Tony와 Doug의 협력

| 해석 |

(A) Tony Hassini는 Doug Henning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마술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날을 떠올린다. 그 자

신도 마술사인 Tony는 세계에서 가장 멋진 몇 가지의 착시 마술

을 위한 계획을 지니고 있었다. “Doug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

기 전에 몇 번 전화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대화를 했을 때, 

나는 어쩌면 그가 나와 경쟁할 수도 있는 마술사라는 것을 알았

습니다. 나의 첫 반응은 그에게 다정하게는 대하겠지만 잘 보호된 

어떠한 비결도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계

획을 얻기 위해 10년의 세월과 대단히 많은 돈을 썼으며, 그것들

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라고 Tony는 말한다.

(D) 그러나 그는 Doug과 친근하게 전화하는 관계를 유지했다. “나

는 단지 우리들 사이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약간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와 약간의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라고 Tony
는 말한다. 그들이 나눈 다섯 번째 또는 여섯 번째 대화에서야 비

로소 Doug은 자신이 아주 다른 종류의 마술 쇼, 즉 마술을 둘러

싼 아주 강렬한 줄거리를 가지게 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마

술사의 오래된 이미지를 없앨 뮤지컬에 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

다. “내가 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고 더욱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Tony는 말했다. 

(B) 그래서 Tony는 Doug에게 14개의 계획을 보냈다. “이렇게 잘 

간직한 비결과 나의 자문의 대가로 그에게 많은 돈을 청구할 수

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쇼가 성공작이라면 우리의 관계에

서 나는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라고 

Tony는 말한다. 물론 Tony의 도박은 성과가 있었다. Doug의 쇼

는 토론토에서 개봉되었고 그 도시의 매표소 티켓 판매 기록을 깼

다. 그 쇼는 그 후에 브로드웨이로 옮겨 갔고, 그곳에서 그것은 4
년 반 동안 공연되었으며, 결국 경이적인 성공을 거둔 일련의 TV 

특별 쇼의 기초가 되었다.

(C) Doug은 Tony에게 수익성이 좋은 컨설팅 계약을 제안하고, 

Tony의 조직인, 국제 마술가 협회를 홍보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기쁘게 Tony와 파이를 나눴다. 그 협력은 단지 Doug과 Tony만 

부유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마술사들의 인지도를 낮췄다(→ 

높였다). Doug 이전에 마술사에 대한 고정관념은 턱시도에 하얀 

장갑을 끼고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는 사람이었다. 그의 성공 이후

에 모든 곳의 마술사들이 더 많은 일을 얻고 있었다.

| 해설 |

1. Tony가 Doug로부터 처음 전화를 받았던 날을 회상

하면서 자신이 공들여 만든 마술의 비결을 어느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내용의 (A)에 이어서, Tony가 

Doug과 친근하게 전화를 하는 관계를 유지하다가 Doug의 

색다른 마술 공연 계획을 듣고,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었다는 (D)가 와야 한다. 다음으로 Tony가 Doug에게 14
개의 마술 계획을 보냈고 Doug의 공연이 커다란 성공을 거

둔다는 내용의 (B)로 이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협력이 두 사람을 부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마술사

들의 인지도도 높였다는 내용의 (C)가 와야 한다. 그러므로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D)-(B)-(C)이다.

2. (c) 다음에 나온 내용에서 Tony와 Doug의 협력이 모든 

곳의 마술가들이 더 많은 일을 얻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모든 마술가들의 인지도를 낮춘 게 아니라 높

인 것이므로 lowered를 ‘높였다’를 의미하는 raised 정도로 

바꿔야 한다.

3. (B) 단락의 “I could have charged him ~ was a 

success,” says Tony.에서 Tony는 마술 비결을 알려 준 대

가로 사례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이다.

| 구문 |

•The show then moved to Broadway, where it ran 

for four and a half years, [eventually be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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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sis for a series of phenomenally successful 

television specials].
 where는 Broadway를 보충 설명하는 관계절을 이끌고 

있으며, [  ]는 앞 절의 내용에 이어지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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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as ~ that ...> 강조 구문이 사용되었으며, [  ]

는 explained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절이다. a very 

different ~ show는 a musical ~ magicians와 동격을 

이루며, {  }는 a musical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consultation  2  lucrative  3  stereotype

| 해석 |

1    자문, 상담: 어떤 문제나 의문 등에 대해 누군가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만남

2    수익성이 좋은: 돈이나 부를 만들어 내는

3    고정관념: 특정한 유형의 사람이나 사물이 어떠한지에 대한 믿

음이나 생각

| 해설 |

1    consultation(자문, 상담)은 ‘어떤 문제나 의문 등에 대

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만남’을 뜻한다. 

2    lucrative(수익성이 좋은)는 돈이나 부를 만들어 내는 어

떤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다.

3    stereotype(고정관념)은 ‘특정한 유형의 사람이나 사물

이 어떠한가에 대한 믿음이나 생각’을 뜻한다.

Drill 06함정 탈출
본문 100~101쪽

| 정답 | 1. ④  2. ①  3. ④

| 소재 | Param의 회사 Ecoviate

| 해석 |

(A)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Param 

Jaggi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른 아이들이 (그것을) 시도해 보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의 목표이다. Param은 늘 과학에 매료되었으며 

우리의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변화시킬 남겨진 세상이 있어야만 한다. Param은 열두 살 때 차

를 타고 가면서 앞에 있는 차가 해로운 가스를 내보내고 있는 것

을 발견했다.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차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 

사실은, 지구상에 있는 수십 억 대의 자동차들이 항상 그렇게 하

고 있었다!

(D) 그 폐기물을 어떤 유용한 것으로 바꿀 어떤 방법이 있어야겠

다고 Param은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첫 번째 발명품, 즉 

조류 식물의 힘을 이용한 자동차용 필터를 만드는 일에 착수했다. 

광합성을 이용하는 모든 식물들처럼 조류 식물도 이산화탄소를 

먹고 그것을 산소로 분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자동차의 배기

관에 나사선으로 고정되는 필터를 만듦으로써, Param은 몹시 배

고픈 조류 식물에게 이산화탄소를 보내 주었다. 그들은 그것을 먹

고 깨끗한 산소를 뱉어 낸다.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이 우아한 해

결책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17세에 Param은 자신의 필

터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발명하는 일을 쉬

지 않고 계속했다.

(B) 때로 Param은 자신의 지능을 자신을 즐겁게 하는 데에 사용

한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열쇠로 사용하는 문손잡이를 발명했

다. 연말 휴가 기간을 위하여 그는 크리스마스 불빛을 음악에 맞

추어 동시에 작동하게 하는 장치를 발명하여, 현관문을 열 때마

다 10초 동안 시즌 특유의 화려한 장면을 만들어 냈다. 과학과 기

술은 놀라우면서 동시에 재미있을 수 있다. 그의 친환경 발명품들 

중 하나는 몸에서 소실되고 버려지는 몸의 열을 붙잡아서 그것을 

전화기나 기기를 충전하기 위한 전기로 바꾸어 주는 시계였다. 혁

신은 놀라운 아이디어와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열정을 필요로 한

다. 그리고 Param은 아이들이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했다.

(C)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18세에 Ecoviate라는 자신의 회사를 

시작했다. Ecoviate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들이 세상을 변

화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요청한다. 정말

로 멋진 아이디어가 나오면, Param의 회사는 그때 그 아이가 그 

발명품의 원형을 만들어 내는 것을 돕는다. Ecoviate는 그 발명

품을 세상에 내놓는 데 필요한 후원과 멘토십[현명하고 성실한 조

언자의 역할]을 제공한다. 비록 Param도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

인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또한 여

러분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듣기를 원한다.

| 해설 |

1. 과학과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Param이 12세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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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들이 해로운 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A) 다음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류 식물을 

이용한 필터를 발명했다는 내용의 (D)가 오고, Param은 

자신을 즐겁게 해 주는 발명품이나 혁신적인 발명품을 만드

는 데에도 자신의 지능을 사용했으며, 아이들이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B)가 온 다음에, 그래서 아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Ecoviate라는 회사를 설립했다는 내용의 

(C)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2. (a) 자신의 목소리로 문을 열고, 크리스마스 음악에 맞춰 

불빛이 작동되고, 현관문을 열 때 화려한 장면을 연출해 주

는 것은 자신을 즐겁게 해 주는 발명품들이므로 entertain 

himself(자신을 즐겁게 하는)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b)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발명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으므로 share their 

ideas(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를 쓰는 것이 적절

하다.

② 자신을 즐겁게 하는 ─ 흐름에 거역하도록

③ 위기에서 살아남는 ─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도록

④ 어려운 자들을 돕는 ─ 흐름에 거역하도록

⑤ 어려운 자들을 돕는 ─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3. 18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아이들이 발명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Ecoviate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고 했으므로, ④는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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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iced
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This elegant solution to a wide-ranging problem] 

caught [the world’s attention].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이며 caught가 동사이고, 

두 번째 [  ]가 목적어이다.

Vocabulary Q uiz

| 정답 | 1  ⓒ  2  ⓑ  3  ⓐ

| 해석 |

1    놀라운: 매우 크거나 특별하여 존경심, 감탄, 혹은 두려움을 느

끼게 하는

2    매료시키다: 어떤 사람에게 흥미를 갖게 하거나 호기심을 갖게 

하다

3    제출하다: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주거나 제공하다

| 해설 |

1    awesome(놀라운)은 ‘매우 크거나 특별하여 존경심, 감

탄, 혹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이라는 뜻이다.

2    fascinate(매료시키다)는 ‘어떤 사람에게 흥미를 갖게 하

거나 호기심을 갖게 하다’라는 뜻이다.

3    submit(제출하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정

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주거나 제공하다’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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