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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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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② 39 ③ 40 ② 41 ③ 42 ⑤ 43 ③ 44 ① 45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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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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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③ 39 ③ 40 ④ 41 ⑤ 42 ② 43 ② 44 ③ 45 ③

본문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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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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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② 29 ⑤ 30 ① 31 ⑤ 32 ② 33 ② 34 ⑤ 35 ④ 36 ④ 37 ② 

38 ③ 39 ③ 40 ③ 41 ② 42 ② 43 ② 44 ④ 45 ⑤

본문 pp.37~45

04 회

18 ④ 19 ④ 20 ② 21 ④ 22 ④ 23 ④ 24 ③ 25 ⑤ 26 ⑤ 27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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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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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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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⑤ 19 ⑤ 20 ③ 21 ④ 22 ② 23 ⑤ 24 ④ 25 ⑤ 26 ⑤ 27 ④ 

28 ② 29 ② 30 ⑤ 31 ④ 32 ③ 33 ④ 34 ② 35 ④ 36 ③ 37 ⑤ 

38 ② 39 ④ 40 ④ 41 ① 42 ③ 43 ② 44 ③ 45 ⑤

본문 pp.93~101

09 회

18 ④ 19 ① 20 ① 21 ⑤ 22 ③ 23 ③ 24 ⑤ 25 ⑤ 26 ③ 27 ③ 

28 ③ 29 ④ 30 ③ 31 ① 32 ② 33 ② 34 ③ 35 ② 36 ④ 37 ⑤ 

38 ① 39 ⑤ 40 ② 41 ⑤  42 ①  43 ⑤  44 ⑤  45 ⑤

본문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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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pp.13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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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⑤ 39 ⑤ 40 ① 41 ② 42 ④ 43 ⑤ 44 ③ 45 ⑤

본문 pp.157~165

1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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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② 29 ③ 30 ⑤ 31 ③ 32 ② 33 ① 34 ② 35 ④ 36 ④ 37 ④ 

38 ② 39 ④ 40 ② 41 ④ 42 ① 43 ② 44 ④ 45 ⑤

본문 pp.1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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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⑤ 19 ① 20 ⑤ 21 ⑤ 22 ② 23 ① 24 ⑤ 25 ④ 26 ③ 27 ④ 

28 ⑤ 29 ③ 30 ③ 31 ② 32 ④ 33 ③ 34 ④ 35 ② 36 ④ 37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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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pp.125~133

12 회

18 ④ 19 ② 20 ② 21 ② 22 ⑤ 23 ① 24 ③ 25 ② 26 ⑤ 27 ③ 

28 ④ 29 ③ 30 ⑤ 31 ③ 32 ① 33 ③ 34 ② 35 ④ 36 ⑤ 37 ④ 

38 ④ 39 ⑤ 40 ⑤ 41 ④ 42 ④ 43 ④ 44 ④ 45 ③

본문 pp.147~155

1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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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④ 19 ⑤ 20 ⑤ 21 ② 22 ④ 23 ⑤ 24 ④ 25 ⑤

26 ③ 27 ③ 28 ③ 29 ⑤ 30 ⑤ 31 ① 32 ③ 33 ④ 

34 ① 35 ④ 36 ④ 37 ③ 38 ④ 39 ⑤ 40 ② 41 ④ 

42 ② 43 ④ 44 ③ 45 ⑤

독해 기본 모의고사01회제
본문 pp.5~13 

18  정답 ④ ▶ 유형: 목적 추론

Lynn에게,

나는 네가 Harold 삼촌의 70회 생신에 참석하기 위해 이 도시에 올 

것이라는 것에 너무 기뻐. 네 편지에서 너와 Dan이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아이들을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지.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볼 것

을 고대하지만, 그 아이들이 생일 저녁식사에 오지 말 것을 부탁할

게. 그것은 이곳 시내에 있는 성인 음식점에서 개최될 거야. 나는 그 

아이들이 Harold 삼촌과 Abby 숙모를 네 가족이 방문하는 동안 어

느 시점에 볼 시간이 있을 것이라 확신해. 내가 아이들을 아주 잘 돌

보는 사람들의 목록을 동봉할게. 우리는 그들 모두를 알고 있고 그들 

중 한 명이 네가 파티에 있는 동안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해. 

너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어.

Wendy가

Solution   Wendy는 Harold 삼촌의 70회 생신 파티가 시내에 있는 성인 음

식점에서 개최되므로, 아이들을 그곳으로 데려오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

서 이 글의 목적으로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5행_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the kids, but we ask 
that they not come to the birthday dinner.

 <look forward to -ing>에서 to는 전치사이므로 뒤에 동명사가 온 것이다. 

ask가 ‘부탁〔요청〕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 이어지는 that절에는 <(should)＋동사원

형>이 쓰인다.

8행_ I am sure there will be time for them to see Uncle Harold 
and Aunt Abby at some point during your visit.

 sure 다음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으며, for them은 to 

see의 의미상 주어이다.

Words  make a weekend of it 즐거운 주말을 보내다   look forward to 

-ing ~하기를 고대〔기대〕하다   enclose[inklóuz] 동봉하다, 둘러싸다, 끼워 넣다

19  정답 ⑤ ▶ 유형: 필자의 주장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들을 미루는 가장 큰 원인들 중 하나는 우리

의 마음속에 있다.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너무 큰일이어

서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는 옴짝달싹 못한다. 마비가 시작되

면 대신에 여러분은 처리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것(세탁이나 솔리테

르 게임과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여러분이 정말로 하고 있

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에도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일이 큰일

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조각들로 나누는 결정

을 하라. 비록 당신이 어려운 대화에 관하여 미루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글로 써서 시작한 다음 그 대화를 가질 시간

을 확정한 다음, 말할 필요가 있는 단어들을 말하라. 작은 단계들이 

핵심이다.

Solution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큰 일이어서 우리를 압도하고 끊임없이 괴롭

히고 있을 때 그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필자는 그 일을 처리하기 쉽도록 나

누어서 단계별로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문 Solution   

1행_ One of the biggest reasons we delay the things we should 
do now is in our minds.

 문장의 주어는 One이고 동사는 is이다. reasons 다음에는 관계부사 why가 

생략되었고, the things 다음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which〕이 생략되었다.

2행_ The thing we need to do is such a big deal that it overwhelms 
us and we get stuck.

 <such a〔an〕＋형용사＋명사＋that＋주어＋동사> 구문으로 ‘너무 ~해서 …하다’

의 의미이다.

Words  overwhelm[òuvərhwélm] 압도하다   get stuck 옴짝달싹 못하다   

set in 시작되다   solitaire[sálitɛər] 솔리테르(혼자서 하는 카드놀이)   nag 

[næg] 괴롭히다   persistently[pərsístəntli] 끊임없이   manageable 

[mǽnidʒəbl] 처리〔관리〕하기 쉬운

20  정답 ⑤ ▶ 유형: 심경 추론

어느 날 나는 책을 읽고 있었고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다. 나

는 거실 쪽으로 돌아보았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내려고 했

다. 그것은 물이 품어 나오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그 소리가 세탁실

에서 나오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서둘러 냉장고를 지나쳐 갔다. 

그랬을 때, 내 발이 딱딱한 마룻바닥의 젖은 지점에 닿았고 내 아래

로부터 날아서, 물웅덩이로 넘어졌다. 제빙기를 위한 관이 냉장고 뒤

에서 헐거워져서 물이 사방으로 품어 나오고 있었다. 나는 항상 그랬

던 것처럼 바닥이 나를 지탱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발을 바닥에 두었었

지만, 이번에는 내가 틀렸다.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그 무엇이 

바닥을 바꾸어 놓았고, 그 벌로 등이 아팠다.

Solution   물이 품어 나오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냉장고를 지나쳐 가다가 물이 

고인 곳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상황이다. 필자는 바닥이 자신을 지탱해주기를 기대

하면서 발을 두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상황과 자신이 알지 못했던 변화가 자신

을 아프게 했다는 내용에서 ⑤ ‘실망스럽고 후회하는’ 심경을 볼 수 있다.

① 감동받고 감격한 ② 긴장하고 걱정되는 ③ 무섭고 겁먹은 ④ 편안하고 동정적인

구문 Solution   

10행_ I had placed my feet on that floor, expecting it to hold 
me up as it always had, but this time I was wrong.

 과거완료시제는 과거 이전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expecting 이하는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하면서’라고 해석한다. as는 ‘~하는 것처럼’으로 해

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2행_ Something had changed the floor that I did not know 
about or see, and a sore back was my punishment.

 that ~ see는 주어인 Something을 수식하는 관계사절이며, 주어가 너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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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분리한 것이다.

Words  family room 거실   spray[sprei] 품어 나오다   spot[spat] 지점   

fall flat on one’s back 뒤로 넘어지다   puddle[pʌdl] 웅덩이   ice 

maker 제빙기   punishment[pʌńiʃmənt] 벌, 처벌

21  정답 ② ▶ 유형: 요지 추론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을 성취하는 데 겨

냥되어 있다. 비록 당신 자신의 행복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타

인, 당신의 가족, 또는 동료를 위해 크게 희생한다 해도,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은 그럼에도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다. 당신만이 자신을 위하

여 결정할 수 있다. 그 어느 누구도 당신을 위해 생각하고, 느끼고, 

맛을 보고, 경험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당신

에게 기쁨이나 고통, 편안함이나 불편함, 만족이나 불만족을 주는 것

의 시각으로부터 당신이 그것을 하므로 자기 본위이다. 당신은 당신

이 유일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이며, 당신 자신의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자기 본위이다. 당신 자신 외에 어느 누구도 당신을 위

한 최고의 것을 당신을 위해 결정할 수 없다.

Solution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을 성취하는 데 겨냥되

어 있다는 내용과 자신만이 자신을 위한 최고의 것을 위해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이므로 요지로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2행_ Even if in the process of achieving your own happiness 
you sacrifice greatly for others, your family or your fellow 
man, everything you do is still for yourself.

 Even if가 이끄는 부사절에서 in the process ~ happiness는 부사구, 

you가 주어, 그리고 sacrifice가 동사이다. everything과 you 사이에는 목적

격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되어 있다.

7행_ Everything you do is selfish in that you do it from the 
perspective of what gives you pleasure or pain, ~.

 in that은 ‘~이므로, ~라는 점에서’의 의미의 접속사이고, what은 선행사를 포

함한 관계대명사로 the thing which(~하는 것)의 의미이다.

Words  be aimed at ~으로 겨냥되다   sacrifice[sǽkrəfàis] 희생하다   

selfish[sélfiʃ] 자기 본위의, 이기적인   from the perspective of ~의 시

각〔견지〕에서   dissatisfaction[dìssætisfǽkʃən] 불만(족), 불평   unique 

[juːníːk] 유일한, 독특한

22  정답 ④ ▶ 유형: 제목 추론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면 많은 세계 지도자들, 기업체 중역들, 그리

고 다른 중요한 사람들이 단색의 넥타이를 매고 있는 것을 본다. 오

늘 우리의 대통령이 검정색 양복(장례식에 적절한)을 입고 황금색 넥

타이를 매고 등장했다. 이런 배합이, 특히 넥타이가, 단지 우연에 의

한 것인가? 대통령은 미국의 하원과 상원을 정말 통제할 수 없게 되

었고, 그것이 그에게 상대적으로 힘을 잃게 했다. 하지만 황금색 넥

타이의 선택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비언어적인 의사소

통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나는 하원과 상원

을 잃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항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일어나고 있는 일에 화가 났고, 내 입장을 고수할 것입니다!”라고 전 

세계에 말하고 있었다.

Solution   이 글의 핵심어는 넥타이(tie)이고, 상황에 따라 넥타이의 색을 다르

게 선택하고, 대통령의 예를 들여 이것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내용이

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으로 ④ ‘넥타이가 여러분에 관하여 무엇을 말하는가?’가 

가장 적절하다.

① 위기 시 세계 지도자들의 역할

② 왜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가?

③ 우리의 지도자는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

⑤ 세계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넥타이의 색

구문 Solution   

6행_ The President had just lost control of the House and 
Senate in the United States, which made him relatively 
powerless.

 관계대명사 which가 계속적 용법으로 쓰일 때, 선행사는 앞 문장 전체이다.

11행_ I may have lost the House and the Senate, ~.

 <may have+과거분사>는 ‘~했을〔이었을〕지도 모르다’의 의미로 과거의 불확실

한 추측을 표현한다.

Words  corporate[kɔ ́ː rpərət]  회사의, 법인의   combination 

[kambənéiʃən] 결합, 배합   House[haus] 하원   Senate[sénət] 상원   

relatively[rélətivli] 상대적으로   make a statement 성명을 발표하다   

surrender[səréndər] 넘겨 주다, 항복하다   stand one’s ground (공격 등

에 대해) 자기 입장을 고수하다

23  정답 ⑤ ▶ 유형: 주제 추론

산성비는 나무가 자라기 위해 이용하는 토양과 나무 자신들 둘 다에

게 해를 끼친다. 산성비는 또한 특히 무른 돌에 대단히 해롭다. 산성

비는 그것이 떨어지는 대부분의 표면에 손상을 입힌다. 전 세계적으

로 많은 유명한 건물들이 산성 피해의 모습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인도에 있는 타지마

할은 모두 산성비에 손상을 입어 왔다. 폴란드에 있는 기념비와 스웨

덴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또한 부식을 겪어 왔다. 성 베드로 

성당, 요크 성당 과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을 포함한 영국의 몇몇 유명

한 성당들은 산성비의 영향들을 보여주었다. 유명한 건축물에 미치는 

산의 피해 모두 매우 높은 복구비를 초래한다.

Solution   산성비는 무른 돌에 매우 해로우며 전 세계의 유명한 건축물의 표면

에 손상을 입혔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For example 이하에서 전 세계의 유명

한 건축물들의 피해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로는 ⑤ ‘산성비에 

의해 손상을 입는 유명한 건축물’이 가장 적절하다.

① 산성비를 유발하는 주요 오염 물질

② 산성비로 인한 숲의 감소

③ 역사적 건물의 복구 노력

④ 산성비의 영향을 줄이는 방법

구문 Solution   

1행_ Acid rain harms both the soils that trees use to grow and 
the trees themselves.

 that은 뒤의 동사 us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로 생략할 수 있고, 

themselves는 강조 용법의 재귀대명사로서 the trees를 강조한다. 강조 용법의 

재귀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10행_ Several famous cathedrals in England including St. 
Paul’s, York Minster and Westminster Abbey have show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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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cid rain.

 문장의 주어(Several famous cathedrals)가 복수이고 이에 따라 동사를 

have를 써서 주어와 동사의 수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 including은 전치사로 쓰여

서 ‘~을 포함하여’의 의미이다.

Words  extremely[ikstríːmli] 대단히, 몹시, 극도로   damage[dǽmidʒ] 

손상을 입히다   surface[sə́ː rfis] 표면   monument[mɑ:njumənt] 기념비   

cathedral[kəθíːdrəl] 성당   structure[strʌkʧər] 건축물, 구조물   result 

in ~을 초래하다   restoration[rèstəréiʃən] 복구, 복원

24  정답 ④ ▶ 유형: 내용 일치

자연 캠프 4기

(12세 ~ 16세)

비가 오든 화창하든 야영은 개최됩니다.

10대들은 살아있는 동물 시범, 자연 사진술, GPS 보물찾기, 그리고 

카누타기를 통하여 야외를 접할 것입니다. 본거지는 Oak Openings
이며 낚시, 보트타기, 야생 동식물 관찰을 즐기기 위해 Farnsworth, 
Blue Creek 그리고 Wildwood Metroparks로 계획된 신나는 현

장학습이 있습니다. 장비, 비품 그리고 현장학습 교통은 제공될 것입

니다.

•시간: 월요일 ~ 금요일, 7월 27일 ~ 31일

•비용: 325달러(Metroparks 회원은 275달러)

• 클래스 리더:   Heather Norris   
(headnorris@metroparkstoledo.com)

등록은 7월 1일에 시작됩니다.

경제적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419-407-9701로 전화하십시오.

Solution   $325 ($275 Metroparks Members)에서 Metroparks 회원

은 일반 회원보다 50달러를 적게 내므로 50달러 할인을 받는다는 ④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구문 Solution   

8행_ ~ there are exciting field trips planned to Farnsworth, Blue 
Creek and Wildwood Metroparks to enjoy fishing, boating, 
and wildlife watching.

 planned ~ watching은 앞의 exciting field trip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

구이고, to enjoy ~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Words  session[séʃən] 기간, 회기   encounter[inkáuntər] 접하다, 마주

치다   demonstration[dèmənstréiʃən] 시범, 증거   home base 본거지   

wildlife[wáildlaif] 야생 동식물   equipment[ikwípmənt] 장비   

supply[səplái] 비품   registration[rèdʒistréiʃən] 등록   application 

[ӕpləkéiʃən] 지원   financial[finǽnʃəl] 경제적인, 재정상의

25  정답 ⑤ ▶ 유형: 내용 불일치

다락방 역사 전시회

(4월 13일 ~ 5월 15일)

참가하는 후원자: Harmelin Media
그것은 75년 전에 열의에 찬 예술가 단체가 우리의 지역사회에 예술

품을 위한 시설을 만들기로 결정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시회

는 Art Center의 역사, 그것의 프로그램, 그리고 세월을 통해 발전

해 온 관계와 결속을 기념합니다.

스윙 음악과 입찰식 경매를 특징으로 하는 75회 봄의 야회에 참여하

십시오.

(4월 14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추가 정보:

•전화: 610-525-0272
•웹사이트: http://www.mainlineart.org
우리는 이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Solution   Spring Soiree는 행사 둘째 날인 4월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므로 ⑤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6행_ This exhibition celebrates the history of the Art Center, its 
programs, and the relationships and connections that have 
developed throughout the years.

 that 이하는 앞의 선행사 the relationships and connections를 수식하

는 관계사절이다.

10행_ Join us for our 75th Spring Soiree featuring swing music 
and silent auction.

 featuring ~ auction은 75th Spring Soiree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이다.

Words  attic[ǽtik] 다락(방)   exhibition[èksəbíʃən] 전시회, 전람회   

sponsor[spánsər] 후원자   passionate[pǽʃənət] 열의에 찬, 열정적인   

feature[fíːʧər] 특징으로 하다   swing music 스윙 음악(1930년대 ~ 1940년

대에 유행하던 재즈 음악의 한 장르)   silent auction 입찰식 경매   ensure 

[inʃúər] 보증하다, 보장하다

26  정답 ③ ▶ 유형: 도표의 이해

위의 도표는 2013년 10개국에서 근로자들에게 1년에 주어지는 평균 

유급 휴가일 수를 보여준다. 이탈리아 근로자들은 어느 다른 나라의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유급 휴가일을 가졌고, 그 휴가일은 벨기에 근

로자들의 휴가일의 두 배보다 더 많았다. 근로자들에게 두 번째로 많

은 유급 휴가일을 주었던 국가는 프랑스였으며,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뒤를 따랐다. 브라질 근로자들은 영국 근로자들보다 6일 더 많은 유

급 휴가일이 주어졌지만, 독일 근로자들보다 3(→1)일 더 적게 주어

졌다. 캐나다 근로자들은 세 번째로 적은 유급 휴가일을 가졌는데, 

그것은 영국 근로자들의 유급 휴가일보다 2일이 더 적었다. 가장 적

은 유급 휴가일을 가졌던 사람들은 바로 미국 근로자들이었고, 그 휴

가일은 이탈리아 근로자들의 휴가일의 3분의 1보다 더 적었다.

Solution   브라질 근로자들이 영국 근로자들보다 유급 휴가일을 6일 더 가진 

것은 맞지만, 독일 근로자들보다는 3일이 아니라 1일 더 적은 날을 가졌으므로, 

③이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8행_ Brazilian workers were given six more paid vacation days 
than British workers, but (were given) three days less than 
German workers.

 but 다음에는 앞에 나오는 동일 표현을 피하기 위해 were given이 생략되었다.

12행_ It was the USA workers who had the least paid vacation 
days, and the days were less than one-third those of Italia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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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as ~ that>의 강조 구문이 사용되었으며, 강조하는 내용이 사람이므로 

that 대신에 who를 사용하였다.

Words  average[ǽvəridʒ] 평균의   the number of ~의 수   paid 

vacation 유급 휴가

27  정답 ③ ▶ 유형: 내용 불일치

1752년에 태어난 Thomas Chatterton은 가난한 Bristol의 학교 

교사의 아들이었다. 그의 부모들은 그가 학습지진아라는 사실을 인정

했다. 그는 음악 책과 종교 문서들로 가득 찬 옛날 트렁크를 발견할 

때까지 어휘에 어려움이 있었다. 활자의 온천지가 그에게 펼쳐졌으

며, 그는 트렁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읽었다. 그는 15세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12세 때 수도승인 Thomas Rowley라고 명명한 문학적 

인물을 만들어 냈다. 시들이 계속해서 Tom의 펜에서 흘러나왔다. 

그 시들은 발표되었으며 사람들은 이 ‘중세의’ 작가의 작품에 놀랐다. 

그들은 자신들이 12세의 시를 읽고 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다. 

하지만 1770년에, 그는 런던에 가서 다양한 잡지사에 자신의 시를 팔

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Solution   개명을 하고 수도승이 된 것이 아니라, 작품에서 문학적 인물을 만든 

것(at the age of 12 he created a literary figure he named 

Thomas Rowley, a monk)이므로, ③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11행_ Little did they know they were reading the poetry of a 
twelve-year-old.

 (준)부정어가 문장의 앞으로 나가면 <준부정어(Little)＋조동사(did)＋주어

(they)＋동사(know)>의 어순으로 도치된다.

Words  schoolmaster[skuːlmǽstər] 학교 교사   slow learner 학습지진

아    struggle with ~에 어려움이 있다, ~와 싸우다   fascinate[fǽsənèit] 

매혹시키다, 마음을 빼앗다   literary[lítərèri] 문학의   marvel at ~에 놀라다   

medieval[mìːdiíːvəl] 중세의, 중세풍의

28  정답 ③ ▶ 유형: 문법성 판단

우리 나라를 지역 사회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것의 거대한 크기와 복잡한 특성 때문에 이것이 하기에 항상 쉬운 것

은 아니다. 그것이 완벽한 지역 사회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틀린 것

이다. 이해의 상충은 이해의 일치보다 흔히 더 분명하다. 우리 나라

를 구성하는 다른 부분과 집단들 사이에서의 팀워크는 흔히 매우 열

악하다. 비록 우리의 정부가 놀라울 정도로 좋은 정부이지만, 그것은 

여전히 불완전한 협동의 수단일 뿐이다. 우리 나라는 결코 완전한 민

주주의는 아닌데, 그 민주주의 안에는 인생,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

구를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Solution   (A) 뒤에 명사구(its ~ character)가 이어지므로 전치사구 

because of가 알맞다. 접속사 because 다음에는 <주어＋동사>가 이어진다.

(B) 문장의 주어가 단수 Teamwork이므로, 동사는 단수형인 is가 알맞다.

(C) 선행사는 the democracy가 아니라 many people이므로 who가 알맞

다. 이어지는 do not have로 보아 선행사가 복수임을 알 수 있다.

구문 Solution   

6행_ Teamwork among the different parts and groups that 

make up our nation is often very poor.

 전치사구 among ~ nation은 주어인 Teamwork를 수식하고, that ~ 

nation은 앞의 명사 the different ~ groups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다.

10행_ Our nation is far from being a complete democracy, for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democracy who do not have the 
full enjoyment of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등위접속사 for는 앞의 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때 쓰이고, 전치사 of 이하는 앞의 

명사 the full enjoyment를 수식한다.

Words  get in the habit of ~하는 습관이 들다   conflict[kənflíkt] 상충   

apparent[əpǽrənt] 분명한   community of interests 이해의 일치   far 

from -ing 결코 ~하지 않은   pursuit[pərsúːt] 추구

29  정답 ⑤ ▶ 유형: 어휘 의미 파악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가정

에서 양육되었다. 아마도 여러분이 먹는 음식은 건강에 가장 좋지 않

았거나 여러분의 가족은 병원에 가는 것이 허약함의 표시라고 믿었을 

것이다. 또는 아마도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이 먹는 것과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주의를 너무 많이 기울여서 여러분의 무관심한 태

도는 반항의 한 형태였을지도 모른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선택은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몸과 그 몸 안에서 살고자 하는 생활에 

기초해야 한다. 여러분은 감정적인 결정을 하는 것에서 지적인 결정

을 하는 것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성장할 때 비정상적이

라(→정상적이라)고 믿은 것에서 여러분의 정신을 변화하는 것은 어렵

다. 행하기보다 말하기가 더 쉬우나, 나는 여러분이 시작하도록 도울 

것이다.

Solution   성장할 때 정상적이라고 믿으면서 생활한 것에서 정신을 변화하는 것

이 어렵다는 문맥이 자연스러우므로 abnormal을 normal로 고쳐 써야 한다.

구문 Solution   

5행_ Or maybe your family paid so much attention to what you 
ate and how you looked that your indifferent attitude was a 
form of rebellion.

 ‘너무 ~해서 …하다’라는 의미의 <so ~ that＋주어＋동사>의 구문으로 쓰였다.

Words  household[háushòuld] 가정, 가구   pay attention to ~에 주의

를 기울이다   rebellion[ribéljən] 반항, 모반   be based on ~에 기초〔근거〕

하다   shift[ʃift] 변화하다, 이동하다   intellectual[ìntəlékʧuəl] 지적인   

mentality[mentǽləti] 정신

30  정답 ⑤ ▶ 유형: 지칭 추론

어느 날 밤, 엄마는 Mary에게 귀중한 예술 작품들을 진흙 속에 묻히

게 만들었던 Florence의 홍수와 Florence를 도운 젊은이들에 관하

여 말했다. 그녀는 그녀가 학기말 리포트를 위한 주제로 그 홍수를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Mary는 그날 밤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그

녀가 Florence의 거리를 배회하고 예술품을 복구하는 것을 돕는 것

을 상상했다. 몇 주 동안, 그녀가 조사하고 리포트를 쓸 때, 그녀는 

엄마에게 자기를 Florence로 데려가도록 청했다. “아마도 우리는 도

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엄마가 예술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요. 아니면 오로지 예술이 엄마에게 돈벌이가 된다는 거예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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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간청했다. 마침내, 엄마는 그녀에게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

하면 그녀가 그녀를 데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Mary는 천장을 응시

하며 흥미로운 직업을 가진 부모님을 두고 있다는 것이 매우 행운이

라고 느꼈다.

Solution   ①, ②, ③, ④는 엄마로부터 Florence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

고 학기말 리포트의 주제로 삼아, Florence로 가서 예술품 복구를 돕고 싶은 

Mary를 가리키지만, ⑤는 Mary를 Florence로 데려갈 엄마를 가리킨다.

구문 Solution   

1행_ One night, the mother told Mary about a flood in Florence 
that had left priceless works of art buried in the mud and the 
young people that helped Florence.

 전치사 about의 목적어 the flood ~ mud와 the young people ~ 

Florence가 병렬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며, 불완전 타동사 left의 목적격보어인 과거

분사 buried는 목적어인 priceless works of art와 수동 관계에 있다.

4행_ She suggested that she consider the flood as a topic for 
her term paper.

 suggested의 목적어인 that절에서는 <(should)＋동사원형>이 쓰이는데, 흔

히 should는 생략한다.

Words  priceless[práislis] 대단히 귀중한   term paper 학기말 리포트   

wander[wándər] 배회하다, 돌아다니다   restore[ristɔ́ː r] 복구하다, 복원하

다   artwork[áːrtwə̀ː rk] 예술품   beg[beɡ] 간청하다, 구걸하다   plead 

[pliːd] 간청하다

31  정답 ① ▶ 유형: 빈칸 추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분이 더 좋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잘 잊는’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나 같으면 아마도 같은 아이를 ‘순종하지 않는’ 것

으로 생각할 것이다. 흔히, “내가 잊었어”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았어”

라고 말하거나 그가 복종하기를 꺼려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 일종의 

회피하는 방식이다. ‘잊는다는 것’은 항상 매우 의심스러울 정도로 선

택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라. 개에게 먹이를 주거나 가로등이 켜질 

때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의 항상 잊어버리는 같은 아이가 냉동고에 

아이스크림이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은 절대 잊지 않는다. 그는 또한 

몇 주 전에 동물원으로 소풍을 갈 수 있다는 부모님이 무심결에 한 

언급을 절대 잊지 않기도 한다. 보통의 아이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은 기억하고 허드렛일이나 불편한 규칙과 같은 오히려 없이 지내

도 될 것들은 ‘잊는다.’

Solution   빈칸 뒤에서 아이들은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하기 싫은 것은 잘 잊어 

버리고, 자신에게 이롭고 좋은 것은 절대 잊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빈칸

에 들어갈 말로 ① ‘선택적인’이 가장 적절하다.

② 피해를 주는 ③ 즉각적인 ④ 불가능한 ⑤ 무의식적인

구문 Solution   

6행_ The same child who almost always “forgets” to feed the 
dog or come in when the streetlights go on never forgets 
things like the presence of ice cream in the freezer.

 문장의 주어는 The same child이고, 동사는 forgets이다. 관계사절인 who 

~ on이 주어를 수식하는 구조이다. 

9행_ He also never forgets the casual mention his parents 

made, several weeks ago, of a possible trip to the zoo.

 the casual mention은 관계사절 his parents ~ zoo의 선행사이고, his 

앞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which〕이 생략되어 있다.

Words  disobedient[dìsəbíːdiənt] 순종치 않는   evasive[ivéisiv] 회피

하는   reluctant[rilʌktənt] 꺼려하는   suspiciously[səspíʃəsli] 의심스럽

게   streetlight[stríːtlàit] 가로등   freezer[fríːzər] 냉동고   casual 

[kǽʒuəl] 무심결의   mention[ménʃən] 언급   typical[típikəl] 보통의, 전

형적인   chore[ʧɔːr] 허드렛일   inconvenient[ìnkənvíːnjənt] 불편한

32  정답 ③ ▶ 유형: 빈칸 추론

예술은 아마도 사회에 최고로 중요한 가치들을 나타내거나 표현한다. 

종교와 같은 예술은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와 그 가치 안에서의 변화

를 표명한다. 더욱이, 예술 작품은 흔히 덜 직접적이지만 위대한 종

교 서적에 있는 이야기들이 한 때 그랬던 것보다 반드시 덜 효과적이

지 않게(효과적으로) 이러한 가치들에 대해 말한다. 그들의 기록하는 

능력에서, 예술은 전에 나타났던 것에 대해 놀랄 만한 기록 보관소를 

제공한다. 어느 역사책도 옛 그림, 조각, 그리고 문학의 생생함과 견

줄 수 없다. 예술은 우리의 조상들이 뒤에 남겨두었던 거의 모든 가

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예술은 축적된 과거를 

상징한다. 예술의 추정되는 성스러움을 늘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이런 특질이다.

Solution   예술은 전에 나타났던 것에 대한 놀랄 만한 기록 보관소 역할을 하

고, 우리 조상이 뒤에 남겨두었던 거의 모든 가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의 글

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③ ‘축적된 과거를 상징하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스스로를 보존하는 구조이다

② 종교와 경제에 매여 있다

④ 옛 것으로 부터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다

⑤ 학습 활동으로서 자신을 보여주다

구문 Solution   

4행_ Moreover, works of art comment on these values, often 
less directly, but not necessarily less effectively than the 
stories in the great religious books once did.

 necessarily, always 등 앞에 부정어가 있으면 부분부정의 의미가 된다. did

는 commented on these values를 대신하여 쓰였다.

12행_ It is above all this quality that adds to the assumed 
sacredness of art.

 <It is ~ that> 강조구문으로 above all this quality를 강조하고 있다.

Words  utmost[ʌt́mòust] 최고의, 극도의   manifest[mǽnəfèst] 표명하

다, 나타내다   comment[káment] 의견을 말하다, 논평하다   archive 

[áːrkaiv] 기록 보관소, 문서   vividness[vívidnis] 생생함, 강렬함   

sculpture[skʌlpʧər] 조각   consist of ~으로 구성되다   assumed 

[əsúːmd] 추정되는   sacredness[séikridnis] 성스러움, 신성불가침   stand 

for ~을 상징하다   accumulate[əkjúːmjulèit] 축적하다

33  정답 ④ ▶ 유형: 빈칸 추론

버빗원숭이는 다른 종류의 포식자를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울음소리

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한 가지 특별한 울음소리는 표범이 접근하

고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표범은 땅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모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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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구성원들은 즉시 가장 가까운 나무로 뛰어 오른다. 다른 울음소리

들은 독수리나 뱀을 경고하며 적절한 반응을 만들어 낸다. 처음에 아

기 버빗원숭이는 위험하지 않은 지상의 포유동물이라도 어떠한 동물

이 보이면 표범 경계 울음소리를 낸다. 그것들이 틀리면, 다른 원숭

이들은 불만감을 보인다. 나중에 아기 원숭이들은 표범과 다른 동물

을 구별하는 것을 배운다. 아기 버빗원숭이가 울 때, 다른 원숭이들

이 그 아기 원숭이의 어미를 쳐다보는 것 또한 재미있다.

Solution   버빗원숭이는 표범이 접근할 때의 울음소리와 독수리나 뱀을 경계하

는 울음소리가 다르며, 나중에 아기 버빗원숭이는 표범과 다른 동물을 구별하는 

것을 배운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④ ‘다른 범주의 포식자

를 나타내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포식자의 거리에 대한 정보를 주다

② 다소 작은 포유동물을 위협하여 쫓아내다

③ 자신들과 포식자들을 구별하다

⑤ 근처의 동료들에게 먹이 발견에 관해 말하다

구문 Solution   

3행_ Since leopards approach on the ground, all the group 
members instantly run up the nearest tree.

 Since는 이유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이기 때문에’의 의미이다.

11행_ It is also interesting that, when a vervet infant cries, the 
other monkeys look at the mother of that infant.

 It은 가주어이고, that ~ infant가 진주어이다. when ~ cries는 진주어인 명

사절 안에 들어 있는 시간의 부사절이다.

Words  call[kɔːl] (동물의) 울음소리   instantly[ínstəntli] 즉시   

appropriate[əpróuprieit] 적절한, 특유한   reaction[riǽkʃən] 반응   

infant[ínfənt] 아기, 유아   terrestrial[təréstriəl] 지상의   distinguish 

[distíŋɡwiʃ] 구별하다   threaten[θrétn] 위협하다   category[kǽtəɡɔ̀ː ri] 

종류, 범주

34  정답 ① ▶ 유형: 연결사 넣기

우리의 신체가 점점 노쇠해지면서,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의 능력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은 노화의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 그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일찍 시작하지만, 우리가 50대나 60대에 이를 때 

쯤,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서 단순히 빠져 나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는 기

억력에 미치는 시간의 영향을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

다. 연구들에 의하면 새로운 것을 배우면 사실상 뇌의 성장을 자극하

여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질병을 막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

다. 게다가, 많은 의사들은 먹는 것이 사실에 대한 기억을 잘하는 것

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찾아내고 있다. 나이가 든 쥐와 생쥐에게 먹

이는 칼로리의 양을 30% 정도 줄인 것이 학습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

을 주었다.

Solution   (A) 노쇠하면 기억력이 쇠퇴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한 

반박으로 기억력에 미치는 시간의 영향을 늦추는 증거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어지

므로, 역접의 연결사 However가 알맞다.

(B) 새로운 것을 배우면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질병을 막는다는 내용과 먹는 것이 

사실에 대한 기억을 잘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있으므로, 추가

의 연결사 In addition이 알맞다.

구문 Solution   

1행_ It appears an inevitable part of aging that as our bodies 
grow older, our ability to remember facts gradually fades.

 It은 가주어이고, that ~ fades가 진주어이다. 진주어인 명사절 안에 as가 이끄

는 시간의 부사절이 포함되어 있다.

12행_ Reducing the amount of calories fed to older rats and 
mice by 30 percent has helped enhance learning and memory.

 동명사구(Reducing ~ percent)가 주어로 쓰였으므로, 동사는 단수 has가 쓰

였다. fed 이하는 calorie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Words  inevitable[inévətəbl] 피할 수 없는   fade[feid] 사라져가다, 희미

해지다   stimulate[stímjulèit] 자극하다   protect[prətékt] 보호하다, 막다   

reduce[ridjúːs] 줄이다   enhance[inhǽns] 높이다, 강화하다

35  정답 ④ ▶ 유형: 무관한 문장

아이들이 단지 책의 페이지를 통해 세상에 대해서 배우는 것만은 아

닐 것이다. 그들은 또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대해 배울 것이

다. 부모들은 다른 주 혹은 다른 국가로의 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 단

순히 한 구역을 돌아서 동네 상점을 가던, 공원에 가던, 혹은 동물원

으로 가던, 가능한 한 많은 여행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중요

하다. 그들은 또한 흥미를 유발하는 어른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매혹적인 TV를 시청하고, 컴퓨터 그래픽에서 팬케이크 만들기, 암소 

우유 짜기, 혹은 축구하기에 이르는 모든 것에 관해서 배우면서 세상

에 대한 정보를 모을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고, 오래된 일자리는 새로운 일자리에게 길을 내주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든 그들의 경험을 확대시켜 주는 것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

는지를 그들이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Solution   아이들이 세상에 관해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글이므로, 직업의 

창출과 퇴출을 언급한 ④는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다.

구문 Solution   

12행_ Expanding their experience in any direction helps them 
to better understand how the world works.

 동명사 Expanding이 주어이며, how the world works는 understand

의 목적어로 사용된 의문사절(간접의문문)이다.

Words  excursion[ikskə́ː rʒən] 소풍, 여행  let alone ~은 말할 것도 없이   

fascinating[fǽsənèitiŋ] 매혹적인   in any direction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36  정답 ④ ▶ 유형: 무관한 문장

거절 편지를 받는 것은 구직의 고통스런 일면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

것은 당신이 눈에 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즈음, 온라인 일자리 

공시에 답변을 했다가 회사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는 

구직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당신을 무시하는 회사에 대해 과도하

게 화를 내기 전에, 그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

아라. 인터넷으로 인해 구직 신청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수월해 졌으

며, 이는 더 많은 구직자 ― 자격을 갖춘 사람, 자격을 갖추지 못 한 사

람, 그리고 필사적인 사람 ― 가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있다는 의미이

다.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근거 없는 소문들을 걸러내는 것이 훨

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 채용 담당자들이 한 직업에 수 백 건의 신청

서를 취급하다 보니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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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인터넷으로 구직자들이 마구잡이로 이력서를 보내고 있어서 채용 담

당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인터넷에서 근거 없는 소문

을 걸러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한 ④는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구문 Solution   

6행_ The Internet has made it absurdly easy to apply for jobs, 
which means more job seekers ~.

 it은 가목적어이고, to apply for jobs는 진목적어이다. which는 앞 문장 전

체를 대신하는 관계사이다.

Words  absurdly[æbsə́ː rdli] 터무니없게   desperate[déspərət] 필사적

인   screen out 걸러내다   acknowledgement[ɔḱnouledʒmənt] 감사, 

승인   groundless[gráundlis] 근거 없는   go by the wayside 버림받다, 

방치되다   recruiter[rikrúːtər] 채용 담당자   confront[kənfrʌnt] 직면하다

37  정답 ③ ▶ 유형: 글의 순서

오늘날처럼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 최신의, 최고의 기술을 가진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일이다.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은 자

신들의 기술 장비를 너무 일찍 폐기하고 있다. 

(B)   사실, 미국에서 약 45,000개의 기술 장비가 매일 버려지고 있고, 

그것들 중 상당수는 수명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버려진 기술 장비가 큰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C)   Bud Rizer가 그들 중의 하나이다. 그는 그것을 이용하여 학교, 

정부기관 및 비영리 기관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기술 장비를 

버리려고 하는 기증자들과 그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관들을 

서로 파트너가 되도록 의도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A)   그는 한 유력 잡지에서 “대부분의 기술 장비가 너무 빨리 교체되

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첫날부터 우리

의 임무는 그런 기술 장비를 첫 수명에서 제 2의 수명으로 재사

용할 것을 장려하는 것이었습니다.” 

Solution   아직 가치가 남아 있는 기술 장비가 버려지고 있다는 주어진 글 뒤에

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을 설명하는 (B)가 이어져야 하고, 그 뒤에는 (B)의 마

지막에 제시된 some people의 한 사람으로 언급되어 설명되고 있는 (C)가 이

어져야 한다. 그리고 (C)에서 언급한 프로그램의 취지를 유력 잡지에 설명하는 (A)

가 마지막에 나와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된다.

구문 Solution   

16행_ He made a program designed to partner donors who are 
discarding technology equipments with organizations that 
desperately need them.

 designed 이하는 a program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고, ‘A와 B가 파트너

가 되다〔제휴하다〕’의 <partner A with B>의 구문이 쓰였다.

Words  fact-paced 빠른 속도의   retire[ritáiər] 폐기하다   prematurely 

[prìːməʧúərli] 너무 이른   leading[líːdiŋ] 유력한   discarded 

[diskáːrdid] 버려진   nonprofit[nànpráfit] 비영리의   desperately 

[déspərətli] 절실하게

38  정답 ④ ▶ 유형: 문장의 위치

우리의 큰 뇌와 느린 성숙 속도는 우리와 다른 영장류들 사이의 다양

한 차이점들을 초래한다. 뇌가 큰 인간에게, 임신 기간은 아기의 뇌

가 가능한 한 많이 발달할 수 있도록 가능한 오래 지속된다. 여성의

골반 부분은 아기가 가능한 완전히 발달하고 큰 뇌를 갖고 태어날 수 

있을 정도로 변했다. 하지만, 이 큰 뇌를 가진 아기는 출산 동안 아기

가 어머니에게 해를 줄 정도로 커질 수 없다. 10개월의 임신 기간은 

이 두 필요 조건들 사이에서 최고의 균형의 결과를 야기한다. 다른 

어느 동물도 우리 인간들만큼 분만 동안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우리

의 아기는 가능한 한 늦게 모습을 드러내지만 여전히 완전하게 발달

되지 않는다.

Solution   주어진 문장에서 these two requirements는 임신 기간이 아기

의 뇌가 완전히 발달할 수 있도록 오래 지속된다는 것과 큰 뇌를 가진 아기는 출

산 동안 어머니에게 해를 줄 정도로 커질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7행_ The female pelvic area has changed such that the baby can 
be born with its brain as fully developed and as large as 
possible.

 such that은 ‘~할 정도로’라는 의미이다. as ~ as possible은 ‘가능한 ~’의 

의미로 as ~ as one can으로 바꿔 쓸 수 있다.

11행_ No other animal has as much difficulty during childbirth 
as do we humans.

 <부정주어 ~ 원급 비교>는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낸다. as 뒤의 do는 have 

difficulty를 대신하고 있으며, 비교급 as나 than 다음에 <조동사+주어>의 어순이 

흔히 쓰인다.

Words  pregnancy[prégnənsi] 임신 (기간)   requirement[rikwáiərmənt] 

필요 조건   maturation[mӕʧuréiʃən] 성숙, 원숙   rate[reit] 속도, 비율   

primate[práimeit] 영장류   childbirth[ʧáildbə ̀ːrθ] 분만, 출산   

emerge[imə́ː rdʒ] 모습을 드러내다, 나타나다

39  정답 ⑤ ▶ 유형: 문장의 위치

더 많이 먹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 변화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태우는 칼로리의 수를 줄이는 문화적이고 기술적인 변화가 있어 

왔다. 더 적은 수의 성인들이 육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서 일

한다. 사람들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기보다 오히려 자동차를 운전해서 

직장에 간다. 그들은 계단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잔디 깎는 기계

를 미는 대신에 잔디 깎는 기계를 타고 잔디를 깎는다. 이런 모든 간

단한 변화가 일상생활의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

을 줄인다. 게다가, 바쁜 일정과 직장에서의 긴 하루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활동적인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시간이 없다고 느끼도록 만든

다. 대신에, 하루가 끝날 때, 그들은 텔레비전, 비디오 게임,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게 되는데, 모두가 여가 시간을 보내는 앉아서 하는 

방법들이다.

Solution   첨가의 연결사 In addition으로 보아 앞에는 변화된 일상 생활의 

예들이 있어야 하고, have no time for active recreation으로 보아 주어

진 문장 보아 뒤에는 활동적이지 않은 활동에 관한 내용이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4행_ Along with changes that make it easier to eat more, there 
have been cultural and technological changes tha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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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ed the number of calories ~.

 Along with ~ more는 부사구이고 두 개의 that은 모두 관계대명사로 앞의 

changes를 수식한다. it은 가목적어이며, to eat more가 진목적어이다. 

11행_ All of these simple changes reduce the amount of energy 
expended to perform the tasks of daily living.

 expended ~ living은 앞의 energy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고, to 

perform ~ 부사적 용법 중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이다.

Words  burn[bəːrn] 태우다, 다 써버리다   physical labor 육체 노동   

mow[mou] 잔디를 깎다   lawn[lɔːn] 잔디(밭)   mower[móuər] 잔디 깎는 

기계   task[tæsk] 일, 업무

40  정답 ② ▶ 유형: 문단 요약

임신 기간중에 발생했던 것이 아기에게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신한 여성 중 거의 3분의 2가 입덧의 증상으로 고생을 한다. 그것

은 여성에게 구토를 일으키고 신체에서 너무 많은 물을 잃게 한다. 

또한, 너무 많은 물을 잃게 되는 것의 결과로서 액체의 균형을 유지

하는 호르몬의 생성을 유발하는데, 그 호르몬은 태아의 뇌에 영향을 

미쳐서 태아는 소금을 갈망 하게 된다. 그러므로, 심한 입덧을 한 어

머니의 자녀들은 입덧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던 여성의 자녀들보다 

소금이 많이 있는 칩과 다른 간식을 더 좋아한다. 그리고 식사할 때

마다 그들의 첫 본능이 소금 뿌리는 것을 잡으려 손을 뻗는 것이다.

 

임신했을 때의 어머니의 입덧의 강도는 자녀의 소금에 대한 선호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Solution   임신 기간 중의 입덧이 물을 많이 잃게 하고, 이것으로 태아가 소금

을 갈망하게 만든다는 내용이다. 즉, 태어난 아기는 어머니의 입덧의 강도에 따라 

소금에 대한 선호를 보여준다는 내용이므로 (A)에는 ‘강도(intensity)’가, (B)에

는 ‘소금(salt)’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6행_ Also, losing too much water may result in the production 
of fluid-balancing hormones, which affect the fetus’s brain ― 
the fetus longs for salt.

 동명사구(losing ~ water)가 문장의 주어이고, which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로 선행사는 fluid-balancing hormones이다.

9행_ Therefore, the children of mothers who suffered from 
severe morning sickness love chips and the other snack foods 
rich in salt more than kids of women who had little or no 
morning sickness.

 문장의 주어는 the children of mothers이고, 동사는 love이다. who 

suffered ~ sickness는 mothers를, who had ~ sickness는 women

을 수식한다. rich in salt는 형용사구로 chips ~ foods를 수식한다.

Words  pregnancy[préɡnənsi] 임신 (기간)   symptom[símptəm] 증상   

vomit[vámit] 구토하다   fluid[flúːid] 액체   fetus[fíːtəs] 태아(胎兒)   

long for ~을 갈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instinct[ínstiŋkt] 본능   reach 

for ~을 잡으려 손을 뻗다

41 정답 ④  42 정답 ② ▶ 유형: 장문의 이해

우리가 인생의 고통스러운 사건들 중 하나를 경험하면, 그것은 처음

에 견딜 수 없게 느껴진다. 그 경험은 자주 우리 전체의 자아 의식을 

자주 압도한다. 인생에는 어떤 논리 같은 것이 있다고 지녔을지도 모

를 모든 생각들이 산산이 깨질 수 있다. 정말, 우리는 자주 우리가 그

런 고통과 혼란에서 회복할지를 궁금해 한다. 하지만, 정신적 외상을 

인생의 자연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각도로 

그런 시기들을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면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

기 재생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면 경험하도록 

선택하지 않았을 고통스러운 (감정의) 깊이를 어쩔 수 없이 탐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회복 과정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체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

여 우리가 정상적으로 감히 들어가는 것보다 더 진지하게 숙고하도록 

밀어붙인다.

이런 탐구가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국 우리는 그 사실에 따라야 한다. 

한 관찰자가 표현한 것처럼, “상황이란 이런 식이다.” 그리고 그것들

은 “그 사람이 통제하지 못하는 요인들에 의해” 이런 상황으로 만들

어져 왔다. 이런 내부 탐구의 깊이는 불가피하게 우리 개인의 삶에 

더 깊은 연결 의식을 만든다.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 그리고 심지어 

우주와의 연결성이라는 더 강한 유대를 만들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더 깊은 수준에서 느끼고, 다른 사

람들과 더 온정적으로 관계를 갖게끔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정신

적 외상의 효과이다.

Solution   41. 우리가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견딜 수 없고 우리의 

자아가 압도당하는 정신적 외상을 겪게 되는데, 이 정신적 외상을 자연적인 것으

로 받아들이면 그런 시기들을 새로운 각도로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개인

적 생활의 연결성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 강한 유대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따

라서 글의 제목으로 ④ ‘정신적 외상의 시기들을 자연적인 것으로 여겨라’가 가장 

적절하다.

① 정신적 외상은 사실상 개인적이다

② 뇌가 정신적 외상을 처리하는 방법

③ 정신적 외상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⑤ 정신적 외상의 시기를 함께 처리하라

42. 정신적 외상의 상황들은 견딜 수 없고 자아를 압도한다고 언급되었고, 회복 

과정에서의 내부 탐구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해 만들어 졌다고 해

야 문맥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② ‘통제’가 가장 적절하다.

① 욕심 ③ 태도 ④ 관심 ⑤ 인식

구문 Solution   

3행_ Any ideas we may have held of there being some kind of 
logic to life can be shattered.

 Any ideas가 문장의 주어이고, we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which〕이 

생략되었다. <may have＋과거분사>는 ‘~했을지도 모르다’의 의미이다.

16행_ As painful as this exploration may be, in the end we 
have to resign ourselves to the fact.

 <as＋형용사＋as＋주어＋may be>는 양보 구문으로, <(a)lthough＋주어＋

may be＋형용사>로 전환할 수 있다.

24행_ In other words, it is precisely the effect of trauma that 
forces us to think in new ways, feel at deeper levels, and 
relate to others more compassion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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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 that>의 강조구문으로 precisely the effect of trauma를 강조하

고 있다. forces의 목적격보어(to부정사)로 think, feel, relate가 병렬구조로 연

결되어 있다.

Words  initially[iníʃəli] 처음에   unbearable[ʌnbɛə́rəbl] 견딜 수 없는   

overwhelm[òuvərhwélm] 압도하다   sense of self 자아 의식, 자아감   

disruption[disrʌṕʃən] 혼란, 붕괴   trauma[tráumə] 정신적 외상   self-

renewal 자기 재생   reflection[riflékʃən] 숙고, 반영   resign oneself 

to  (단념하고) ~에 따르다   inevi tably[ inévi təb l i ]  불가피하게   

connectedness[kənéktidnis] 유대감, 소속 관계   precisely[prisáisli] 정

확히, 정밀히   compassionately[kəmpǽʃənətli] 온정적으로, 동정적으로

43 정답 ④  44 정답 ③  45 정답 ⑤ ▶ 유형: 복합 문단의 이해

(A)   10학년 남학생이 11학년 여학생에게 홀딱 반했지만, 그는 자기

가 어리기 때문에, 그녀가 그와 데이트하는 것에 관심이 없을 것

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항상 그녀에 대해 공상에 잠겼지만 그녀

에게 데이트를 신청할 용기를 낼 수 없었다. 갑자기 어느 날 그

의 꿈이 실현되었다. 그 11학년 여학생이 카페테리아 정중앙에

서 그에게 걸어와서 중학생-고등학생 무도회에 그를 초대했다.

(D)   그는 정말 어안이 벙벙했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그녀의 초대를 

수락했다. 그는 턱시도를 빌렸고, 그녀를 위해 코르사주를 주문

했는데, 그의 꿈이 무산되었다! 그것이 끔찍할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며 그를 쳤다! 그는 자기에게 차가 없었으며, 더욱 안 좋은 것

은, 운전면허증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차를 가진 자신보다 나

이 많은 모든 친구들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으므로, 더블데이트

를 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B)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고, 그 

젊은이는 영리한 계획을 생각해 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크고 번쩍이는 검정색 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

것을 마음에 두고서, 그는 인근의 전당포로 가서 운전사용 모자

를 샀다. 그런 다음 그는 할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C)   그럭저럭, 그 젊은이는 그의 할아버지에게 그날 밤 그의 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사 역할을 하고, 아무에게도 운전사가 자기의 할아

버지라고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였다! 그것은 완벽히 수행되었다. 

그는 무도회에서 인기였다. 그의 데이트 상대자도 매우 좋아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운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  

그는 그들을 위해 요란하게 그리고, 밤새도록, 자신의 손자를 

“Johnson 씨!”라고 부르면서, 리무진 자동차 문을 열어주었다.

Solution   43. 학년이 낮은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데이트 신청을 못하다가, 그 

여학생이 무도회에 가자고 초대한 상황인 (A)에 이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내용의 (D)가 이어진다. 하지만, 차도 없고 운전면허증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멋

진 차를 갖고 있는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B)가 (D) 뒤에 오며, 할아버지에게 운전

사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소년이 무도회에서 

인기가 되었다는 내용의 (C)가 마지막에 이어져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44. (a), (b), (d), (e)는 학년이 높은 여학생으로부터 무도회에 초대를 받고, 할아

버지에게 운전사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남학생을 가리키지만, (c)는 손자의 

부탁을 받고 운전사 역할을 수행한 할아버지를 가리킨다.

45. 남학생에게는 운전면허증이 없으므로(He realized that he had no car 

and, even worse, no driver’s license.), 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2행_ ~, but he assumed that because he was younger, she 

wouldn’t be interested in dating him.

 that은 assum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고, 

because ~ younger는 이유의 부사절이다.

17행_ Somehow, the young man persuaded his grandfather to 
serve as his limousine driver for the night — not telling 
anyone that the driver was his grandfather!

 persuaded는 불완전타동사로 to부정사를 목적격보어로 취한다. not telling

은 분사구문의 부정 표현이다.

24행_ ~, calling his grandson “Mr. Johnson!”

 calling 이하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Words  have a crush on ~에게 홀딱 반하다   assume[əsúːm] 추정하다, 

생각하다   daydream[deidriːm] 공상에 잠기다   get up the courage 용

기를 내다   ask out ~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다   prom[pram] 무도회, 댄스 파

티   necessity[nəsésəti] 필요   ingenious[indʒíːnjəs] 영리한, 독창적인   

pawn shop 전당포   chauffeur[ʃóufər] 운전사   hit[hit] 대인기   with 

a flourish 요란하게, 성대하게   be bowled over 어안이 벙벙하다   fall 

apart 무산되다   with a sickening thud 끔찍할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며   

even worse 더욱 안 좋은 것은   double dating 더블데이트(두 쌍의 남녀가 

함께 하는 데이트)

REVIEW
A  1. 동봉하다  2. 성숙, 원숙  3. 끊임없이  4. 희생하다  5. 불편

(함)  6. ~을 갈망하다  7. 정확히, 정밀히  8. 불만, 불평  9. 영

리한  10. ~을 겪다  11. 복구, 복원  12. 시범, 증거  13. 열정

적인  14. 추가의  15. ~에 어려움이 있다  16. 추구  17. ~에 

기초하다  18. ~에 관심을 가지다   19. 축적하다  20. 직면하다

B 1. establish  2. encounter  3. figure   4. enhance

C  1. paid vacation   2. consists of, ancestors  3. distinguish   

4. emerge

본문 p.1401 회

18 ④ 19 ⑤ 20 ③ 21 ② 22 ⑤ 23 ② 24 ⑤ 25 ③ 

26 ⑤ 27 ④ 28 ⑤ 29 ③ 30 ② 31 ③ 32 ③ 33 ② 

34 ② 35 ④ 36 ④ 37 ⑤ 38 ④ 39 ③ 40 ② 41 ④ 

42 ③ 43 ④ 44 ③ 45 ③

독해 기본 모의고사02회제
본문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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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답 ④ ▶ 유형: 목적 추론

아시다시피, 우리는 학년 초에 방문객 배지를 많이 공급받았습니다. 

거의 모두가 기억하여 사무실에 들러서 수속을 밟고 이곳에 있는 동

안 착용하기 위한 배지를 수령한다는 내용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

니다. 학생들은 누군가가 배지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목격하면 건물 

안에 있는 어른에게 즉시 전합니다. 하지만, 많은 배지가 사무실로 

반납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 일부가 사무실을 떠날 때 그

것을 반납하는 것을 잊으셨던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는 배지의 3분

의 1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곧 우리가 더 많은 배지를 요청할 수밖

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배지를 착용하고 집에 가

서 그것을 아직 보관하고 있다면, 학교에 반납하거나 아이 편에 학교

로 보내 사무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Solution   학교 방문객 배지 중 많은 수가 사무실로 반납되지 않아서 현재 3분

의 1만 남은 상황으로, 혹시 집으로 가져가서 간직하고 있다면 학교로 반납해 달

라고 요청하는 글이다.

구문 Solution   

3행_ We are very happy to report that nearly everyone remembers 
to check in to the office and get a badge to wear while they are 
here.

 <be happy＋to부정사>는 ‘~하게 되어 기쁘다’의 의미이다. everyone은 단

수 취급하므로 단수 동사 remembers를 썼다.

10행_ Now we have only one-third of them, which means that 
we cannot help asking for more badges.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관계대명사 which는 앞의 절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Words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공급하다   check in 수속을 밟다, 체

크인하다   notice[nóutis] 목격하다   return[ritə́ː rn] 반납하다   cannot 

help -ing ~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but＋동사원형)   ask for ~을 요청

하다   hand in 제출하다(= submit)   support[səpɔ́ː rt] 성원, 지원, 후원

19  정답 ⑤ ▶ 유형: 필자의 주장

최근에 우리의 학교는 성인 사회의 문제들이 저장되어 있는 장소가 

되었고, 이것은 교육의 역할이 너무도 급격하게 팽창해 왔던 한 가지 

이유다. 불행하게도, 학교는 자기들에게 부여되어 온 문제들을 고칠 

수 있는 마법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동기가 부여되는 기술과 

교육학적인 전문지식이 21세기의 성인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행사하

는 분명치 않은 방식을 벌충할 수 없다. 더 나쁜 것은, 교육 영역의 

확대를 통해, 가르치는 일이 더욱 복잡해졌다. 교육이 만사가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니다. 교육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의 

기관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구조되어야 한다.

Solution   필자는 최근에 학교가 성인 사회의 문제들이 저장되어 있는 장소가 

되었지만, 학교는 그런 문제들을 고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교육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의 기관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구

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문 Solution   

1행_ Recently our school has become the place in which adult 
society’s problems are stored, and this is one reason why its role 
has expanded so dramatically.

 in which는 선행사 the place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로 관계부사 where로 

바꿔 쓸 수 있다. 또한, 관계부사 why는 선행사 one reason을 수식하며 흔히 생

략될 수 있다.

12행_ Education needs to be saved from those who want to 
turn it into an all-purpose institution for solving the problems 
of society.

 to부정사의 수동태는 <to be＋과거분사>로 나타내며, those who는 ‘~하는 사

람들’이라는 의미이다.

Words  expand[ikspǽnd] 팽창하다, 퍼지다   possess[pəzés] 소유하다   

assign[əsáin] 부여하다, 할당하다   pedagogical[pèdəgádʒikəl] 교육학의   

expertise[èkspərtíːz] 전문 지식   ambiguous[æmbígjuəs] 분명치 않은, 

모호한   authority[əθɔ́ː rəti] 권위   worse still 더 나쁜 것은   cease[siːs] 

그치다, 중지하다   all-purpose 만능의

20  정답 ③ ▶ 유형: 심경 추론

Elizabeth는 차의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무릎이 떨리지 

않게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는 그가 자신이 우는 것

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생각했다. 대신, 그녀는 밝게 웃을 작정이

었다. 그녀는 2년 동안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오랫동안 그녀의 

가족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떤 벌과 같았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를 

보러 돌아가고 있었다. 차가 집 앞에 멈추었고, Elizabeth는 내려서 

집을 향해 걷기 시작하다가 뛰었다. 그녀의 다리는 가능한 한 빨리 

그녀를 데려다 주었다. 앞문이 열리고 그녀는 가정부가 그곳에서 웃

으면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라고 그녀가 

숨을 죽이며 물었다.

Solution   2년 동안 집을 떠나 있던 Elizabeth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녀의 

아버지를 다시 볼 생각에 흥분해 있는 상황이다.

① 두려운  ② 걱정된  ④ 후회스러운  ⑤ 절망적인

구문 Solution   

2행_ No matter what happens, she thought, I won’t let him see 
me cry.

 no matter what은 ‘아무리 ~일지라도’라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며 

whatever로 바꿔 쓸 수 있다. let은 사역동사로 쓰여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 see

를 취하고 있다.

Words  tremble[trémbl] 떨다   punishment[pʌńiʃmənt] 벌   pull up 

차를 세우다   hold one’s breath 숨을 죽이다

21  정답 ② ▶ 유형: 요지 추론

사람들이 자는 방식은 자신들을 전통적인 9시 출근 5시 퇴근의 근무

시간대의 요구를 적절하게 준비시키지 못한다. 다수의 사람들은 스스

로를 저녁에 또는 아침에 근무를 최고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

침이나 저녁 근무의 선호를 보여줌으로써, 그 다수는 더운 국가에서

의 전통적인 낮잠 시간인 한낮에 완전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다

는 것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9시 출근 5시 퇴근의 근무 

시간대가 다수에게 적합하지 않다. 영국의 수면 위원회는 나라의 사

장들에게 더 유연한 시간을 위하여 9시 출근 5시 퇴근의 근무 시간대

를 없애라고 요청한다. 직장인들에게 그들의 자연적인 수면 습관을 

따르게 하여 자신들의 근무 시간을 늘리도록 한다면 더욱 생산적일 

것이다. 이제 일부 회사들은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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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사람들이 잠을 자는 방식이 전통적인 근무 시간대의 요구를 적절하

게 준비시키지 못한다고 말하며, 직장인들에게 자연적인 수면 습관을 따르도록 

하여 유연한 근무 시간을 운영하면 생산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구문 Solution   

5행_ By showing a preference for morning or evening work, 
the implication is that the majority are not fully alert in the 
middle of the day ~.

 <by -ing>는 ‘~함으로써’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은 

동사 is의 보어 역할을 한다. not fully는 <부정어＋전체를 나타내는 말>의 형태로 부

분부정을 나타낸다.

12행_ Allowing workers to follow their natural sleeping habits 
and extend their working hours would be more productive.

 동명사구(Allowing ~ their working hours)가 문장의 주어로 쓰였고 

would be가 동사로 쓰였다. 이때, if절이 생략된 가정법 과거로 해석이 가능하다.

Words  majority[mədʒɔ́ː rəti] 다수   implication[ìmplikéiʃən] 암시   

suit[suːt] 적합하다   council[káunsəl] 위원회   call on ~에게 요청하다〔부

탁하다〕   in favor of ~을 찬성하여   flexible[fléksəbl] 유연한, 탄력적인   

productive[prədʌḱtiv] 생산적인   embrace[imbréis] 받아들이다, 포용하다

22  정답 ⑤ ▶ 유형: 제목 추론

우리가 화가 나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항상 우리를 정말로 괴롭

히는 것들이 아니다. 한 11세 소년이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하고 자기는 가난한 것에 싫증이 난다고 소리쳤다. 그

들은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그것이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다음 그녀는 그의 자전거의 전조등이 

파손된 것과 그의 자전거 헬멧이 너무 커서 (머리) 위에 고정되지 않

곤 했다는 것을 알아챘다. 몇 달 동안 그 바쁜 어머니는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을 뒤로 미루었다.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에게 박탈당

한 기분이 들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을 확인하

게 되었다. 그녀는 즉시 조치를 취해 그것들을 바로잡았다. 좋은 관

계를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분노와 다른 사람들의 분노 뒤에 있는 이

유를 발견하여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Solution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가난한 것에 싫증이 난다고 화를 내는 상황에

서, 어머니는 가난이 진정한 문제가 아니고 아이의 자전거의 문제점을 즉시 처리

해 주지 못한 것이 아이에게 박탈감을 느끼도록 만든 것임을 알아채고 해결해 주

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으로 ⑤ ‘분노 뒤에 있는 문제를 처리하라!’

가 가장 적절하다.

① 분노는 상황을 더 쉽게 만들지 않는다!

② 가난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다!

③ 각 문제를 단계별로 바로잡아라!

④ 깨진 관계는 불행을 낳는다!

구문 Solution   

4행_ Since they were not poor, his mother knew (that) that was 
not the real problem.

 접속사 Since는 이유의 부사절을 이끈다. 동사 knew의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9행_ A talk with her son confirmed that it was things like these 
that were making him feel deprived.

 전치사구 with her son이 A talk를 수식한다. 동사 confirmed 다음의 

that은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다. making이 사역동사로 쓰여 동사원형 feel

를 목적격보어로 취한다.

Words  be tired of ~이 싫증나다   stay on 계속 있다   take care of ~

을 처리하다〔돌보다〕   confirm[kənfə́ːrm] 굳히다, 확인하다   deprive 

[dipráiv] 박탈하다   take steps 조치를 취하다   remedy[rémədi] 바로잡

다, 교정하다   misery[mízəri] 불행

23  정답 ② ▶ 유형: 주제 추론

의료계는 점차적으로 병원 내의 환경의 질이 환자들의 회복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예술품을 공공장

소로 옮기는 전국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최고 화가들이 오래된 

병원을 바꾸고 현대 건물의 딱딱한 모서리를 부드럽게 하도록 초청되

었다. 2,500개의 국가 보건 병원 중 거의 100개가 현재 통로, 대기 

구역 그리고 치료실에 현대 예술의 매우 값진 소장품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 효과는 인상적이다. 이제 방문객들은 신선한 색채, 쾌활한 

이미지 그리고 휴식을 주는 안뜰의 완벽한 광경을 경험한다. 그 양질

의 환경은 환자가 병에서 회복할 때 비싼 약을 쓸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 

Solution   병원 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이것의 일환으로 예술품을 병원으

로 들여오는 것이 환자가 병에서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

서 이 글의 주제로 ② ‘예술품을 병원으로 들여오는 효과’가 가장 적절하다.

① 예술품을 위한 새로운 장소를 찾으려는 시도

③ 새 병원을 건설하려는 움직임

④ 환자의 태도의 중요성

⑤ 예술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

구문 Solution   

1행_ The medical world is gradually realizing that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in hospital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helping patients get better.

 that ~ better는 realiz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help는 목적

격보어로 (to+)동사원형을 취한다.

7행_ Of the 2,500 national health service hospitals, almost 100 
now have very valuable collections of modern art in passages, 
waiting areas and treatment rooms.

 Almost 100 of the 2,500 national health service hospitals에서 

강조를 위해 Of ~ hospitals가 문장의 앞으로 이동했다. 전치사 in의 목적어인 

passages, waiting areas, treatment rooms가 병렬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Words  play a role 역할을 하다   nationwide[néiʃənwàid] 전국적인   

soften[sɔ ́ːfən] 부드럽게 하다   valuable[vǽljuəbl] 값진, 귀중한   

passage[pǽsidʒ] 통로   treatment[tríːtmənt] 치료, 대접   striking 

[stráikiŋ] 인상적인   restful[réstfəl] 휴식을 주는, 평온한   recover 

[rikʌv́ər] 회복하다

24  정답 ⑤ ▶ 유형: 내용 일치

Art Sea!
이 특별 프로그램에서 미술과 과학을 결합할 기회에 참여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어린 방문객 안에 있는 창의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계

획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별히 3세에서 7세까지의 아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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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개발된 것임을 주목하십시오.

•학급 규모: 최소 10명 / 최대 15명

•강사: 화가 Laura Bryant, Romero Britto, Alexander Calder
•토요일 마다:   5월 10일, 24일 / 6월 21일 / 7월 5일, 19일 / 8월 2

일, 16일, 30일

•시간: 오전 9시 - 오전 10시

•수업료: 회원 40 달러 / 일반인 50 달러

등록을 원하시면, 866-963-9645로 전화하거나 중앙 로비에 있는 

Aquarium Adventures and Member Desk에 들르십시오.

Solution   회원은 40 달러, 일반인은 50 달러(Members $ 40 / General 

Public $ 50)라고 했으므로 ⑤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구문 Solution   

2행_ Join us for an opportunity to mix art and science in this 
special program!

 to mix는 앞의 an opportunit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Words  inspire[inspáiər] 불어넣다, 고무하다   creativity[krìːeitívəti] 창

의성, 창의력   general public 일반인   aquarium[əkw�əriəm] 수족관   

admission[ædmíʃən] 입장(료)   stop by 잠시 방문하다〔들르다〕

25  정답 ③ ▶ 유형: 내용 불일치

Plein Air Painting
이 워크숍은 풍경화의 원리에 집중합니다. 야외의 변화하는 빛과 색

을 포착하는 데 요구되는 야외 그림 기법을 배우십시오. 지도의 일부

는 현장 학습을 다듬거나 더 큰 작품을 발전시키는 것을 강조하면서 

스튜디오 안에서 진행됩니다.

•나이: 16세 이상

•학급 규모: 최소 5명 - 최대 10명

•날짜: 6월 30일, 화요일 - 8월 4일 화요일(6주)

•시간: 오전 9시 - 오후 1시

•수업료: 119 달러

•등록 마감: 6월 16일, 목요일

용품은 수업료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의하십시오.

용품에 관한 정보는 등록할 때 제공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262-778-0780으로 전화하시거나 www.
schauercenter.org를 방문하십시오.

Solution   수업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Time: 9:00 a.m. - 

1:00 p.m.) 총 네 시간이므로, ③이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3행_ Learn outdoor painting techniques required in capturing the 
shifting light and color of the outdoors.

 required ~ outdoors는 outdoor painting technique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5행_ A portion of the instruction will take place in the studio 
with an emphasis on refining field studies or developing a 
larger work.

 with an emphasis on은 ‘~을 강조하여, ~을 중점으로 하여’라는 의미이고, 

전치사 on에 대한 목적어로 동명사(refining, developing)가 병렬구조로 연결되

어 있다.

Words  concentrate on ~에 집중하다   fundamental[fʌ̀ndəméntl] 

<-s> 원리, 기본   landscape painting 풍경화   require[rikwáiər] 요구하

다, 필요로 하다   portion[pɔ́ː rʃən] 일부, 부분   refine[rifáin] 다듬다, 세련되

게 하다   tuition[tjuːíʃən] 수업료   registration[rèdʒistréiʃən] 등록   

supply[səplái] <-ies> 용품, 비품

26  정답 ⑤ ▶ 유형: 도표의 이해

위의 도표는 2003년과 2013년의 유형별 위스콘신 주의 전체 세금을 

보여준다. 도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기간 동안 개인 소득세, 판매

세, 그리고 재산세의 비율이 증가했다. 이와는 반대로 기업 소득세와 

공익 시설세에 대한 비율은 감소했다. 유형별로 도표를 볼 때, 개인 

소득세의 비율은 2위를 유지하였고, 모든 영역 중에서 4분의 1보다 

약간 많이 차지했다. 판매세는 가장 많은, 7 퍼센트 포인트 정도 증가

하였으며, 2013년에 모든 세목 중에서 약 5분의 1을 차지했다. 두 해

에, 재산세의 비율은 모든 영역 중에서 가장 높았고, 평균 판매세 비

율의 두 배 이상이 된다(→ 두 배가 넘지 않는다).

Solution   2013년에는 재산세의 비율(37 퍼센트)이 판매세의 비율(22 퍼센

트)보다 두 배가 넘은 것이 아니므로, ⑤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11행_ In both years, the percentage of the property tax was the 
highest of all areas, averaging more than twice that of the sales 
tax.

 averaging ~은 부대상황의 분사구문으로 and it averages ~로 바꿔 쓸 수 

있다. that은 앞의 the percentage를 대신하는 대명사이다.

Words  income[ínkʌm] 소득, 수입   corporate[kɔ ́ːrpərət] 기업의   

property[prápərti] 재산, 소유물   account for ~의 비율을 차지하다   

average[ǽvəridʒ] 평균 ~이 되다

27  정답 ④ ▶ 유형: 내용 불일치

Free Southern Theater(FST)는 1963년에 미시시피 주, 

Madison 카운티에 있는 Tougaloo 대학에서 Gilbert Moses, 
Doris Derby, 그리고 John O’Neal에 의해 창단되었다. 이때는 아

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극장의 입장이 전혀 허용되지 않던 때였다. 

따라서, FST는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에서 이용될 수 있는 유

일한 극단이었다. 극장 관리의 전문적인 도움을 위해, 극단은 

Richard Schechner 교수를 고용했다. 그들의 초연극은 ‘In White 
America’였으며, 그 다음 그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작가 Ossie 
Davis의 코미디인 ‘Purlie Victorious’를 공연했다. 처음에 그들은 

공연에서 기부금을 받았고, 빈약한 예산으로 존재하였지만 여전히 높

은 예술적 기준을 유지했으며, 나중에 그들은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Solution   초연극은 ‘In White America’이었고 Ossie Davis의 코미디극

은 그 다음에 공연(Their first performance was ~ Ossie Davis.)했으

므로, ④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5행_ Thus, FST was the only theater available to many African 
American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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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구 available ~ communities가 theater를 수식하고 있으며, 

available 앞에 that was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11행_ In the beginning they took up donations at their 
performances and existed on a meager budget, while still 
maintaining high artistic standards; later they received large 
grants.

 while still maintaining은 분사구문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접속사를 생

략하지 않는 경우이다. while they still maintained로 바꿔 쓸 수 있다.

Words  found[faund] 창단하다, 설립하다   available[əvéiləbl] 이용할 수 

있는   take up (기부금 등을) 모금하다   meager[míːgər] 빈약한, 불충분한   

budget[bʌd́ʒit] 예산   maintain[meintéin] 유지하다   grant[grænt] 보

조금, 조성금

28  정답 ⑤ ▶ 유형: 문법성 판단

사회는 소리가 언제 음악적인지를 결정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것을 배울 때 끽끽 소리를 내거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배울 때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

는가? 그것은 거의 음악이 아니다! 아마도 우리가 소리를 즐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음악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리는 심지어 

어느 한 순간에는 즐거운 것이지만 다른 순간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초인종은 가락이 맞는 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 그것이 아

침 세 시에 울려서 여러분이 자고 있는 동안 여러분을 방해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음악이 부드럽게 연주되면, 

그것은 즐거울 수 있다. 하지만 음량이 여러분의 귀에 고통을 주는 

지점까지 커지면, 그 노래는 소음이 된다. 낮의 시간 또한 소리에 관

한 여러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olution   ① 동사 determine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문문을 이끄는 

의문사 when은 적절하다.

② listened to의 목적격보어로 현재분사 screeching이 쓰인 것은 알맞다.

③ 불특정한 여러 개 중 또 다른 하나는 another이다.

④ 부사 softly가 수동태 is played를 수식하는 것은 적절하다.

❺ 선행사 the point는 장소의 개념이고, 관계대명사 which 뒤에 주어나 목적

어가 생략되지 않은 완전한 절이므로, which를 관계부사 where로 고쳐 써야 

한다.

구문 Solution   

1행_ Have you ever listened to someone squeaking as they 
learn to play the clarinet, or screeching as they learn to play 
the violin?

 as는 ‘~할 때’라는 의미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7행_ A doorbell may make a harmonious sound, but [if it dings 
at 3 o’clock in the morning and disturbs you {while you are 
sleeping}], you won’t like it.

 접속사 if가 이끄는 조건의 부사절 안에 접속사 while이 이끄는 시간의 부사절이 

포함되어 있다.

Words  squeak[skwiːk] 끽끽〔찍찍〕 소리를 내다   screech[skriːʧ] 날카로

운 소리를 내다   classify[klǽsəfài] 분류하다, 등급으로 나누다   pleasing 

[plíːziŋ] 즐거운, 기분 좋은   harmonious[haːrmóuniəs] 가락이 맞는, 조화

로운   disturb[distə́ː rb] 방해하다, ~에게 폐를 끼치다

29  정답 ③ ▶ 유형: 어휘 의미 파악

오늘날 급속한 경제 성장이 바람직한지에 관련한 많은 논쟁이 있다. 

초기 시대에는, 부를 위한 우리의 욕망은 정당화 되었을지도 모른다. 

더 많은 경제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세계에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

들이 많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오직 더 많은 성장만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자본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경제 성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들은 우리의 사회가 성장에 어떤 한계에 접근하고 있다고 믿

는다. 이것에는 고정된 천연자원의 공급, 산업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가능성 있는 부정적 영향, 그리고 세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포함

된다.

Solution   (A) 더 많은 성장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자본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는 내용에서 부를 위한 욕망이 ‘정당화 된다(justified)’고 해야 문

맥상 자연스럽다. (criticize: 비판하다)

(B) 역접의 연결사 However로 연결되므로 경제 성장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opposed)’ 것이 되어야 문맥상 자연스럽다. (committed: 헌신적인)

(C)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 고정된 천연자원의 공급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이 ‘한계

(limitations)’에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maturity: 성숙, 원숙)

구문 Solution   

1행_ There is much debate today concerning whether rapid 
economic growth is desirable.

 concerning은 ‘~에 관하여’라는 의미의 전치사로 명사절 whether ~ 

desirable를 목적어로 이끌고 있다.

5행_ They also believe that only more growth can create the 
capital [need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at ~ life는 동사 believe의 목적어이고, needed ~ life는 앞의 the 

capital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로 needed 앞에 which〔that〕 is가 생략되어 있다.

Words  debate[dibéit] 논쟁, 토론    rapid[rǽpid] 급속한, 빠른   

desirable[dizáiərəbl] 바람직한    fixed[fikst] 고정된    natural 

resources 천연자원   effect[ifékt] 영향

30  정답 ② ▶ 유형: 지칭 추론

Paul Laurence Dunbar가 젊은이였을 때, 그는 주방과 식당 사이

에 반회전문이 있는 음식점에서 일했다. 문에 접근할 때, 웨이터는 

서로가 충돌하지 않도록 “뒤로 물러서요!”라고 외치곤 했다. 동시에 

요리사는 그가 식사 주문 받은 음식을 만들어 낼 때 사랑의 노래를 

불렀다. 그 시점까지 Dunbar는 표준 영어로 시를 써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방언으로 쓴 다른 시인의 작품을 읽었을 때 그는 “Love 
Song”이라는 시에서 자기 어머니의 노예 방언을 영원히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그 시는 또한 그가 음식점에서 매일 요리사로부터 그리고 

다른 웨이터들로부터 들은 어구들을 담고 있다. “Love Song”은 오

늘날 가장 사랑받는 그의 시들 중 하나인 “Jump back, honey”라는 

애칭으로 알려져 있다.

Solution   ①, ③, ④, ⑤는 어머니의 노예 방언과 음식점에서 들은 어구들을 담

은 시 “Love Song”을 쓴 Paul Laurence Dunbar를 가리키지만, ②는 음

식점의 요리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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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Solution   

3행_ Approaching the door, the waiter would call out “Jump 
back, honey!” so as not to collide with another.

 Approaching ~은 When the waiter approached ~를 분사구문으로 

전환한 것이며, would는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하곤 했다)을 나타낸다. 또한, so 

as not to는 ‘~하지 않도록’의 의미로 in order not to로 바꿔 쓸 수 있다.

Words  swinging door 반회전문   collide[kəláid] 충돌하다   turn out 

만들어 내다   up to that point in time 그 시점까지   preserve[prizə́ː rv] 

보존하다   dialect[dáiəlèkt] 방언, 사투리   affectionately[əfékʃənətli] 애

칭으로, 애정 어리게   beloved[bilʌv́d] 사랑받는, 인기 많은

31  정답 ③ ▶ 유형: 빈칸 추론

거의 누구나 분리 불안이 어떤지 알고 있다. 그것은 흔한 어린 시절

의 불안 장애이다. 일요일 밤에 일곱 살의 Jenny는 불안으로 복통을 

앓는다. Jenny가 느끼는 불안은 일요일 밤 우울증보다 더 심각하다. 

Jenny는 그 다음날의 숙제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엄마에게 접근하

는 것을 막 잃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불안해한다. 또 다른 경우는 

아홉 살인 Ernie이다. Ernie는 특히 부모를 떠나는 것에 관하여 지

나치게 불안해한다. 그는 자신의 침대에서 자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

서 거의 매일 밤 부모님의 방으로 몰래 들어간다. 그는 방과 후에 친

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는 엄마와 아빠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까봐 걱정하기 때문이며 심지어 그가 잠시 동안 

집에서 떨어져 있어도 향수병을 앓게 된다.

Solution   Jenny는 일요일 밤에 그 다음날 엄마에게 접근하는 것을 잃게 되

는 것을 불안해하고, Ernie는 부모님을 떠나는 것에 지나치게 불안해하며 잠시 

동안 집에서 떨어져 있어도 향수병을 앓게 된다는 내용으로 보아, 두 아이가 모두 

부모와 분리되면 불안해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 ③ ‘분리’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죽음  ② 학습  ④ 관계  ⑤ 수행

구문 Solution   

5행_ Jenny is anxious not because she hasn ’t done her 
homework for the next day but because she knows she is 
about to lose access to her mother.

 <not because A but because B>는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에’의 의미이다.

11행_ He doesn’t want to be with his friends after school 
because he worries about what would happen to Mom and 
Dad; ~.

 의문사 what이 이끄는 간접의문문이 전치사 ab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Words  disorder[disɔ́ː rdər] 장애, 무질서   Sunday Night Blues 일요일 

밤 우울증   be about to 막 ~하려 하다   access[ǽkses] 접근, 출입   

excessively[iksésivli] 지나치게, 과도하게   have trouble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creep into ~에 몰래 들어가다   homesick[hóumsìk] 향수

병을 앓는

32  정답 ③ ▶ 유형: 빈칸 추론

작은 문제는 흔히 참사보다 먼저 일어난다. 사실, 대부분의 대규모의 

실패는 단 하나의 근본 원인보다는 오히려 일련의 작은 실수와 실패

로부터 발생한 결과이다. 이런 작은 문제들이 흔히 폭포처럼 떨어져

서 참사를 만든다. 사고 조사관들은 연속적인 사건과 실수가 보통 특

정한 재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사소한 실패가 앞

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어서, 적절하게 처리되면 

그것들은 초기 경고 신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대규모의 많은 실패

들은 긴 잠복 기간을 갖고 있다. 그것은 관리자들이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개입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참

사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작은 문제

들은 흔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지역 수준에서 발생하지만 더 

넓은 조직체에게는 계속 보이지 않는다.

Solution   참사나 대규모의 실패가 있기 전에 일련의 작은 실수와 실패가 있고, 

관리자들은 이런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개입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다는 내용

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③ ‘긴 잠복 기간을 갖고 있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한계점에 이르다

② 통계적으로 덜 빈번하다

④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다

⑤ 점점 더 관심을 받아 왔다

구문 Solution   

4행_ These small  problems often cascade to  create  a 
catastrophe.

 to create는 부사적 용법 중 결과를 나타내는 to부정사로 ‘~하여서 만들다’로 해

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7행_ Thus, minor failures may signal big trouble ahead; treated 
appropriately, they can serve as early warning signs.

 treated ~는 if they are treated ~를 분사구문으로 전환한 것으로 앞에 

being이 생략되었다.

Words  precede[prisíːd] ~보다 먼저 일어나다, 선행하다   catastrophe 

[kətǽstrəfi]  참사, 재앙   cascade[kæskéid]  폭포처럼 떨어지다   

investigator[invéstəgèitər] 조사관   a chain of 연속적인, 일련의   

disaster[dizǽstər] 재해, 재난, 참사   intervene[ìntərvíːn] 개입하다, 중재

하다   outcome[áutkʌm̀] 결과, 성과   surface[sə́ː rfis] 드러나다, 표면화되다

33  정답 ② ▶ 유형: 빈칸 추론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세계 주위에서 들리는 사건들에 너무 지나친 

관심을 두는 반면, 침묵의 기간은 간과한다. 이런 간과는 아이가 방 

안에서 갑자기 침묵에 빠질 때 모든 어머니가 지니는 분명한 직관의  

부재를 드러낸다. 어머니는 이런 침묵이 나쁜 어떤 것을 나타내며 그  

침묵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녀는 사악한 분위기

가 드리우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 위해 달려간다. 침

묵은 역사와 정치에서도 같은 역할을 한다. 침묵은 불행과, 종종, 범

죄의 신호이다. 그것은 무기에서 나는 소리나 집회에서의 연설과 같

은 종류의 정치적 도구이다. 그래서 독재자들과 점령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말없이 진행시키기 위해 기를 쓴다.

Solution   아이의 방안에 침묵이 흐르면 아이의 어머니는 무언가 좋지 않은 일

이 벌어진다고 전제를 하는데, 이는 정치와 역사에서도 같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② ‘자신들의 행동을 말없이 진행시키기’가 가장 적절하다.

① 선전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③ 역사를 왜곡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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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신들의 정치적 라이벌보다 더 많은 권력을 얻기

⑤ 자신들의 잘못을 정치적 라이벌을 압박하여 숨기기

구문 Solution   

1행_ People who write history pay too much attention to events 
heard round the world, while neglecting the periods of 
silence.

 문장의 주어는 People이며 동사는 pay이다. while neglecting ~은 분사구

문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접속사 while을 생략하지 않았다.

3행_ This neglect reveals the absence of that unfailing intuition 
that every mother has when her child falls suddenly silent in 
his/her room.

 앞의 that은 지시형용사이며, 뒤의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다. when ~은 

관계사절 안에 포함된 시간의 부사절이다.

Words  neglect[niglékt] 간과하다, 소홀히 하다   unfailing[ʌǹféiliŋ] 틀

림없는, 확실한   intuition[ìntjuːíʃən] 직관   signify[sígnəfài] 의미하다   

fulfill[fulfíl] 이행하다   clatter[klǽtər] 덜걱덜걱하는 소리   rally[rǽli] 대

회, 집회   tyrant[táiərənt] 폭군, 독재자   occupier[ákjupàiər] <-s> 점령군

(의 한 사람)   take pains 수고하다, 애쓰다

34  정답 ② ▶ 유형: 연결사 넣기

감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며 가변적일 수 있다. 융통성과 

이성적인 면이 덜한 격렬한 감정들은 더 건강하고 덜 변덕스러운 침

착한 감정들로 변할 수 있다. 따라서, 강한 격렬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을 더 약하거나 침착한 감정으로 변화시

키는 것이다.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의 사고와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

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변화시킴으로서 우리의 감정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한 감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한 가

지 간단한 방법은 그것을 재정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느

끼는 감정을 격분으로 명명하는 대신에, 그것을 짜증이나 성가심으로 

인정하라. 이 작은 걸음이 당신이 그 감정을 인지하는 방식을 변화시

키고 결과적으로 당신이 그것을 느끼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Solution   (A) 감정은 유동적이라서 격렬한 감정들을 침착한 감정들로 변화시

킬 수 있는데, 그 결과 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방법 중 한 가지는 그것을 약한 감정

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의 연결사 Thus가 알맞다.

(B) 감정을 재정의하는 것의 예로 격분을 짜증이나 성가심으로 간주하는 것이 제

시되었으므로, 예시의 연결사 For example이 알맞다.

구문 Solution   

4행_ Thus, one way to deal with a strong hot negative emotion 
is to change it into a weaker or cooler emotion.

 one way가 문장의 주어이고 is가 동사이다. to deal ~ emotion은 one 

wa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10행_ For example, instead of labeling the emotion you are 
feeling as fury, identify it as irritation or annoyance.

 you are feeling은 the emotion을 수식하는 관계사절로 you 앞에 목적 

격 관계대명사 that〔which〕이 생략되었고, identify는 명령문으로 쓰인 동사원형

이다.

Words  fluid[flúːid] 유동적인, 변하기 쉬운   adaptable[ədǽptəbl] 융통성

이 있는, 적응할 수 있는   rational[rǽʃənl] 이성적인, 합리적인   volatile 

[válətil] 변덕스러운   be related to ~와 관련이 있다   redefine[rìːdifáin] 

재정의하다   fury[fjúəri] 격노, 분노   irritation[ìrətéiʃən] 짜증   

annoyance[ənɔíəns] 성가심, 불쾌감   perceive[pərsíːv] 인지하다

35  정답 ④ ▶ 유형: 무관한 문장

미국의 선두적인 건축가인 Frank Lloyd Wright는 자신의 집들이 

건축하는 장소들과 자연적으로 조화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결과적으

로, 그는 몇 채의 ‘대초원 집’을 설계했는데, 그것은 길고 낮은 선들이 

평평한 대지의 평원을 반영했다. 벽돌, 돌, 그리고 자연 목재로 지어

진 그 집들은 그들의 배경과 비슷한 짜임새를 공유했다. 비교적 커다

란 창문들은 그 집들의 내부와 외부를 조화시키도록 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었다. (게다가, 에너지 효율이 좋은 창문들은 추울 때 열을 절

약해 주고, 더울 때 태양열을 줄여 주며, 원하지 않는 소리를 차단하

고,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인다.) Wright는 또한 그 건물들을 자연의 

일부처럼 더 보이도록 하기 위해 집들의 선과 공간들을 장식용화분에 

푸른 나무로 강조했다.

Solution   미국의 선두적인 건축가인 Frank Lloyd Wright가 주위의 환경

과 조화를 이루어 집을 건축하였다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

이 좋은 창문들의 경제성을 언급하는 ④는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구문 Solution   

3행_ Consequently, he designed several “prairie houses,” whose 
long, low lines reflected the flat earth plain.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는 선행사가 사람, 사물에 관계없이 쓰이며, 여기서는 

prairie houses를 선행사로 한다.

5행_ Built of brick, stone, and natural wood, the houses shared 
a similar texture with their backgrounds.

 Built ~ wood는 As they were built ~ wood를 분사구문으로 전환한 

것으로, Built 앞에 Being이 생략되어 있다.

Words  leading[líːdiŋ] 선두적인, 주요한, 탁월한   architect[áːrkətèkt] 건

축가   blend with ~와 조화되다   prairie[prɛə́ri] 대초원   plain[plein] 

평원   texture[téksʧər] 짜임새, 조직   energy-efficient 에너지 효율이 좋

은   allow in ~을 안으로 들이다   punctuate[pʌ́ŋkʧuèit] 강조하다   

greenery[gríːnəri] 푸른 나무   planter[plǽntər] 장식용 화분

36  정답 ④ ▶ 유형: 글의 순서

만약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동안, 자신을 아낌없이 바치면, 세상은 다

르고 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Azim에게 분명해졌다. 

(C)   어느 날 그가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공항 터미널에서 텔레비전

을 보고 있었을 때, 한 사제가 갓 태어난 쌍둥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쌍둥이 중 한 명이 병이 들었다. 쌍둥이들은 

병원 규칙에 따라 분리된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다. 

(A)   한 간호사가 쌍둥이들을 한 인큐베이터 안에 함께 두어야 한다고 

되풀이하여 제안했다. 의사들은 마침내 이것을 시도하기로 합의

했다. 쌍둥이들이 서로 접촉하게 되었을 때, 건강한 쌍둥이가 즉

시 병든 형제를 팔로 감았다. 

(B)   이런 본능적인 교환이 서서히 병든 쌍둥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되

찾도록 도왔다. 아기들의 가족과 의사들은 불가해한 사랑의 힘과 

주는 것의 놀라운 효력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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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주어진 글은 자신을 아낌없이 주면 세상은 다르고 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과 Azim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 일화가 이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

다. 따라서, 일화가 시작되는 (C)가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C)에서 쌍둥이 중 한 

명이 아파서 분리된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다는 것과 한 간호사가 이들을 함께 두

어야 한다고 제안한 (A)가 연결되며, 함께 둔 결과 쌍둥이들의 접촉이 이루어져 

병든 쌍둥이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B)가 마지막에 와야 한다.

구문 Solution   

1행_ The world can be a different and better place if, while you 
are here, you give of yourself.

 조건의 부사절(if절) 속에 시간의 부사절 while ~ here가 포함된 문장이다. 

yourself는 문장의 주어가 다시 목적어로 쓰여 재귀대명사를 사용했다.

13행_ One day when he was watching television at an airport 
terminal while waiting for a flight, a priest was sharing a story 
about newborn twins, one of whom was ill.

 while과 waiting 사이에는 <주어+be동사>인 he was가 생략되었다. one 

of whom은 and one of them(= newborn twins)를 관계대명사를 이용하

여 표현한 것이다.

Words  give of ~을 아낌없이 주다〔바치다〕   bring A into contact A를 

접촉시키다   put one’s arms around ~을 팔로 감다   instinctive 

[instíŋktiv] 본능적인   gradually[grǽdʒuəli] 서서히   regain[rigéin] 되

찾다, 회복하다   witness[wítnis] 목격하다   intangible[intǽndʒəbl] 불가

해한, 만질 수 없는   incredible[inkrédəbl] 믿을 수 없는, 놀라운   as per (이

미 결정된) ~에 따라

37  정답 ⑤ ▶ 유형: 글의 순서

인종의 생물학적 구성에서, 일정한 인종에 속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신

체적 모습을 만드는 구별이 분명한 유전 특성을 공유한다고들 한다. 

(C)   그래서, 사람들은 피부색, 머리색, 눈의 색, 머리 형태, 그리고 

혈액 집단을 토대로, 코카서스 인종, 흑인종, 또는 몽고인종으로 

경계가 정해진다. 때때로 심지어 지적인 특징들도 인종별로 다르

다고 주장되었다. 

(B)   그러나 세상의 유전자 풀은 단지 일반적 분류만이 구별될 수 있

는 정도로 혼합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순수 인종이라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A)   더욱이, 한 인종내의 차이점들도 때로는 인종 간의 차이보다 더 

크다. 예를 들어, 남부 인도의 많은 주민들은 대부분의 아프리카

계 미국인들보다 피부가 더 검다.

Solution   인종은 구별이 분명한 유전 특성을 공유한다는 주어진 글에 이어 그 

결과로 여러 인종으로 경계가 정해진다는 내용인 (C)가 이어지고, 연결사 

however를 사용하여 순수 인종은 없다는 반박의 내용인 (B)가 (C) 다음에 연결

된다. Moreover로 시작하여 같은 인종 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A)는 (B)의 보충 

설명 내용이므로 마지막에 와야 한다.

구문 Solution   

1행_ In the biological construction of race, people belonging to a 
given race are said to share distinctive gene characteristics that 
produce specific physical traits.

 belonging ~ race는 앞의 people을 수식하는 현재분사구이다. <주어 + be

동사 + 과거분사 + to부정사>는 <일반인 주어 + 동사 + that + 주어 + 동사> 또는 <It + be

동사 + 과거분사 + that + 주어 + 동사>로 전환할 수 있다.

9행_ Scientifically, however, the idea of a pure race is nonsense 
because the world’s gene pools are mixed to the point where 
only general groupings can be distinguished.

 전치사 of는 앞의 the idea와 동격을 이루어 ‘~이라는’의 의미를 지닌다. 

where는 장소의 관계부사로 선행사는 the point이다.

Words  distinctive[distíŋktiv] 구별이 분명한   gene[dʒiːn] 유전자   

characteristic[kӕriktərístik] 특질, 특성   trait[treit] 특색, 모습   

resident[rézədnt] 거주자   gene pool 유전자 풀(어떤 생물 종의 모든 개체

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전체)   distinguish[distíŋɡwiʃ] 구별하다   on the 

basis of ~에 기초하여

38  정답 ④ ▶ 유형: 문장의 위치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지을 때, 어미는 부러진 나뭇가지, 날카로운 

돌, 그리고 많은 다른 물건들로 시작한다. 그러나 그 다음 어미는 알

을 위해 두꺼운 모직, 깃털, 그리고 모피로 둥지를 편안하게 만든다. 

성장하는 새들이 날아다닐 나이에 이를 때 쯤, 둥지의 편안함은 그들

에게 떠나는 것을 꽤 꺼리게 만든다. 그때가 바로 어미 독수리가 ‘둥

지를 뒤엎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어미는 모피와 깃털의 두꺼운 카펫

을 뜯어내기 시작하여, 날카로운 돌과 나뭇가지들이 표면에 드러나게 

한다. 더 많은 깔짚이 뿌리째 뽑혀질 때, 둥지는 젊은 독수리들에게 

더 불편하게 된다. 드디어, 이것과 다른 재촉들이 성장하는 독수리들

에게 한 때 편안했던 둥지를 떠나게 하여 더 성숙한 행동으로 나아가

게 한다.

Solution   주어진 문장에서 어미가 두꺼운 카펫을 뜯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은 

전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즉, 주어진 문장 앞에는 둥지를 뒤

엎는 시기가 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뒤에는 뜯어내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

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7행_ By the time the growing birds reach flying age, the 
comfort of the nest makes them quite reluctant to leave.

 By the time은 시간의 접속사로 ‘~할 때 쯤’의 의미이다. 5형식으로 쓰인 동사 

make는 형용사 reluctant를 목적격보어로 취하고 있다.

13행_ Eventually, this and other urgings prompt the growing 
eagles to leave their once-comfortable nest and (to) move on to 
more mature behavior.

 <prompt + 목적어 + to부정사>의 구조로 ‘(목적어)을 ~하도록 시키다’라는 의미

이다.

Words  pull up 뜯어내다   fur[fəːr] 모피   branch[brænʧ] 나뭇가지   

reluctant[rilʌḱtənt] 꺼리는   stir up 뒤집다, 휘젓다   bedding[bédiŋ] 깔

짚   pluck up ~을 뿌리째 뽑다   eventually[ivénʧuəli] 드디어, 결국(은)   

urging[ə́ː rdʒiŋ] 재촉하기   mature[mətjúər] 성숙한

39  정답 ③ ▶ 유형: 문장의 위치

닭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쇠고기를 생산하는 것은 지구 표면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세계의 비옥한 농업용지의 거의 3분의 1이 식용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사용된다. 게다가, 늘어나는 육류 산업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물을 벌충하는 데 매우 유용한 열대 우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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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대한 초지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잘려진다. 하지만, 비록 이산화탄

소가 9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이산화탄소는 가축 농장의 주된 

부산물이 아니다. 아산화질소와 메탄가스가 각각 이산화탄소보다 온

실 효과에 300배와 23배 더 원인이 된다. 그리고 가축이 아산화질소 

배출물의 65 퍼센트와 메탄가스 배출물의 37 퍼센트를 차지한다. 국

제 연합은 가축 산업이 모든 온실 가스 배출물 중 18 퍼센트를 차지

한다고 결론내렸다.

Solution   주어진 문장에서 역접의 연결사 however로 보아 앞에는 가축 사

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언급되어야 하고, 뒤에는 이산화탄소가 주된 

부산물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이보다 더 큰 부산물의 내용이 이어져야 한다. 따

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5행_ Nearly a third of the world’s fertile agricultural land is 
used to grow feed grains.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나 분수가 쓰이면 그 뒤의 명사의 수에 동사의 수를 일치시킨다.

7행_ Besides, to serve the increasing meat industry, tropical 
forests ― which are very useful in compensating for CO2 

emissions ― are cut down to make room for vast grasslands.

 to serve ~ industry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목적을 나타내며, 

tropical forests가 주어이고 are cut down이 동사이다. which ~ 

emissions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다.

Words  byproduct[báipràdəkt] 부산물   livestock[láivstàk] 가축   be 

responsible for ~을 책임지다〔차지하다〕(= account for)   fertile[fə́ː rtl] 

비옥한   agricultural land 농업 용지   emission[imíʃən] 배출(물), 방출   

make room for  ~에 양보하다   ni t rous  ox ide  아산화질소   

respectively[rispéktivli] 각각   contribute to ~의 원인이 되다

40  정답 ② ▶ 유형: 문단 요약

여러분은 ‘신데렐라’와 ‘미녀와 야수’와 같은 낭만적인 동화를 즐기는

가? 만약 여러분이 소녀이면서 대답이 예라면, 조심하시오. 왜냐하

면, 만년에 종속적이 될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국의 

한 연구원이 발견한 것이다. Derby 대학의 Susan Darker-Smith
는 이것에 대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자신의 논문에서, 

Darker-Smith는 많은 학대 피해자가 유명한 아동문학 속의 등장인

물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이야기

들이 소녀들이 따라하려는 역할인 지배당하는 여성을 보여준다고 주

장했다. Darker-Smith는 “어릴 때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 온 소녀들

은 미래에 복종적인 관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고 말했다.

 

유명한 동화 속의 등장인물을 자신들의 역할 모델로 삼았던 소녀들은 

미래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Solution   많은 여성 학대 피해자가 유명한 아동문학 속의 등장인물을 따라했

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A)에는 ‘역할 모델(role model)’이, (B)에는 ‘순종하는

(obedient)’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7행_ In her paper, Darker-Smith said she found [many abuse 

victims identified with characters in famous children’s 
literature].

 many ~ literature는 동사 foun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9행_ She claimed that the stories show dominated women, 
whose roles girls tend to copy.

 주절이 과거시제임에도 종속절의 시제가 현재시제(show, tend)인 것은 현재의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whose roles ~ copy는 and girls tend to 

copy their roles로 바꿔 쓸 수 있다. 

Words  fairy tale 동화   be at risk of -ing ~할 위험성이 있다   

dominate[dámənèit] 지배하다   reveal[rivíːl] 밝히다, 드러내다   abuse 

[əbjúːs] 학대   victim[víktim] 피해자, 희생자   identify with ~와 동일시

하다   tend to ~하는 경향이 있다   copy[kàpi] 모방하다, 흉내 내다   

submissive[səbmísiv] 복종하는

41  정답 ④ 42  정답 ③ ▶ 유형: 장문의 이해

Holmes가 Lady Carfax 사건에서 관찰을 한 후에, 그는 “회색 빛 

아침에, 그 말이 내 마음에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야기 

‘얼룩 끈의 비밀’에서 Holmes는 범죄자를 제외하고 어느 다른 인물

보다 깊은 밤에 ‘낮고 맑은 휘파람 소리’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한다. 

Holmes가 자기의 눈이 본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는 소리의 ‘의미’를 꽤 훌륭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Holmes의 유명한 관찰들 중 하나는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은 우리가 

듣는 것만큼 정말 중요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그 관찰은 ‘실버 블레이즈’에서 야간에 개의 별

난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우리 대부분에게 개의 침묵은 매우 적은 것

을 암시할 것이지만, Holmes는 이 세부사항을 포착했다. 그 개는 

마구간에 계속 있었다. 비록 누군가가 마구간에 들어와서 말 한 마리

를 데려갔지만, 그 개는 짖지 않았다. Holmes는 그 한밤중의 방문

객은 그 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추측했다.

여러분의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육안으로 하는 관찰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만큼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의 육안으로 하는 

관찰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더 잘 듣는 것의 핵심은 의식적으로 연습

하는 것이다. 눈을 감지만 귀는 열어두어라. 인간이 만든 것이든 자

연에서 나온 것이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모든 다른 소리들에 주목

하라. 그런 연습이 여러분 주위 환경에 여러분을 더 잘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다.

Solution   41. Holmes의 예를 들어 우리가 듣고도 거의 알지 못하는 것을 

Holmes는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의식적으로 듣는 연습을 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으로 ④ ‘땅

에〔세상일에〕 귀를 기울여라!’가 가장 적절하다.

① 눈을 크게 떠라!

② 오감을 도구로 사용하라!

③ 내부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⑤ 육안으로 하는 관찰을 연습하라!

42. 야간에 개의 별난 사건은 바로 개가 마구간에 있을 때 누군가가 들어와서 말

을 데려갔는데도 짖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③ ‘침묵’이 

가장 적절하다.

① 공격 ② 충성 ④ 위치 ⑤ 모습

구문 Solution   

3행_ In another story, The Adventure of the Speckled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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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mes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a ‘low, clear whistle’ in 
the deep night better than any other figure, with the exception 
of the criminal.

 <비교급+than any other+단수명사>는 최상급 표현으로 ‘어느 다른 ~보다 더 

…한’의 의미이다.

11행_ One of Holmes’ famous observations reminds us that 
when we listen, it may be something that we don’t hear that 
proves just as important as something we do hear.

 첫 번째 that은 동사 reminds의 직접목적어를 이끄는 접속사이다. that we 

don’t hear과 that proves ~ hear는 선행사 something을 동시에 수식하

는 관계사절이다.

23행_ Just as important as developing your visual observation 
skills is improving your listening abilities.

 보어(Just ~ skills)가 문장의 앞으로 이동하여 <보어+be동사+주어>의 어순이 

되었다.

Words  observation[àbzərvéiʃən] 관찰   speckled[spékld] 얼룩이 있는   

figure[fígjər] 인물, 모습  with the exception of ~을 제외하고   

criminal[krímənl] 범죄자   attach[ətǽʧ] 붙이다   grasp[græsp] 파악하

다, 움켜쥐다   magnificently[mægnífəsntli] 훌륭하게, 멋지게   remind 

[rimáind]  상기시키다, 생각나게 하다   incident[ínsədənt]  사건   

suggestive[səgdʒéstiv] 암시하는, 시사하는   discern[disə́ː rn] 포착하다, 

분별하다   stable[stéibl] 마구간   visual observation 육안으로 하는 관찰   

as with ~처럼   consciously[kánʃəsli] 의식적으로   adjust[ədʒʌśt] 적

응하다, 조정하다

43  정답 ④ 44  정답 ③ 45  정답 ③ ▶ 유형: 복합 문단의 이해

(A)   Anne은 기억 상실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지원 단체의 

회원이었다. 그녀는 지원 단체에 가입하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을 했었다. 젊은 나이 때문에, Anne은 많은 퇴직 수당에 자격

이 없었다. 일은 그녀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Anne은 계속 직장

에 가서 전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어느 날 점심을 먹은 

후, Anne이 카페테리아를 나서고 있을 때, Anne이 한 동안 만

나지 못했었던 또 다른 직장 동료가 그녀에게로 걸어왔다.

(D)   그 사람이 멈춰서 Anne을 놀라면서 바라보았다. 그 직장 동료

는 그런 다음 “당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너

무 아파서 직장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라고 말했다. 

이것이 Anne이 듣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할 수 있다. 그

녀는 옛 친구가 그렇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할 것이라고 전혀 생

각하지 못했었다. Anne과 그녀의 친구들에게, Anne은 여전히 

‘직장에’ 속해 있었다. Anne의 친구들은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함께 하는 점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B)   Anne은 그 다음 지원 단체 모임에서 한 옛 친구로부터 받은 이 

부정적인 반응에 대하여 말했다. 여느 때처럼, 지원 단체의 회원

들은 그녀에게 충고와 격려를 제공했다. 그런 부정적인 사건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제안들 중 많은 것이 유머를 사용하는 것

을 포함했다. 한 단체 회원은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Anne
은 “그래, 나는 오늘 방금 집에서 나왔지만, 오늘 밤에 돌아갈 거

야.”라고 말할 것을 제안했다.

(C)   대부분의 단체 회원들은 Anne이 그 말이 그녀에게 상처를 입히

도록 하지 말고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제안했

다. 단체 회원들은 반응으로 유머를 사용하면 Anne의 직장 동

료에게 그녀의 말이 얼마나 부적절하고 상처를 입히는지를 보여

줄 것이라고 믿었다. Anne은 단체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매주 

점심을 위해 그녀의 친구들을 계속 만났다. Anne은 만약 상처

를 입히는 말이나 만남이 다시 발생하면 한 가지 반응으로서 유

머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Solution   43. (A) 마지막에 Anne이 한 동안 보지 못했던 옛 동료가 다가왔다

는 내용에, 그 사람이 Anne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하는 (D)가 이어진다. 

Anne이 지원 단체 모임에서 이런 내용을 말하고 회원들이 그런 부정적인 사건

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B)가 이어지며, Anne이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친

구들을 계속 만나기로 결정하는 (C)가 마지막에 와야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다.

44. (a), (b), (d), (e)는 이른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전 직장에 찾아가서 동

료들과 점심을 먹는 Anne을 가리키지만, (c)는 Anne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한 옛 직장 동료를 가리킨다.

45. 지원 단체에서 들은 충고를 받아들이고 매주 점심을 위해 친구들을 계속 만

나기로 결정(Anne took the advice of the group and continued to 

meet her friends for lunch every week.)했으므로 ③이 글의 내용과 일

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7행_ After one lunch, as Anne was leaving the cafeteria, 
another co-worker who Anne had not seen for some time 
walked up to her.

 as는 시간의 접속사로 ‘~할 때’의 의미이다. had not seen은 walked보다 더 

과거이므로 과거완료시제를 썼다.

14행_ Many of the suggestions on how to respond to such a 
negative incident involved using humor.

 문장의 주어는 Many ~ incident이고 동사는 involved이다. <how+to부

정사>가 전치사 on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20행_ Most group members suggested that Anne try not to let 
the remark hurt her and not to take it too seriously.

 suggested 다음에 이어지는 that절에서는 <(should+)동사원형> 형태가 나오

므로 try가 나왔다. try의 목적어로 not to let ~ her와 not to take ~ 

seriously가 병렬구조로 연결되었다.

22행_ The group members believed that using humor as a 
response would show Anne’s co-worker [how inappropriate 
and hurtful her remark was].

 that은 동사 believ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다. 

using ~ response는 동명사구로 that절의 주어 역할을 하며, how ~ was는 

간접의문문의 형태로 show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한다.

Words  support group 지원 단체   memory loss 기억 상실   

qualify[kwáləfài] 자격이 있다, 적임이다   retirement benefit 퇴직 수당   

workplace[wə ́ ːrkplèis]  직장, 업무 현장 co-worker 직장 동료   

response[rispáns] 반응   encouragement[inkə́ːridʒmənt] 격려   

suggestion[səɡdʒéstʃən]  제안   remark[rimáːrk]  말, 소견   

inappropriate[ìnəpróupriət] 부적절한   hurtful[hə́ː rtfəl] 상처를 입히는   

comment[káment] 말, 논평   in amazement 놀라서   assume[əsúːm] 

생각하다, 추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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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A  1. 저장하다   2. 팽창하다, 퍼지다  3. 다수  4. 조치를 취하다   

5. ~에 집중하다   6. (비율을) 차지하다  7. 충돌하다  8. 보존하

다  9. 과도하게  10. 참사, 재앙  11. 개입하다  12. 왜곡하다  

13. 억압하다  14. 인지하다  15. 서서히  16. 성숙한  17. ~을 

벌충하다  18. 지배하다  19. 파악하다  20. 분별하다

B  1. complicated   2. properly  3. income  4. classify

C   1. noticed  2. intervene  3. adjust, environment 

본문 p.2402 회

01 ⑤ 02 ②

대의 파악 본문 p.2501통합 유형

01  정답 ⑤ ▶ 유형: 주제 추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시간적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스스로에게 벌을 

내린다. 그들은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모든 게임을 삭제하고, 산책하

러 나가는 것을 중단하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그

렇게 되면 그들은 삶의 즐거움이 줄어들고 균형감이 적어져서 실제로 

작업 수행력은 감소하게 된다. 압박감을 받을 때 휴식에 좀 더 주의

를 기울이고 생활에 좀 더 열중함으로써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이를 위해 산책하기 위한 30분, 자신의 컴퓨터로 게임하기 위

한 10분 등과 같이 명확한 시한을 정하라. 휴식 시간 동안 여러분의 

정신은 보다 창의적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정신적으로 보다 더 건

강해질 것이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은 여러분에게 

남아 있는 시간에 매우 우수한 작업을 해내는 힘을 제공할 것이다. 

더 나아가, 어느 정도의 휴양을 갖는 것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줄인다.

Solution   시간적 압박을 받고 있을 때 휴식을 통해 창의성과 작업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한 스트레스 관련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글의 요지이다. 따라서 ⑤가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Words  work performance 작업 수행 능력, 근무 실적   break out of ~

에서 벗어나다   relaxation[rìːlækséiʃən] 휴식   define[difáin] 정하다, 규

정하다   break[breik] 휴식, 쉬는 시간   mentally[méntəli] 정신적으로   

guilt[gilt] 죄, 죄책감   remaining[riméiniŋ] 남아 있는

02  정답 ② ▶ 유형: 심경 추론

나는 자선 피크닉에 자원하였으며, 시간에 맞추어 그곳에 가야 했다. 

자선 단체의 회장인 Green 여사가 혼자서 이 월간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Lily는 “엄마, 오늘은 가고 싶지 않아요. 올해에 다섯 번 넘

게 참석했잖아요.”라고 투정을 부렸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식사를 했다. 나는 “Lily, 우리가 지난달에 Green 여사를 도와주기

로 약속했던 것 기억나지 않니? 가서 옷을 챙겨 입으렴.”이라고 말하

며 그녀를 재촉했다. 나는 문 옆에 서서 내 시계를 가리켰다. Lily는 

천천히 스웨터를 입고, “저는 여전히 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나는 인내심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너, Green 여사가 오늘 피

크닉을 위해 할 일이 많다는 것 모르니? 이제 네가 다른 사람들에 대

해 생각하기 시작할 때란다.”라고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한 문장씩 

말할 때마다 점점 커지고 있었다.

Solution   필자는 Green 여사에게 월간 자선 피크닉 행사 준비를 도와주기로 

약속해서 시간에 맞추어 행사장에 가야 하는데, 딸 Lily가 계속해서 가고 싶지 않

다며 시간을 끌자 인내심이 떨어지기 시작한 필자가 Lily를 재촉하고 있는 상황

이므로, 필자의 심경으로 ② ‘화가 나는, 짜증나는’이 가장 적절하다.

① 지루한 ③ 부러워하는 ④ 무관심한 ⑤ 기뻐하는

Words  charity[ʧǽrəti] 자선  (단체), 자비   urge[əːrdʒ] 재촉하다, 몰아대다   

pull on (옷을) 입다   patience[péiʃəns] 인내(력), 참을성

01 ⑤ 02 ② 03 ② 04 ④

  Actual TEST01통합 유형
본문 p.26 

01  정답 ⑤ ▶ 유형: 목적 추론

저는 우리 두 집 사이에 당신이 심은 상록수를 즐겨 왔습니다. 그것

들은 매우 매력적이고 우리의 양쪽 집에 사생활을 추가로 주었습니

다. 하지만 저는 나무들이 들어서기 전에 그곳에 야생화를 심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 고르지 못한 지역의 풀을 베는 데 어

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저는 야생화가 유지하는 데 더 쉬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이웃이었고, 저는 이 조경 문제를 제기

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저는 우리 관계를 너무 가치 있게 생각하여 

우리 사이의 어떤 갈등도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이것과 

우리 두 집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경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

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에 관하여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어 이번 주말 쯤에 당신과 만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Solution   필자의 옆집에서 두 집 사이에 상록수를 심었지만, 필자는 상록수보

다는 야생화를 심는 것이 관리하기가 더 쉬우므로 이것에 대한 것과 다른 조경 문

제들에 대하여 의논을 하자고 요청하는 글이다.

구문 Solution   

5행_ Because I’ve always had difficulty mowing that uneven 
area, I thought wildflowers would make it easier to maintain.

 <have difficulty -ing>는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의 의미이고, thought 

다음에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다. it은 가목적어이고, to maintain이 진목적어

이다.

Words  evergreen[évərgriːn] 상록수   additional[ədíʃənl] 추가의   

mow[mou] 풀을 베다, 잔디를 깎다   uneven[ʌníːvən] 고르지 못한   

maintain[meintéin] 유지하다, 관리하다   landscape[lǽndskèip] 조경, 경

치   conflict[kənflíkt] 갈등, 싸움   catch up with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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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답 ② ▶ 유형: 필자의 주장

비록 예술이 우리를 영원하게 만들 수 없지만, 그것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세상을 더 풍요로운 장소로 만든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사물을 보려고 노력해 왔다. 그들은 그림, 음악, 춤 

그리고 수많은 다른 형태의 표현을 통하여 세상을 더 좋은 장소로 만

들어 왔다. 그러나 때때로 화가, 음악가 그리고 작곡가들은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부유

한 사람들이나 큰 기업들이 예술을 지원하지만, 평범한 예술가들은 

좀처럼 얻기가 까다롭다. 이제 정부가 예술가들을 지원할 임무를 가

져야할 시기이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술의 감상은 삶을 가

치 있게 만드는 것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Solution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없으면 평범한 예술가들은 예술 작품을 만

들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부가 그 임무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문 Solution   

6행_ But sometimes it would be very hard for painters, 
musicians, and composers to create new work without 
financial support.

 it은 가주어이고, to create new work가 진주어이다. without은 가정법 과

거를 대신할 수 있으며, if it were not for 또는 were it not for(만약 ~이 없

다면)로 바꿔 쓸  수 있다.

Words  immortal[imɔ́ː rtl] 불멸의, 영원한   numerous[njúːmərəs] 수많은   

composer[kəmpóuzər] 작곡가   financial[finǽnʃəl] 재정적인   

appreciation[əprìːʃiéiʃən] 감상   worthwhile[wə́ː rθhwàil] 가치 있는

03  정답 ② ▶ 유형: 요지 추론

특정한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회사

들이 ‘밀어붙이기’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사용자들이 인터넷

에 접속할 때 자동적으로 개인의 취향에 맞춘 소식과 다른 정보를 사

용자의 컴퓨터로 전달한다. Nielsen Media Research와 같은 기구

들이 사용자들을 측정하고 추적하는 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을 개

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한 광고를 얼마나 많이 보고 그 사

람이 누구인지를 진단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으로 남아있다. 비록 

온라인 판매 촉진이 매혹적이고 세련될 수 있지만, 그것들은 완벽하

지 못하다. 잘 계획된 마케팅 혼합을 위해, 전문가들은 회사들에게 

인터넷을 다른 광고매체를 보충하는 것으로 사용할 것을 충고한다.

Solution   인터넷에 의한 판촉 행위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글이며, 마지막 문장

에서 인터넷을 다른 광고매체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충고로 보아, 이 글의 

요지로 ②가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1행_ To target specific Internet users, an increasing number of 
companies are using “push” technology.

 <a number of+ 복수명사>는 ‘많은 ~’이라는 의미로 복수 취급을 한다.

6행_ But it remains difficult to assess how many times the 
same person looks at an ad and who that person is. 

 remain은 상태의 계속을 나타내는 불완전 자동사로 뒤에 형용사 보어가 이어진

다. how ~ 이하와 who 이하는 둘 다 asses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Words  target[táːrgit] ~을 대상으로 하다   specific[spisífik] 특정한   

customize[kʌstəmàiz] 개인의 취향에 맞추다   enhance[inhǽns] 향상하

다, 질을 높이다   measurement[méʒərmənt] 측정, 측량   assess[əsés] 

평가하다, 진단하다   promotion[prəmóuʃən] 판매 촉진   sophisticated 

[səfístəkèitid] 세련된, 정교한   supplement[sʌpləmənt] 보충, 추가

04  정답 ④ ▶ 유형: 제목 추론

리얼리티 TV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의 한 장르이다. 그것은 전문 

배우들 대신에 보통 평범한 사람들을 다룬다. 최초의 리얼리티 TV쇼

는 ‘Expedition Robinson’이라 불려졌고 그것은 1997년 스웨덴에

서 방영되었다. 그 나라 인구의 절반이 그것을 시청했다. 2년 뒤 네덜

란드에서, 최초의 ‘Big Brother’ 시리즈가 촬영되었다. 다시, 이것은 

대 성공작이었고 최종 프로그램을 1천 5백만 명의 사람들이 시청했

다. 현재 세계 20여개국 이상에서 자신들의 TV 화면에 ‘Expedition 
Robinson’이나 ‘Big Brother’를 방영한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알려져 

있다. 그리고 리얼리티 TV는 대대적인 사업이 되었다.

Solution   리얼리티 TV의 등장과 성공을 다룬 글이므로 이 글의 제목으로는 

④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의 시작과 성공’이 가장 적절하다.

① 리얼리티 TV 프로그램과 그들의 영향력

②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③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성공의 이유

⑤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구문 Solution   

8행_ Now more than 20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Expedition Robinson or Big Brother on their TV screens.

 more than 20 countries가 문장의 주어이고 복수이므로, 동사도 복수동사 

have가 쓰였다.

10행_ The ordinary people who take part in the program are 
known to millions of people in their own countries.

 문장의 주어는 The ordinary people이고, who ~ program이 주어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며, 동사는 are이다.

Words  ordinary[ɔ́ː rdənèri] 평범한, 보통의   expedition[èkspədíʃən] 

탐험, 긴 여행   film[film] 촬영하다, 영화화하다   take part in ~에 참가하다   

be known to ~에게 알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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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답 ③ ▶ 유형: 목적 추론

친애하는 Blair 씨
제가 우리 고객들 중 어떤 분들이 주문할 때 현금 결제를 한다고 말

한다면, 저는 완벽하게 정직한 겁니다. 이것은 그분들에게 연체료를 

내야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덜어줍니다. 저는 이 방법을 귀하에게 

제안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번에는 귀하를 

우리의 신용 고객 명단에 올릴 방법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귀하로부터 수금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작년은) 아마도 나쁜 해였을 것이며, 우리는 상황이 곧 귀하를 위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귀하가 우리를 공급자로 고려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현금 주문 원칙으로 귀하와 거래를 하면 매우 기쁘겠습

니다.

John Martin으로부터

Solution   상대방이 물품을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작년

에 물품 대금을 받는 것이 힘들었다고 말하면서, 현금 주문 원칙으로 거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구문 Solution   

4행_ This relieves them of any anxiety about having to make 
late payment charges.

 <relieve A of B>는 ‘A에게서 B를 덜다’의 의미이다.

Words  charge[ʧáːrdʒ] 요금   credit[krédit] 신용   appreciate 

[əpríːʃièit] 감사하다   cash-with-order-basis 현금 지불 주문

19  정답 ③ ▶ 유형: 필자의 주장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단순하면서 쉬워 보이

는 것 또는 이전에 효과가 있었던 것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

은 돈, 자원, 아주 많은 친구들 또는 최신 기술과 그런 것들이 가져다

주는 이점을 축적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외부에 있다. 진정한 힘은 여러분 내부에 있는데, 이것은 

지식으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으며, 대개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물질적인 부는 

사라지고,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을 저버린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

음이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떤 힘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 

따라서, 물질적인 부를 모으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대신, 여러

분의 내적인 힘인 지식에 집중하라.

Solution   물질적인 부는 언젠가 없어질 수 있지만, 내적인 힘에 해당하는 지식

은 남들이 빼앗아갈 수 없으므로, 물질적인 부가 아닌 지식을 쌓는 데 집중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문 Solution   

1행_ In the search for success in life, people tend to rely on 
things that seem simple and easy or that have worked before.

 관계대명사 that이 이끄는 두 개의 절, that ~ easy와 that ~ before이 

things를 수식하고 있다.

Words  search[séːrʧ] 추구   tend to ~하는 경향이 있다   accumulate 

[əkjúːmjulèit] 축적하다   resource[ríːsɔːrs] 자원   material[mətíəriəl] 

물질적인   desert[dézərt] 버리다

20  정답 ⑤ ▶ 유형: 심경 추론

그것은 붉은 벽돌, 또는 붉었을 벽돌의 도시였다. 거기에는 서로 매

우 닮아 보이는 몇 개의 커다란 거리들이 있고, 훨씬 더 닮아 보이는 

많은 작은 거리들이 있었다. 거기에는 가난한 노동자로 붐비는 많은 

건물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Henry는 하루 종일 서서 무표정

한 얼굴로 일을 하곤 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살았다. 그는 

같은 시간에 같은 도로를 따라 걸어서,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

왔다 나갔다 했다. 그에게, 매일은 어제나 내일과 같았으며, 매 해는 

작년이나 내년과 같았다. 그는 그가 이 도시를 나갈 수 있으며 다르

게 살 수 있다는 꿈을 꾸지 않았다. 그는 단지 감옥의 죄수처럼 그곳

에 머물렀다.

Solution   Henry에게 하루하루는 의미 없고 똑같은 일상이며, 살고 있는 도

시를 떠나 다르게 사는 것을 꿈꿔 보지도 않았으며, 감옥의 죄수처럼 그 도시에 

살고 있다고 했으므로, 그가 자포자기한 상태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① 즐거운  ② 안도한  ③ 초조한  ④ 만족한

구문 Solution   

13행_ He just stayed there as if he were a prisoner in a jail.

 <as if + 가정법 과거> 구문으로 ‘마치 ~처럼’의 의미를 나타낸다.

Words  expressionless[ikspréʃənlis] 무표정한   look[luk] 표정

pavement[péivmənt] 포장 도로   counterpart[káuntərpàːrt] 상대물

21  정답 ② ▶ 유형: 요지 추론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그 숫자를 제시하는 방법은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08년, 미국 정부는 심각한 재정 문제가 있는 은행과 금융 기

관에, 7,000억 달러를 주었다. 그 숫자는 너무나 커서 우리 중 거의 

누구도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다. San Jose Mercury News의 기자

인 Scott Harris는 이 숫자를 그의 실리콘 밸리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에 대입했다. 즉, 7,000억 달러는 스타벅스의 3,500억 

잔의 라떼에 해당한다. 정부는 미국의 모든 남성, 여성 그리고 아이

에게 2,300달러의 수표를 써주거나, 2,300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무

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7,000억 달러라는 개념을 이

해할 수 없지만, 그들은 라떼와 대학 수업료는 안다. 이 숫자들은 구

체적이고 적절하다.

Solution   7,000억 달러라는 숫자는 너무나 커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우므

로 라떼의 가격이나 대학 수업료와 같은 구체적이고 타당한 상황 속에서 제시되

어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구문 Solution   

1행_ The bigger the number, the more important how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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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the number is.

 <the+비교급, the+비교급> 구문은 ‘~하면 할수록, 더욱 …하다’의 의미이다. 

Words  financial[finǽnʃəl] 금융의, 재정의   get one’s mind round 겨

우 이해하다   context[kántekst] 문맥, 상황   equivalent[ikwívələnt] 등

가물   grasp[græsp] 파악하다   tuition[tjuːíʃən] 수업료   specific 

[spisífik] 구체적인   relevant[réləvənt] 적절한

22  정답 ③ ▶ 유형: 제목 추론

Freud는 과거의 기억이 뇌 속에 저장된다고 믿었다. Proust의 삶에 

대한 이미지는 ‘순간들의 퇴적’인데, 이 순간들의 기억에 ‘발생한 모든 

것이 알려지지 않으며’ 마음속에 ‘봉인되어’ 남아 있다. 기록이나 저장

으로서의 이 기억의 개념은 우리에게 너무 친숙해서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처음에는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반대의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매일의 기억

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생각할 때 빠져나가고, 변화하며, 수정된

다. 어떤 두 명의 목격자도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어떤 기억도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지 않는다. 이야기가 반복되고, 절대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 이야기되지 않는다. 많은 실험을 통해서, ‘기억’이라

는 그런 실체는 없으며, 오직 ‘기억하는 것’이란 역동적인 과정만 있

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Solution   인간의 기억은 하나의 변하지 않는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

복될 때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으

로 ③ ‘우리의 변하기 쉽고 역동적인 기억’이 가장 적절하다.

① 컴퓨터 메모리가 작용하는 방식

②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언

④ 기억력 상실: 도움을 구해야 할 때

⑤ 거짓 기억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론

구문 Solution   

5행_ This notion of memory as a record or store is so familiar to 
us that we take it for granted and do not realize at first how 
problematic it is.

 <so ~ that …> 구문은 ‘너무나 ~해서 …하다’의 의미이고, <take ~ for 

granted> 구문은 ‘~을 당연하게 여기다’의 의미이다. 두 개의 대명사 it은 모두 

This notion ~ store를 가리킨다.

Words  store[stɔːr] 저장하다   sealed[siːld] 봉인한   notion[nóuʃən] 

개념   problematic[pràbləmǽtik] 문제가 되는   opposite[ápəzit] 반대

의   slip[slip] 빠져나가다   modify[mádəfài] 수정하다   witness[wítnìs] 

목격자   convince[kənvíns] 확신시키다   entity[éntəti] 실체   dynamic 

[dainǽmik] 역동적인

23  정답 ③ ▶ 유형: 주제 추론

Los Angeles에 있는 Sepulveda Veterans 병원의 신경생리학 연

구의 책임자인 Dennis McGinty는 동물들의 뇌가 너무 더워지면 

졸리게 되는 것을 지적한다. 우리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막대기가 

제공되면, 계속 깨어 있는 쥐들은 섭씨 10도 정도 온도를 올린다. 평

상시보다 더 더워지려고 시도하면서, 그 쥐들은 수면 유도 뉴런을 활

성화시키기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 현상은 또한 인간에게도 나타난

다. 주말에만 운동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운동하는 동안 체온을 높일

수 있는 잘 훈련된 운동선수는, 보통보다 한 시간 정도 더 오래 잔다. 

본질적으로, 체온의 상승은, 가급적 수면을 통해 몸의 신진대사를 느리

게 해서 뇌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열에 민감한 뉴런을 활성화시킨다.

Solution   체온이 상승하면 뇌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수면을 유도하는 뉴런

이 활성화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로 ③ ‘뇌를 식히는 수면의 

기능’이 가장 적절하다.

① 수면 부족의 해로운 영향

② 일반적인 수면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들

④ 숙면을 위한 이상적인 수면 온도

⑤ 다음날 활동하기 위한 최적의 수면의 양

구문 Solution   

4행_ When provided with a bar to increase cage temperature, 
rats that are kept awake raise the heat about 10 degrees 
Celsius.

 When과 provided 사이에 주어와 be동사인 they are이 생략되어 있다. 

that ~ awake는 앞에 나온 rats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다.

Words  chief[tʃiːf] 우두머리   neurophysiology[njùəroufiziálədʒi]  

신경생리학   cage[keidʒ] 우리   Celsius[sélsiəs] 섭씨의   activate 

[ǽktəvèit] 활성화하다   phenomenon[finámənàn] 현상   sensitive 

[sénsətiv] 민감한   metabolism[mətǽbəlìzm] 신진대사

24  정답 ④ ▶ 유형: 내용 일치

Kaplan 자선 벼룩시장

1.   이 행사는 무엇인가요?  

‘Kaplan 자선 벼룩시장’은 중고 물품 판매를 통해서 싱가포르 정

신 건강 협회를 위한 기금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언제 어디서 행사가 열리나요?  

벼룩시장은 2014년 8월 21일 목요일에 학생회관에서 열릴 것입니

다. 부스가 열리는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입니다.

3.   누가 판매할 수 있나요?

모든 Kaplan 학생들과 직원들이 자신의 물품을 팔기 위해 이 행

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벼룩시장의 구성은 어떤가요?  

•부스 소유자는 임대료로 10달러를 내야 합니다.  

•부스 소유자는 판매할 계획이 있는 물품 목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음식과 음료수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Solution   ‘Booth owners need to pay $10 as rental fee.’로 알 수 

있듯이 ④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구문 Solution   

15행_ Booth owners are required to submit a list of goods they 
plan to sell.

 <be required+to부정사> 구문은 ‘~할 것을 요구받다’의 의미이다. they 

plan to sell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which〕가 생략된 관계사절이다.

Words  charity[ʧǽrəti] 자선   flea market 벼룩시장   staff[stæf] 직원   

format[fɔ́ː rmæt] 구성, 형식   rental fee 임대료   submit[səbmít] 제출하다   

strictly[stríktli] 엄격하게   prohibit[prouhíbit] 금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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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답 ⑤ ▶ 유형: 내용 불일치

Summer Series Pool Party
행사 세부 사항

•날짜 / 시간 - 8월 30일, 16:00
•  장소 - WET 수영장  

길고 더운 여름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여름 수영장 파티로 훨

씬 더 뜨겁게 만들 예정입니다.

티켓

(8월 29일까지: $90 / 입구에서: $100)

1. 수영장 파티 입장과 애프터 파티 출입

2. 수영장에서 무료 청량음료 1잔

3. 애프터 파티에서 무료 청량음료 1잔과 샌드위치

조건

1. 12살 이상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2. 날씨가 나쁜 경우, 파티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Solution   날씨가 나쁘면 파티가 취소된다고(In case of bad weather, 

the party will be canceled) 했으므로, ⑤는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

는다.

구문 Solution   

5행_ It is going to be a long, hot summer and we are going to 
make it even hotter with our summer pool parties.

 <make + 목적어 + 목적격보어>의 구문이 쓰여 ‘~을 …하게 만들다’의 의미를 나타

낸다. even은 비교급을 수식하여 ‘훨씬’의 의미를 나타낸다.

Words  detail[ditéil] 세부 사항   access[ǽkses] 출입   complimentary 

[kàmpləméntəri] 무료의   term[təːrm] 조건   admission[ædmíʃən] 입

장   grant[ɡrænt] 수여하다

26  정답 ⑤ ▶ 유형: 도표의 이해

위의 도표는 학년에 따른 연방 빈곤 수준 이하 생활자와 이상 생활자

의 상습 결석생의 비율을 보여준다. 연방 빈곤 수준 이하로 생활하는 

아이들은 연방 빈곤 수준 이상으로 생활하는 아이들보다 상습 결석생

이 되기가 더 쉽다. 학년이 높을수록, 연방 빈곤 수준 이상으로 생활

하는 상습 결석생의 비율은 더 낮아진다. 연방 빈곤 수준 이상으로 

살고 있는 상습 결석생의 비율은 언제나 제시된 모든 학년에서 10퍼

센트 미만이다. 연방 빈곤 수준 이상과 이하로 살고 있는 상습 결석

생의 비율의 차이는 유치원에서 가장 크다. 연방 빈곤 수준 이하로 

살고 있는 3학년 상습 결석생의 비율은 1학년인 상대 학생들보다 두 

배 더 높다(→ 두 배 더 높지 않다).

Solution   연방 빈곤 수준 이하로 살고 있는 3학년 상습 결석생의 비율은 약 7

퍼센트이고, 1학년 상습 결석생의 비율은 약 14퍼센트이다. 따라서 연방 빈곤 수

준 이하로 살고 있는 1학년 상습 결석생의 비율이 3학년인 상대 학생들보다 두 

배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⑤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5행_ The higher the grade is, the lower the percentage of 
chronic absentees living above the FPL is.

 <the+비교급, the+비교급>의 구문은 ‘~하면 할수록, 더욱 …하다’의 의미이다.

Words  chronic[kránik] 상습적인   poverty[pávərti] 가난, 빈곤   

kindergarten[kíndərɡàːrtn] 유치원   federal[fédərəl] 연방의

27  정답 ③ ▶ 유형: 내용 불일치

stinking corpse lily(악취가 나는 시체 백합)는 썩는 고기 같은 냄

새가 난다. 그것은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그것은 오직 수

마트라 섬의 열대우림과 보르네오 섬의 말레이 제도에서만 자란다. 

이 꽃은 오직 일주일 동안만 만개한다. 대부분의 꽃과는 달리, 그것

은 잎이나 줄기가 없다. 대신, 그것은 Tetrastigma 덩굴의 목질 줄

기 안에서 자란다. 그 커다란 꽃봉오리는 색이 옅은 오렌지색 양배추

처럼 보인다. 이 ‘양배추’는 길이가 3피트이고 무게가 11kg인 거대한 

꽃이 된다. 하나의 암꽃은 씨를 400만개까지 생산하는데, 이것은 다

양한 동물들에 의해서 전파된다. 개미, 다람쥐, 딱정벌레 그리고 파

리들이 이 씨를 나르는 경향이 있다. 씨는 또한 야생 돼지와 아시아 

코끼리의 발 밑에 달라붙는다.

Solution   이 꽃은 다른 꽃들과는 달리 잎이나 줄기가 없다고(Unlike most 

flowers, it has no leaves or stems.) 했으므로, ③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

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9행_ A single female flower produces up to four million seeds, 
which are spread by several different animals.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가 앞에 나온 four million seeds를 선행사

로 받는다.

Words  stinking[stíŋkiŋ] 악취가 나는   corpse[kɔːrps] 시체   decaying 

[dikéiŋ] 썩는   flesh[fleʃ] 살, 고기   endangered[indéindʒərd] 멸종 위

기에 처한   in full bloom 만개한   stem[stem] 줄기   cabbage[kǽbidʒ] 

양배추

28  정답 ③ ▶ 유형: 문법성 판단

오랫동안, 고대에서부터 18세기까지, 많은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단지 또 다른 경제 제도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18세기와 

19세기에, 유럽과 미국의 몇몇 사람들이 노예제도의 악덕과 부당함

을 공격했고, 마침내 노예제도가 나쁘다는 것을 그들의 동포들에게 

확신시키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영국, 프랑

스, 그리고 미국과 같은 나라는 노예를 들여오는 것을 중단했으며, 

이것은 대서양 노예 무역의 빠른 쇠퇴로 이어졌다. 나중에 이는 노예

제도 자체의 폐지로 이어졌다. 1800년대 중반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스페인어 권 나라들의 대부분이 노예제도를 폐지했다. 길고 피투성이

의 남북전쟁 후에, 미국은 1866년에 노예제도를 폐지했다.

Solution   (A) 등위접속사 and에 의해 앞에 나온 동사 attacked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사 began이 적절하다.

(B) 노예를 들여오는 일을 멈추었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importing이 나

와야 한다. ‘~을 중단하다’의 의미는 <stop -ing> 구문으로 나타낸다.

(C) 18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이므로, 과거

완료가 쓰여야 한다.

구문 Solution   

7행_ Afterwards, slowly, one by one, countries like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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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ai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stopped importing 
slaves, which led to the quick decline of the Atlantic slave 
trade.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는 앞에 나온 절을 선행사로 받고 있다.

Words  antiquity[æntíkwəti] 고대   slavery[sléivəri] 노예제도   

arrangement[əréindʒmənt] 제도   immorality[ìmərǽləti] 악덕, 사악   

injustice[indʒʌśtis] 부당함   convince[kənvíns] 확신시키다   decline 

[dikláin] 쇠퇴   abolition[ӕ̀bəlíʃən] 폐지

29  정답 ③ ▶ 유형: 어휘 의미 파악

이민은 종종 사람들이 떠나는 국가에게 있어서 심각한 손실을 의미하

는데, 특히 그들이 나라의 가장 지적이고 재능 있는 시민인 경우 그

렇다. 그들 자신의 나라에게는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들에게 기회가 더 좋고 삶의 질이 더 높은 장소로 옮기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다. 가난한 나라에 있어서 특정한 문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더 부유한 나라로 일하러 갈 때이다. 예를 들어, 부유한 

나라가 이미 자격을 갖춘 외국인 의사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자신

의 시민들을 훈련시키는 데 드는 돈을 소비한다(→ 절약한다). 따라

서 호주와 같은 나라들은 주로 교육받고, 기술이 있으며, 부유한 사

람들만을 이민자로 받아들인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들이 떠나는 

나라는 대체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Solution   이미 자격을 갖춘 의사들이 이민자로 유입된다면, 그 나라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시민에게 사용할 돈을 절약하게 될 것이므로, ③의 

spends를 saves로 고쳐야 한다.

구문 Solution   

3행_ In spite of the loss to their own country, it is very tempting 
for highly qualified, professional people to move to a place 
where the opportunities are better and the standard of living is 
higher.

 it은 가주어이고, to move 이하가 진주어이며, for highly qualified, 

professional people은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낸다.

Words  emigration[èmigréiʃən] 이민   represent[rèprizént] 의미하다   

intelligent[intélədʒənt] 지적인   talented[tǽləntid] 재능 있는   

tempting[témptiŋ] 매력적인   qualified[kwáləfàid] 자격을 갖춘   

immigrant[ímigrənt] 이민자   replacement[ripléismənt] 대체

30  정답 ① ▶ 유형: 지칭 추론

아빠는 야구에 별 관심이 없었기에, 나는 그와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었다. 내 생각에 그것이 내가 McNamara 씨 주위에서 많은 시간

을, 특히 봄부터 여름이 끝날 때까지 보낸 한 가지 이유인 것 같다. 

나는 이른 오후에 그의 뒷마당에 가곤 했으며, 그가 그의 정돈된 정

원에서 일을 할 때 우리는 이야기하고 라디오로 야구 경기를 듣곤 했

다. 때때로, 아빠가 우리 뒷마당에 나타나서 내가 그와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볼 때, 나는 약간 죄책감을 느끼곤 했지만, 아무래도 나는 

McNamara 씨와 경기 그리고 우리의 대화를 함께 했다. 이제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그와 함께 보낸 날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

복했다고 생각한다.

Solution   ①은 야구에 관심이 없었던 필자의 아빠를 가리키지만, ②, ③, ④, 

⑤는 모두 Mr. McNamara를 가리킨다.

구문 Solution   

8행_ Sometimes, when my father appeared in our backyard, 
and watched me talking with him, I would feel a little bit 
guilty, ~.

 지각동사 watch의 목적격보어로 현재분사인 talking이 쓰였다.

Words  hang around 시간을 보내다, ~에 드나들다   tidy[táidi] 정돈된   

guilty[ɡílti] 죄책감이 드는

31  정답 ① ▶ 유형: 빈칸 추론

너무나 단순한 비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 당시 변호사였던 

Herb Kelleher는 그의 고객 중 한 명인 Rollin King을 만났다. 

King은 작은 전세 비행기를 갖고 있었다. 그는 주요 중심부를 피하

고, 대신 Dallas, Houston, San Antonio에 취항하는, 낮은 비용

의 통근 항공사를 시작하고 싶었다. King은 세 개의 원을 그렸고, 그 

원의 안에 도시의 이름을 적었으며, 이 세 개를 연결했는데, 기본적

이고 이해하기 쉬운 비전이었다. 이 분명한 비전 덕분에, Kelleher
는 즉시 이해했다. Kelleher는 법률 고문으로 사인했으며, 이 두 사

람은 1967년에 Southwest Airlines를 설립했다. King과 

Kelleher는 계속해서 비행 여행을 재고안했으며, Southwest 
Airlines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회사 중 하나로 만들었다.

Solution   세 개의 원을 그리고, 그 원에 도시의 이름을 적고, 각 원을 연결해서 

보여준 비전은 기본적이고 이해하기 쉬웠는데, King이 그린 이 분명한 그림을 

본 후 Kelleher가 계약서에 서명했고, 그로 인해 훌륭한 회사를 만들 수 있었으

므로 빈칸에는 ① ‘단순한’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② 전통적인 ③ 복잡한

④ 이익이 되지 않는 ⑤ 구식의

구문 Solution   

13행_ ~ make Southwest Airlines one of the most admired 
companies in the world.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명사>는 ‘가장 ~한 것 중 하나’라는 의미이다.

Words  charter[ʧàːrtər] 전세계약; 전세 낸   commuter[kəmjúːtər] 통

근자; 통근 항공의   hub[hʌb] 중심   reinvent[riːinvént] 재고안하다

32  정답 ⑤ ▶ 유형: 빈칸 추론

1700년대 말에, 영국 작가인 Adam Smith는 ‘국부론’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Smith는 개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경제 결정을 내리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방임주의라는 이 생각은 매우 인

기를 얻게 되었다. 경제를 통제하던 오래된 법률들 중 상당수가 폐지

되었다. 새로운 자유는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것을 도왔으며, 막대한 

새로운 부를 창출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몇몇 공장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상황을 만들었다. 그들의 고용주들은 자유방임주의의 신봉자

들이었다. 그들은 공장 노동자들을 위해 상황을 더 좋게 만들 법률에 

반대해 싸웠는데, 노동자들에게 얼마를 줄지 또는 그들이 하루에 몇 

시간 일해야 하는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분명한 

이유로, 자유방임주의라는 사상은 노동자들보다 고용주들 사이에서 

더 인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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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자유방임주의는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에게 형편없는 대우를 해도 정

부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여, 노동자들보다 고용주들이 선호했으므로 빈칸에 들어

갈 말로 ⑤ ‘노동자들보다 고용주들 사이에서 더 인기가 있었다’가 적절하다.

① 호의적인 방식으로 경제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

②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③ 정부와 고용주들의 힘을 제한했다

④ 노동자들과 고용주들 둘 다에게 강한 지지를 받았다

구문 Solution   

10행_ They fought against laws that would make things better 
for factory workers ,  saying  that  it  was none of  the 
government’s business how much their workers were paid or 
how many hours a day they worked.

 saying 이하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it은 가주어이고, or로 연결

된 두 개의 간접의문문 how much ~ paid와 how many ~ worked가 진

주어이다.

Words  publish[pʌ́bliʃ] 출판하다   abolish[əbáliʃ] 폐지하다   spur 

[spəːr] 촉진시키다   harsh[haːrʃ] 가혹한   obvious[ábviəs] 분명한

33  정답 ① ▶ 유형: 빈칸 추론

누구도 이익이 없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여러분이 만약 Steve 
Jobs에 주목한다면, 그가 더 나은 생활에 대한 전망을 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Apple이 2007년 초에 iPhone을 출시했을 때, 

CNBC 기자인 Jim Goldman은 Jobs에게 “왜 iPhone이 Apple
에게 그렇게 중요한가요?”라고 물었다. Jobs는 주주 가치나 시장 점

유에 관한 토론을 피했다. 대신, 그는 “iPhone은 전체 전화 산업을 

바꿀 것이고 단순히 전화를 거는 것보다 매우 훨씬 강력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짜 브라우저를 가진 인터

넷, 진짜 이메일, 그리고 Google Maps의 최고의 실행을 담고 있습

니다. iPhone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생활에 더 가깝게 가져오며, 

사용하기 10배는 더 쉽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의 청중들이 

iPhone이 있는 생활이 어떨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Solution   Steve Jobs가 iPhone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의 경제적

인 측면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iPhone이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언

급했으므로, 빈칸에 ① ‘그가 더 나은 생활에 대한 전망을 판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② 그는 그의 고객들이 돈을 절약하는 것을 돕다

③ 그의 상품이 전 세계에서 크게 성공하다

④ 그의 생각은 단순함과 편리성에 집중한다

⑤ 그는 상품의 세세한 기능을 설명한다

구문 Solution   

13행_ He induced his audience to think about what life with an 
iPhone would be like.

 <induce + 목적어 + to부정사> 구문은 ‘~가 …하도록 유도하다’의 의미이다. 의문

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think about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Words  benefit[bénəfit]  혜택, 이익   launch[lɔːnʧ]  출시하다   

shareholder[ʃԑə́rhòuldər] 주주   implementation[ìmpləməntéiʃən] 

실행   stuff[stʌf] 것, 요소

34  정답 ① ▶ 유형: 연결사 넣기

심리학 교수인 K. Anders Ericsson 박사는 다른 직업의 일류 성취

자뿐만이 아니라, Michael Jordan과 같은 최고의 운동선수들을 연

구해 왔다. Ericsson은 최고 성취자들은 신중한 연습을 통해 자신의 

기술을 다듬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더 나아지기

를 바라면서 단지 여러 번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그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피드백을 요구하며,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

안 나아지려고 노력한다.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몇 번이고 특정한 

기술을 연습한 역사상 위대한 성취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어려

운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Winston Churchill도 수백 만 명의 영

국인들을 고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신중하게 연습했다. 그는 중

요한 의회 연설 전에 여러 날 동안 연습하곤 했다. 그가 너무나 철저

히 연습해서 즉흥적으로 연설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Solution   (A) 최고 성취자들은 단순히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를 정하여 신중하게 노력한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Instead가 들어가는 것이 가

장 적절하다.

(B) 노력하는 성취자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에 대한 예를 들고 있으므로, For 

example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9행_ It is not hard to name great achievers in history who 
practiced specific skills again and again over many, many 
years.

 It은 가주어이고, to name 이하가 진주어이다. 관계대명사 who는 앞에 나온 

great achievers in history를 선행사로 받는다.

Words  psychology[saikálədʒi] 심리학   a walk of life 직업   refine 

[riːfáin] 다듬다   deliberate[dilíbərət] 신중한   specific[spisífik] 특정한   

continually[kəntínjuəli] 계속해서   strive[stráiv] 노력하다   inspire 

[inspáiər] 고무〔격려〕하다   parliamentary[páːrləméntəri] 의회의   

thoroughly[θə́ː rouli] 철저히   extemporaneously[ekstèmpəréiniəsli] 

즉흥적으로

35  정답 ④ ▶ 유형: 무관한 문장

유럽 예술가들은 현실적인 스타일로 작업하는 전통을 발전시킨 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추상 미술 형태라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었다. 몇

몇 미국 원주민 예술가들도 또한 추상적인 스타일로 작업한다. 

Navajo 인디언 예술가들은 유화, 수채화, 또는 어떤 종류의 젖은 재

료도 사용하지 않는 추상 미술을 한다. 예술가들의 재료가 으깬 숯, 

으깬 바위와 모래이므로 그들의 예술 작품들은 모래 그림이라고 불린

다. 그 예술가들은 수백 개의 전통적인 디자인 중 하나에 따라서, 이런 

재료들을 땅에 부어서 모래 그림을 만든다. (특정한 종교 의식을 제외

하고, Navajo 인디언들은 얼굴이나 몸에 색을 칠하지 않았다.) 상상

할 수 있듯이, 일단 재료들이 부어지면 어떤 실수든 고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일은 섬세한 작업이다.

Solution   Navajo 인디언들의 추상적인 모래 그림에 대한 설명 가운데, 이 

인디언들이 특정 종교 의식을 제외하고 얼굴과 몸에 색을 칠하지 않는다는 ④는 

글의 흐름과 무관하다.

구문 Solution   

13행_ It is a delicate task to make this kind of artwork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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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you can imagine, once the materials are poured it is very 
hard to correct any mistakes.

 It은 가주어이고, to make 이하가 진주어이다. as you can imagine은 삽

입절이며, once는 조건의 접속사로 사용되어 ‘일단 ~하면’의 의미를 나타낸다.

Words  abstract[æbstrǽkt] 추상적인   crush[krʌʃ] 으깨다   charcoal 

[ʧáːrkòul] 숯, 목탄   ceremony[sérəmòuni] 의식   delicate[délikət] 섬

세한

36  정답 ③ ▶ 유형: 글의 순서

Livingstone은 단칸방에서 7명의 아이들 중 하나로 키워졌다. 아이

였을 때, 그는 가족을 도와야 했고 방적 공장에서 일해야 했다. 다른 

공장 아이들과 함께, 그는 야간 학교에 다녔다. 

(B)   그들 중 어떤 아이들은 너무나 피곤해서 잘 수밖에 없었지만, 

Livingstone은 자주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했다. 

(C)   그의 기독교적 교육 때문에, 그는 중국의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

했다. 그는 Glasgow에 있는 Anderson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

했다. 여기서 그는 겨울 동안 의학을 공부했다. 

(A)   그리고 그는 여름에는 공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중국의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의 원래 계획은 ‘아편 전쟁’의 발발 때문에 

실패했는데, 이는 그가 중국에 가는 것을 막았다.

Solution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공장 아이들과 함께 야간 학교에 다녔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 야간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인 (B)가 나와야 한다. 야간 학교 

이후에 대학에서 학업을 지속했다는 내용의 (C)가 나온 후, 대학을 다니면서 품고 

있던 꿈이 좌절되었다는 내용인 (A)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구문 Solution   

9행_ Some of them were so tired that they could do little else 
but sleep but Livingstone studied hard, often until very late at 
night.

 <so ~ that …>은 ‘너무나 ~해서 …하다’의 의미이다. <do little else but+ 

동사원형>은 ‘~밖에 하지 않다’의 의미로 여기서 but은 ‘~을 제외하고’를 뜻한다.

Words  rear[riər] 기르다   mill[mil] 공장   missionary[míʃənèri] 선교

사   outbreak[áutbrèik] 발발   opium[óupiəm] 아편   upbringing 

[ʌṕbrìŋiŋ] 양육

37  정답 ⑤ ▶ 유형: 글의 순서

다른 종류의 생물체는 그들의 세포에 다른 종류의 염색체를 갖고 있

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생명체에서 부모와 자손은 언제나 같은 수

와 같은 종류의 염색체를 갖는다. 

(C)   예를 들어, 모든 초파리 세포는 초파리 염색체 4쌍을 갖고 있고, 

모든 고양이 세포는 38쌍의 고양이 염색체를 갖고 있으며, 모든 

가재 세포는 200쌍의 가재 염색체를 갖고 있다. 

(B)   여러분은 아마도 200쌍의 염색체 쌍을 갖고 있는 가재 세포가 

23쌍을 갖고 있는 인간 세포보다 더 복잡한지 궁금할 것이다. 

생물체의 염색체 쌍의 수는 그것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A)   생물체의 복잡성을 결정하는 것은 염색체 안의 지시 전달 물질

의 양과 복잡함이다. 그 지시 전달 물질은 DNA라고 불린다.

Solution   같은 종류의 생물체는 같은 수와 종류의 염색체를 갖는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 그에 대한 예가 제시되는 (C)가 나와야 한다. (C)에서 제시된 염색체의 

수가 생물체의 복잡함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시되는 (B)가 이어진 후, 이

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A)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구문 Solution   

5행_ It’s the amount and complexity of the instruction-carrying 
material in the chromosome that determines the complexity of 
the organism.

 <I t  is  ~ that> 강조 구문이 사용되어 the amount ~ in the 

chromosome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determines의 의미

상 주어에 해당한다.

Words  organism[ɔ ́ːrɡənìzm] 생물체   offspring[ɔ ́ːfsprìŋ] 자손   

complexity[kəmpléksəti] 복잡성   instruction[instrʌ́kʃən] 지시   

crayfish[kréifìʃ] 가재   fruit fly 초파리

38  정답 ② ▶ 유형: 문장의 위치

Chaplin은 ‘Little Tramp’라고 불리는 등장인물을 연기했는데, 그

는 많은 곤란함을 겪지만 영화가 끝날 때에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가

난하고, 수줍고, 운이 나쁜 작은 사람이다.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

은 웃지만, 동시에 그를 응원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언제나 재난에서 

다시 일어서고 희망을 잃지 않기 때문이었다. Chaplin이 사람들을 

웃기는 반면, 그의 많은 코미디는 또한 그들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Modern Times’라는 영화에서 여러분은 현대적인 조

립 라인에서 일하는 Chaplin을 보고 웃을 것이다. 물론, 조립 라인

은 물건을 빠르고 싸게 생산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은 또

한 똑같은 지루한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일지를 생각한다.

Solution   주어진 문장은 Chaplin의 영화가 웃기지만 생각할 거리를 준다는 

내용이므로, 이 내용에 대한 예가 제시되는 부분 앞에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Modern Times’라는 영화를 통해 이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문장 앞인 ②

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13행_ Watching the movie, you also think about what it may be 
like to perform the same tedious task over and over.

 Watching 이하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it은 가주어이고 to 

perform 이하가 진주어이다.

Words  character[kǽriktər] 등장인물   bounce back 다시 회복하다   

disaster[dizǽstər] 재앙   assembly line 조립 라인   tedious[tíːdiəs] 

지루한

39  정답 ③ ▶ 유형: 문장의 위치

보통 여러분은 한 회사가 좋은 물건을 만들기에 그 상품의 판매로 생

기는 결과인 이익을 나누고 싶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 그러나 미

국 회사들이 높은 이익을 내서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르던 1920년대에, 

사람들은 주식 가격에 도박을 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익을 나누

기 위해서 한 회사에 투자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 팔기 위해서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들이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했다는 것이다. 2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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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에 주식은 위험할 정도로 폭등했다. 그러고 나서 전체 주식 시장

은 마침내 터져서 주식 가격은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Solution   주어진 문장이 Instead(대신)로 시작하고 주식의 가격이 올랐을 때 

팔기 위해서 주식을 산다는 내용이므로 사람들이 더는 회사의 이익을 나누기 위

해서 회사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문장 다음인 ③에 들어가야 한다.

구문 Solution   

10행_ The problem was they were willing to pay much more 
for stocks than they were really worth.

 was 뒤에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다. 

<more ~ than>의 비교급 구문이 쓰였고, than 뒤의 they는 stocks를 지칭한다.

Words  stock[stak] 주식   normally[nɔ́ː rməli] 보통   profit[práfit] 이

익   gamble [ɡǽmbl]  도박하다   in f la ted [ in f lé i t id]  폭등한   

burst[bəːrst] 터지다

40  정답 ② ▶ 유형: 문단 요약

우리는 우리와 동물을 분리하는 것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일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적이라는 환상을 

유지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황을 침착하고 명백하게 통제된 상태로 

유지하게 도와준다. 우리의 마음은 일상을 따르고 있을 때 상당히 강

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라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하면, 우

리의 이성은 사라진다.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초조해하고 혼란스러워 

하며 압박에 반응한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감정적인 존재라는 것

을 보여준다. 알려진 적이나 예상치 못한 동료에게 공격을 받으면, 

우리의 반응은 분노, 슬픔, 배신의 감정에 지배받는다. 대단한 노력

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성적으로 반응한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은 다

음 공격이 지나기까지 좀처럼 지속되지 않는다.

 

역경에 처했을 때, 당신은 당신의 이성이 감정보다 더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Solution   우리는 자신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성이 아닌 감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 (A)와 (B)에

는 각각 ‘이성(rationality)’과 ‘감정(emotion)’이 들어가야 한다.

구문 Solution   

13행_ Only with great effort can we respond rationally ― and 
our rationality rarely lasts past the next attack.

 only가 포함된 부사구가 문장 앞으로 나가면서 조동사 can과 주어 we가 도치되

었다.

Words  separate[sépərèit] 분리하다   reason[ríːzn] 판단하다   illusion 

[ilúːʒən] 환상   rational[rǽʃənl] 이성〔합리〕적인   apparently[əpǽrəntli] 

명백하게   adverse[ædvə́ː rs] 불리한   vanish[vǽniʃ] 사라지다   pressure 

[préʃər] 압력, 압박   dominate[dámənèit] 지배하다   betrayal[bitréiəl] 

배신

41 정답 ③  42 정답 ⑤ ▶ 유형: 장문의 이해

그리스에서, 모든 마을과 도시는 독립적인 긍지와 자신만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도시에 따라 이름 붙여졌기에, 여러분

은 아테네의 솔론, 사모스의 피타고라스, 그리고 아브데라의 데모크

리토스 등등이라고 부를 것이다.

도시 국가를 뛰어넘는 인류라는 개념을 가진 최초의 그리스 사람은 

몇몇 철학자들이었다. 아테네의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10년경에 어

떤 나라에 속하냐는 질문을 받자, “나는 아테네도 아니고, 심지어 그

리스도 아닌 세계의 사람이다”라고 말했다고 알려진다.

반세기 후에, 같은 질문을 시노페의 디오게네스에게 했다고 전한다. 

그는 또한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리스어로 ‘세계

의 시민’은 ‘cosmopolitis’이고, 영어로 cosmopolitan이다.

한동안, 알렉산더 대왕은 ‘cosmopolitan’이라는 개념을 붙잡고 나

라의 구분이 완전히 없는 제국을 건설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젊어서 죽었고, 그의 제국은 무너졌으며, 세계주의라는 기회도 무너

졌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모든 나라가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단어를 사용한다.

Solution   41. 그리스인들은 보통 출신 도시를 긍지와 정체성의 근간으로 여겼

으나, 몇몇 철학자들이 자신을 도시나 국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닌, 세계인으로 인

식했다는 데서 세계주의의 기원을 알려주는 글이다. 따라서 제목으로 ③ ‘그리스

에서의 ‘세계주의’라는 개념의 등장’이 가장 적절하다.

① 그리스 철학자의 위대함

② 그리스 시민의 정체성

④ 세계주의의 변화된 의미

⑤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제국을 세운 방법

42.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테네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닌, 세계인이라고 했으므

로 빈칸에 ⑤ ‘도시 국가를 뛰어넘는 인류라는 개념을 갖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

하다.

① 자신의 정체성을 자부하다

② ‘cosmopolitan’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려고 노력하다

③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다

④ 자신의 도시와 나라에만 전념하다

구문 Solution   

7행_ On being asked, about 410 B.C., to what country he 
belonged, Socrates of Athens is reported to have said, “I am 
not of Athens, nor even of Greece, but of the world.”

 On being asked는 as soon as he was asked로 바꿔 쓸 수 있다. 

what ~ belonged는 to의 목적어로 쓰인 의문사절이다.

19행_ But he died young, his Empire fell apart, and so did any 
chance of cosmopolitanism.

 <so + 동사 + 주어>는 ‘~도 역시 그렇다’는 뜻을 나타내며 any chance of 

cosmopolitanism fell apart, too의 의미이다.

Words  identity[aidéntəti] 정체성   philosopher[filásəfər] 철학자   

cosmopolitan[kàzməpálətn] 세계주의의   grasp[ɡræsp] 붙잡다   

empire[émpaiər] 제국   distinction[distíŋkʃən] 구분   wipe out 쓸어

버리다, 없애다   fall apart 무너지다

43 정답 ③  44 정답 ①  45 정답 ② ▶ 유형: 복합 문단의 이해

(A)   Eva의 엄마는 그녀에게 “Eva, 장난감을 줍고, 더러운 옷을 바구

니에 갖다 넣어라.” 또는 “여기 와서 소파에 앉아 부츠를 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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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와 같이 지시하곤 했다. Eva는 첫 번째 일을 반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녀가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는 그녀의 오빠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려고 옆길로 샜다.

(C)   “얼마나 여러 번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야 하니?”라고 그

녀의 낙담한 엄마가 소리쳤다. “너는 내 말을 결코 듣지 않는구

나!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절대 이해하지 못해!”라고 그녀는 

계속 말하면서, Eva의 엉덩이를 빠르게 때린다. 어느 날 Eva가 

“엄마가 원하는 일을 못하겠어요!”라고 되받아 칠 때까지 이 일

은 계속되었다. 그녀의 엄마는 그녀가 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

였다. 그녀는 자신의 지시를 하나의 단순한 명령으로 한정해 봐

야겠다고 결심했다.

(D)   “Eva, 부츠를 가져오렴,”이라고 그녀가 간단하게 요구했다. Eva
는 곧장 그녀의 분홍색과 흰색 부츠 쪽으로 가서 그것들을 엄마

에게 가져왔고, 엄마는 기뻐서 손뼉을 쳤다. “내가 요구한 일을 

해 주어서 매우 고맙다!” 조금 후에, 그녀는 Eva에게 그녀의 코

트를 입으라고 요구했다. Eva가 그녀의 요구를 완수했을 때, 그

녀는 다시 Eva를 칭찬했다.

(B)   Eva의 엄마는 자신의 딸을 위협하고 그녀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중단할 수 있어서 기뻤다. 그녀는 Eva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들이 잘 지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딸에게 하는 지시의 숫자를 늘렸고, Eva
에게 한 번에 세 개의 지시를 하기 전에 한 번에 두 개의 지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의 분명한 언어와 칭찬은 그녀가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었다.

Solution   43. 엄마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Eva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

는 (A) 다음에, 이로 인한 갈등과 엄마 자신이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하는 내용인 

(C)가 이어져야 한다. 엄마의 달라진 지시와 이로 인한 Eva의 변화한 모습을 보

여주는 (D)가 (C) 이후에 나오고, 전체 글의 결론에 해당하는 (B)가 마지막으로 오

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44. (a)는 Eva를 가리키지만, (b), (c), (d), (e)는 모두 엄마를 가리킨다.

45. 엄마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Eva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기(She 

realized that listening to Eva’s feelings was crucial to their 

getting along.) 때문이므로 ②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8행_ Eva’s mother was delighted that she could stop 
threatening and screaming at her daughter.

 stop 다음에 두 개의 동명사가 목적어로 쓰여 ‘~을 중단하다, 그만두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9행_ She realized that listening to Eva’s feelings was crucial to 
their getting along.

 that절의 주어로 동명사구인 listening to Eva’s feelings가 쓰였다. 동명사

구 주어는 단수 취급하므로 단수 동사 was가 이어진다.

23행_ She decided to try limiting her directions to one simple 
command.

 <try -ing> 구문이 쓰여 ‘시험 삼아 ~해보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Words  direction[dirékʃən] 지시   hamper[hǽmpər] 바구니   couch 

[kauʧ] 소파   halfway[hǽfwèi] 중간에   lose track of ~을 잊다   

wander[wándər] 옆으로 빗나가다   threaten[θrétn] 위협하다   scream 

[skriːm] 소리 지르다   crucial[krúːʃəl] 중요한   frustrated[frʌśtreitid] 낙

담한   yell[jel] 소리치다   swift[swift] 빠른   spank[spæŋk] (벌로 엉덩이

를) 찰싹 때리다   command[kəmǽnd] 명령   clap[klæp] 손뼉 치다   

request[rikwést] 요구

REVIEW
A  1. 축적하다  2. 포장 도로  3. 구체적인  4. 확신시키다  5. 현상   

6. 허가하다  7. 폐지  8. 대체  9. 유도하다  10. 노력하다   

11. 발발  12. 지루한  13. 이성적인  14. 구분  15. 금지하다  

16. 무료의  17. 다시 회복하다  18. 위협하다  19. 상대물   

20. 신진대사

B 1. relieves  2. submit  3. represents  4. refine

C 1. tend to  2. guilty  3. realistic, abstract

본문 p.3603 회

18 ④ 19 ⑤ 20 ① 21 ⑤ 22 ⑤ 23 ③ 24 ③ 25 ③ 

26 ④ 27 ③ 28 ② 29 ⑤ 30 ① 31 ⑤ 32 ② 33 ② 

34 ⑤ 35 ④ 36 ④ 37 ② 38 ③ 39 ③ 40 ③ 41 ② 

42 ② 43 ② 44 ④ 45 ⑤

독해 기본 모의고사04회제
본문 pp.37~45

18  정답 ④ ▶ 유형: 목적 추론

길고 힘든 선거 운동이었는데, 이것은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겸허하

게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나의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습니

다. 우리는 우리의 성과를 강조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매우 건

설적인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강한 지지를 받는 것이 저에

게 대단한 위안이며 동시에 저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

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기 위해 싸워왔던 발전이 우

리 도시에서 분명히 계속되게 하고 싶습니다. 시의회의 의원으로 일

하게 될 기회를 얻게 되어 자랑스러우며 여러분의 지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느 때처럼 저는 매일 제 사무실에서 여러분을 만날 

시간이 있으며, 제가 도움이 된다면 언제나 자유롭게 전화하세요.

Solution   필자는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으로 ④가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1행_ It has been a long, tough campaign, which makes me feel 
so grateful and humbled.

 which ~ humbled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가 이끄는 관계사절

로 앞 절을 부연 설명한다. 사역동사 makes의 목적격보어로 원형부정사인 feel이 

쓰였다.

Words  campaign[kæmpéin] 선거 운동   grateful[ɡréitfəl] 감사하는   

humbled[hʌ́mbld] 겸허한   gratitude[ɡrǽtətjùːd] 감사   positive 

[pázətiv] 건설적인   highlight[háilàit] 강조하다   address[ədrés] 다루다   

City Council 시의회   assistance[əsístəns] 도움,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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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답 ⑤ ▶ 유형: 필자의 주장

토론 중인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의 사용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분명한 예시의 부족은 작가가 말하려고 하

는 요점을 독자들이 오직 어렴풋이 이해하게 할 수도 있다. 더 나쁜 

것은, 독자들이 자신만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예시를 가져오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들은 형편없거나 심지어 작가가 의도했던 것과

는 다른 생각으로 그들을 유도할 수 있다. 작가가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므로, 그들은 자신의 글의 명료성을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작가들은 좋은 예시를 고안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러면, 글은 더 재미있어지고, 또한 독

자의 관심을 끌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Solution   작가가 자신의 글 속에서 토론되고 있는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독자

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예시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의 주장으로 ⑤가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7행_ These might do the job poorly or even lead them to an idea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intended by the author.

 different ~ author는 형용사 different가 이끄는 형용사구로 앞에 나온 

idea를 수식하며 different 앞에 which is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that은 

앞에 나온 명사 idea를 받는 대명사이다.

Words  illustrate[íləstrèit] 설명하다   vague[veiɡ] 애매한   supply 

[səplái] 공급하다, 보충하다   intend[inténd] 의도하다   clarity[klǽrəti]  

명료성   devise[diváiz] 고안하다

20  정답 ① ▶ 유형: 글의 분위기

넓은 어깨를 가진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한 한 육중한 남자가 식단표

를 한 번 보고 그 식당의 상석에 자리를 차지했다. 많은 손님들이 도

착하기 시작하고 수행하는 수석 웨이터들이 맞이하여 테이블로 안내

했다. 석쇠가 서서히 살아났다. 식당은 꽃과 조각품으로 장식되었고,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악이 연주되고 있었다. 사방에 대단한 활기가 

있었다. 아래층에 있는 주방 안에서는 종업원들이 고함을 쳤다. 웨이

터들은 식당 주위를 분주하게 움직이며, 주문을 받고 팔과 손으로 신

호를 보내고 있었다. 접대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다. 나는 붉은 얼

굴의 식당 주방장인 Jean에 의해 디저트를 나르는 식기대에 배정되

었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고 주문을 점검하며 방해가 되지 않도

록 하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홀 한 쪽 끝에서 식기대를 지키며 서 있

었다.

Solution   꽃과 조각품으로 장식된 홀에 손님들이 가득 차 있으며 음악이 연주

되고 주방에서는 종업원들이 고함을 치고 웨이터들이 주문을 받고 접대가 최고조

에 달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 글의 분위기로 ① ‘축제 분위기이고 활기찬’이 가

장 적절하다.

② 고요하고 평화로운 ③ 슬프고 우울한 ④ 신비롭고 이상한 ⑤ 놀랍고 무서운

구문 Solution   

11행_ I was assigned to a sweet trolley by Jean, the red-faced 
buffet chef, and told to guard it with my life, check the orders 
and keep out of the way.

 assigned와 told가 was에 연결되어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guard, 

check, keep이 접속사 and에 의해 told to에 병렬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tell + 목적어 + to부정사> 구문이 <be told + to부정사>의 수동태로 쓰였다.

Words  glance[ɡlæns] 흘끗 보다   escort[éskɔːrt] 수행하다, 호위하다   

sculpture[skʌĺpʧər] 조각품   service[sə́ː rvis] 종업원, 접대   roar[rɔːr] 

고함치다   bustle[bʌsl] 분주하게 움직이다   signal[síɡnəl] 신호를 보내다   

rise to a crescendo 최고조에 달하다   assign[əsáin] 배정하다, 할당하다   

sweet trolley (레스토랑에서) 디저트를 나르는 식기대   keep out of the 

way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다

21  정답 ⑤ ▶ 유형: 요지 추론

임원들은 그들의 상품이 다른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 통계로 발표를 채우려고 노력한다. 통계는 뒷받침하는 핵심을 제

공하지만, 지속적인 효과는 없다. 한번은 유기 농산물에 관한 발표를 

보았다. 그것은 한 농부가 등장해서 “제가 전통적인 농장에서 일을 

했을 때, 집에 오면 아이들이 저를 안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샤워를 해야 했고, 제 옷은 세탁해야 했습니

다. 오늘 저는 들판에서 바로 나와서 아이들을 안을 수 있는데, 그 이

유는 제 몸에 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지루했

다. 몇 년 후에, 이 회사가 제시했던 통계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

만, 그 이야기는 기억한다.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야기이

지, 확실한 정보나 숫자가 아니다.

Solution   예전에 본 발표에서 기억나는 부분은 통계가 아닌 한 농부의 이야기

라고 했으므로, 이 글의 요지로 ⑤가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13행_ What remains in our memory is a story ― neither hard 
facts nor numbers.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What ~ memory)이 문장의 주어로 사용

되었다. <neither A nor B>는 ‘A도 아니고 B도 아닌’의 의미이다.

Words  executive[iɡzékjutiv] 임원   statistics[stətístiks] 통계   

organic produce 유기 농산물   conventional[kənvénʃənl] 전통적인   

toxic[táksik] 독성의   recall[rikɔ́ː l] 상기하다   hard facts 확실한 정보

22  정답 ⑤ ▶ 유형: 제목 추론

식단이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몇 연구가 있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식단과 여드름 사이의 상당한 연관성을 

분명하게 발견하였다. 바람과 파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천천히 해변 

절벽을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사는 장기에서 세포 수준에 이

르기까지 우리의 육체적인 안녕을 형성하고 그것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여드름과 같은 

신체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을 믿는 것은 어리석다. 식

단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것

이다. 식단은 우리의 피부 상태와 여드름을 포함한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여드름은 수년 동안 잘못된 음식 선택으로 인해 천천

히 형성되고 만들어진 문제의 발현이다.

Solution   식단은 여드름을 포함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몸을 형성한

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으로 ⑤ ‘당신의 식단이 당신의 몸과 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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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형성한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여드름: 젊음의 상징

② 체중 증가가 여드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③ 여드름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④ 새로 개발된 여드름 치료 약물

구문 Solution   

4행_ In the same way that the wind and waves shape beach 
cliffs slowly over time, ~.

 that ~ time은 관계부사 that이 이끄는 관계부사절로 앞에 나온 way를 수식

한다.

Words  acne[ǽkni] 여드름   significant[siɡnífikənt] 상당한   cliff[klif] 

절벽   organ[ɔ́ː rɡən] 장기, 기관   cellular[séljulər] 세포의   absurd 

[æbsə́ːrd] 어리석은   primary[práimeri] 1차적인   manifestation 

[mӕnəfistéiʃən] 표현, 표시   dietary[dáiətèri] 음식의

23  정답 ③ ▶ 유형: 주제 추론

성별 고정관념 즉 남자 또는 여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문화에 의해

서 영향을 받고 역사를 통해서 변화해 왔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성장

하면서, 여러분은 이러한 성별 고정관념을 습득해 왔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분홍색은 소녀를 위한 것

이고, 파란색은 소년을 위한 것이다.” 아마도 여러분은 그 생각을 들

어 본 적이 있을 것이며 그것에 동의했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인가? 

1989년에 New York Times가 보도했듯이, 우리의 오래된 가정 중

의 하나인 “분홍색은 소녀를 위한 것이고 파란색은 소년을 위한 것이

다.”는 예전에는 반대였다고 한다. 제1차 세계 대전 전에는 소년들이 

분홍색을 입는 반면에 소녀들이 파란색을 입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에야 비로소 분홍색 및 파란색과 두 성별의 오늘날의 연계가 일반

화되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생각들이 시대마다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Solution   남자 또는 여자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이 영구적

인 것이 아니라,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시대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내용의 글이므

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성별 고정관념의 변화 가능성’이다.

① 오래된 속담에 담긴 삶의 지혜

② 전쟁이 유행 색에 미치는 영향

④ 일반적인 성별 고정관념의 위험성

⑤ 남성 옷과 여성 옷의 차이점

구문 Solution   

6행_ Chances are you have heard the idea and agreed with it.

 <Chances are (that) ~>은 ‘아마도 ~일 것이다’의 의미이다.

11행_ Only after World War II did today’s connection of the 
two genders with pink and blue become common.

 Only를 포함한 부사구가 문장 앞으로 나가면서, <조동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도치되었다.

Words  gender[dʒéndər] 성별   stereotype[stériətàip] 고정관념   

comment[káment] 말, 언급   assumption[əsʌ́mpʃən] 가정, 가설   

connection[kənékʃən] 연관   changeability[ʧèindʒəbíləti] 변화 가능성

24  정답 ③ ▶ 유형: 내용 일치

Stevenson 학교 여름 캠프

올해는 Stevenson 학교 여름 캠프에 참가할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선

택권이 있습니다.

5주 캠프

(투숙 야영객과 주간 야영객 대상)

■   낮에만 캠프에 참가할 사람들과 거주하면서 캠프에 참가할 사람을 

위한 5주 캠프의 체크인과 등록이 2015년 6월 15일까지 완료되어

야만 합니다.

■    500달러의 조기 등록 할인은 2015년 3월 15일까지 이용 가능합

니다.

1주 미니 캠프

(주간 야영객 대상)

■   주간 야영객들을 위한 세 번의 1주 미니 캠프 기간은 다음과 같은 

주에 제공됩니다: 7월 7~11일, 7월 14~18일, 7월 21~25일.

■ 미니 캠프의 각각의 주에 참가하는 비용은 600달러입니다.

온라인 등록

■ 등록 양식은 6월 15일까지 완료되어서 반납되어야 합니다.

■ 버스 운송은 필요하다면 추가 비용을 내고 이용 가능 합니다.

Solution   ‘An early registration discount of $500 is available 

until March 15, 2015.’라고 했으므로, ③이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구문 Solution   

20행_ Bus transportation is available for an additional fee if (it 
is) needed.

 접속사 if로 시작하는 종속절에서 주어와 be동사인 it is가 생략되어 있다.

Words  option[ápʃən] 선택(권)   resident[rézədənt] 투숙객; 거주하는   

registration[rèdʒistréiʃən] 등록   available[əvéiləbl] 이용 가능한   

session[séʃən] 기간   enrollment[inróulmənt] 등록   transportation 

[trӕnspərtéiʃən] 운송   additional[ədíʃənl] 부가적인

25  정답 ③ ▶ 유형: 내용 불일치

여름 밤 야외 영화 축제

QUAD의 여름 밤 야외 영화 축제가 올 여름, 2015년 7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돌아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축제는 고전 영

화와 현대 영화를 특색으로 합니다.

티켓

•  할인된 ‘조기 할인’ 가격인 10.50파운드로 미리 예약하세요. (어떤 

영화든 상영 6주 전까지 미리 구입하는 경우)

•  조기 할인 가격은 언제든 4명 이상의 단체 예약에도 이용 가능합니

다.

•  조기 예매 기간 이후에 일반 티켓은 한 사람 당 한 영화에 12파운

드입니다. 

•5살 미만의 아이들은 무료입니다.

•  일반 티켓은 각각의 장소나 온라인에서 예매 가능하지만, 조기 할

인 티켓은 온라인에서만 예매할 수 있습니다.

Solution   상영 6주 전까지 예매할 경우 조기 할인이 적용되어 10.50파운드라

고(Book in advance at a discounted ‘early bird’ rate of £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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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므로, ③이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8행_ if (they are) purchased up to six weeks in advance for any 
screening

 if가 이끄는 종속절에서 주어와 be동사인 they(= tickets) are가 생략되어 있다.

Words  outdoor[áutdɔ̀ː r] 야외의   contemporary[kəntémpərèri] 현대

의, 동시대의   screening[skríːniŋ] 상영   in advance 미리, 사전에   

purchase[pə́ː rʧəs] 구매하다   standard[stǽndərd] 일반적인   venue 

[vénjuː] 장소

26  정답 ④ ▶ 유형: 도표의 이해

위 도표는 198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미국에서 연구에 사용된 동물

의 수를 동물 별로 보여준다. 도표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구에 사용

된 동물의 전체 수는 주어진 기간 동안 꾸준히 줄어들었다. 1980년

의 것과 비교하면, 2010년에 미국에서 영장류의 사용은 반 이상으로 

줄었다. 2000년에 연구에 사용된 고양이의 수는 개의 수와 거의 같

았다. 연구에 사용된 고양이의 수는 1980년에서 1990년에 극적으로 

감소했다(→ 거의 변동이 없었다). 연구에 사용된 영장류의 수는 언

제나 다른 동물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

Solution   1980년에 연구에 사용된 고양이의 수와 1990년에 사용된 고양이

의 수는 거의 변동이 없으므로, ④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10행_ The number of primates used for research was always 
much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s combined together.

 that은 대명사로 앞에 나온 The number를 대신한다. combined 

together는 과거분사구로 앞에 나온 others를 수식한다.

Words  period[píːəriəd] 기간   primate[práimeit] 영장류   halve 

[hæv] 반감하다   decline[dikláin] 줄어들다, 감소하다   dramatically 

[drəmǽtikəli] 극적으로   combine[kəmbáin] 결합시키다

27  정답 ③ ▶ 유형: 내용 일치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희귀한 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Gold of Kinabalu Orchid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희귀한 꽃 10
개의 목록에 들어 있다. 그것은 희귀성과 아름다움 때문에 매우 비싼 

가격에 팔린다. 그 아름답고, 빨간색 점이 있는 긴 초록색의 꽃잎을 

자랑하면서, 이 보석은 Malaysia의 Kinabalu 국립공원에서만 발견

된다. 한 장소에서만 발견된다는 사실 말고도, 이것을 기르는 것은 매

우 어렵고 오랜 과정이 걸린다. 이 꽃은 4월과 5월 사이에만 자라며, 

꽃이 마침내 피기 전에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희귀해서 비싸기 때문

에, 이것은 ‘Kinabalu의 황금’이라는 명칭을 얻었다.

Solution   Malaysia의 Kinabalu 국립공원에서만 발견된다(this gem is 

found only in the Kinabalu National Park in Malaysia)고 했으므

로, ③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7행_ Aside from the fact that it is found only in one place, 
growing one is extremely difficult and takes a long process.

 that ~ place는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the fact와 동격을 이룬다. 동

명사구인 growing one이 문장의 주어이며 단수 동사 is와 takes가 and에 의해 

병렬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Words  rare[rɛər] 희귀한   extremely[ikstríːmli] 극단적인   rarity 

[rԑə́rəti] 희귀함   boast[boust] 자랑하다   petal[pétl] 꽃잎   spot[spat] 

반점   aside from ~ 외에는   process[práses] 과정   bloom[bluːm] 개

화, 꽃

28  정답 ② ▶ 유형: 문법성 판단

소크라테스는 글을 통해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글을 우리의 기억력이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를 상기하

는 것을 도와주는 방법으로만 생각했다. 그는 씌어진 글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력을 훈련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의 아이러니는 플라토와 같은 그의 제

자들이 글로 그의 생각을 보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한 

그의 생각을 아마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글이 우리를 두

뇌의 생물학적 한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세대를 넘어 생각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심지어 중세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

히 글이 기억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암기를 보조하기 위한 것

이라고 믿었다.

Solution   ① help의 목적격보어 자리에 원형부정사인 recall이 나왔다.

❷ <make + 목적어 + 목적격보어> 구문은 ‘~를 …로 만들다’의 의미로, 목적격보

어 자리에 부사 lazily가 아닌 형용사 lazy가 나와야 한다.

③ 문장의 보어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나왔다.

④ preserve는 동사 free와 조동사 could에 병렬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⑤ <be meant + to부정사> 구문은 ‘~은 …하기 위한 것이다.’의 의미이다.

구문 Solution  

6행_ The irony of this is that we probably would not know his 
thoughts about this topic if his pupils such as Plato had not 
preserved them in writing. 

 <If + 주어 + had + 과거분사 ~, 주어 + 조동사 과거형 + 동사원형>의 혼합가정법이 쓰

였다.

Words  pass on 전하다   recall[rikɔ́ː l] 상기하다   pupil[pjúːpəl] 제자   

biological[bàiəládʒikəl] 생물학적인   preserve[prizə́ːrv] 보존하다   

generation[dʒènəréiʃən] 세대   replace[ripléis] 대체하다   aid[eid] 돕다

29  정답 ⑤ ▶ 유형: 어휘 의미 파악

학생들은 가능한 가장 좋은 점수를 얻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은 많은 학생들의 삶에서 중요한 초점이고, 이것

은 어떤 학생들이 앞서가기 위해서 부정행위에 의존하는 이유를 설명

해 준다. 최근의 연구에서, 미국 고등학생의 61퍼센트 그리고 대학생

의 32퍼센트가 전년도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했

다. 연구자들은 10년마다 행해진 다른 일반적인 조사가 부정행위가 

지난 30년 동안 증가해 온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 조사

는 또한 거짓말과 흔한 부정직의 상당한 증거도 발견했다. 만약 이런 

명백한 추세가 멈춘다면(→계속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사회의 우울

한 미래일 것이다.

Solution   ⑤의 this apparent trend는 부정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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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부정행위가 늘어가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암울해질 것이므로 ⑤

의 ends는 continues 등으로 고쳐 써야 한다.

구문 Solution   

8행_ Researchers have pointed out that other general surveys 
done at ten-year intervals have found (that) cheating has been 
on the rise for the past thirty years.

 과거분사구 done at ten-year intervals가 앞에 나온 surveys를 수식한다. 

cheating ~ years는 동사 have found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절로 

cheating 앞에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Words  pressure[préʃər] 압력   focus[fóukəs] 초점   resort[rizɔ́ː rt]  

~에 의존하다   cheat[ʧiːt] 부정행위하다   get ahead 앞서다   survey 

[sərvéi] 조사   previous[príːviəs] 이전의   interval[íntərvəl] 간격   

considerable[kənsídərəbl] 상당한   evidence[évədəns] 증거   trend 

[trend] 추세   consequence[kánsəkwèns] 결과

30  정답 ① ▶ 유형: 지칭 추론

Karen이 난독증 진단을 받았을 때, 그녀의 부모는 깊이 실망했다. 

그러나 그들은 감정을 숨기고, 그녀를 위로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영국 여배우인 Keira Knightley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녀는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첫 세 편의 영화에서 Elizabeth 
Swann역으로 유명하다. 그녀는 또한 수많은 연기상에 지명되었고,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가 난독증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

지 않다. Karen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으며, 그녀의 부모에

게 그녀가 오디션을 보는 동안 대사를 읽는 것이 어렵다면, 어떻게 

여배우가 되었냐고 물었다. 그들은 그녀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

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동력이 되어 준 것은 여배우가 되고 싶다는 

그녀의 열망이었다고 대답했다.

Solution   ①은 여배우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Karen을 가리키지만, ②, ③, 

④, ⑤는 난독증을 극복하고 여배우가 된 Keira Knightley를 가리킨다.

구문 Solution   

7행_ However, the fact that she is dyslexic is not well-known.

 that ~ dyslexic은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앞에 나온 the fact와 동

격을 이룬다.

11행_ They replied that it was her desire to be an actress which 
became her driving force to work much harder in overcoming 
her problems.

 <it was ~ that> 강조 구문으로 that 대신 which가 사용되었다.

Words  diagnose[dàiəgnòus] 진단하다   frustrated[frʌśtreitid] 실망한, 

좌절한   comfort[kʌḿfərt] 위로하다   nomination[nàmənéiʃən] 지명   

line[lain] <-s> 대사   driving force 동력   overcome[òuvərkʌḿ] 극복

하다

31  정답 ⑤ ▶ 유형: 빈칸 추론

요가가 여러분의 체중을 줄이는 것을 돕는 한 가지 방식은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돕는 것이다. 여러분이 거대한 작업 부하를 

짊어지고, 수지를 맞추고, 가족을 돌보는 것과 같은 다수의 요구에 

직면할 때, 여러분은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스트

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만들고, 코티솔이 몸 속에서 분비될 때, 여

러분은 먹고 싶어진다. 코티솔은 스트레스로 지쳤을 때 계속 간식에 

손이 가게 만드는 ‘스트레스로 인한 먹기’의 원천이다. 요가는 고대의 

명상적인 신체 운동 기술이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방법인데, 이것은 요가가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돕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가는 해로운 코티솔을 없앰

으로써 여러분을 날씬하게 유지시킨다. 

Solution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분비하

는데, 이 호르몬 때문에 계속해서 먹게 되며 요가는 스트레스를 줄여 주어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요가가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

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 ⑤ ‘스트레스를 줄이다’가 들어가는 것이 가

장 적절하다.

① 잠을 자다  ② 균형을 잡다  ③ 운동하다  ④ 화합하다

구문 Solution   

7행_ it makes you want to eat

 사역동사 makes의 목적격보어 자리에 원형부정사인 want가 쓰였다.

Words  multiple[mʌ ́ l təpl]  다수의   demand[dimǽnd]  요구   

shoulder[ʃóuldər] 짊어지다   workload[wə́ː rkloùd] 작업 부하   make 

ends meet 수지를 맞추다   stressed out 스트레스가 쌓인   release 

[rilíːs] 분비하다   meditative[médətèitiv] 명상적인   relax[rilǽks] 긴장

을 풀게 하다   eliminate[ilímənèit] 제거하다

32  정답 ② ▶ 유형: 빈칸 추론

팀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한 가지 요소는 팀의 이상적인 크기이다. 

여기, 팀 안에서의 동기 부여에 대한 연구는 매우 구체적이다. 이 연

구에 따르면, 팀을 너무 크게 만드는 것보다 약간 적은 수의 구성원

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너무 많은 인원이 있는 팀은 그들의 노력

을 조정하는 데 더 어려움(예를 들어, 공통적인 회의 시각을 정하는 

것)이 있을 뿐 아니라, 집단적으로 일할 때 그들의 노력을 감소시키

는 경향이 있다. 한 팀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팀이 얼마나 커야 하는 

지를 정할 때, 그들은 종종 팀을 너무 크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사람

들이 집단이 더 커질수록 그들 자신의 노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경향은 조직이 인원

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지 않은 팀을 만들려고 노력할 때 다루어야 

할 일이다.

Solution   팀을 너무 크게 만드는 것보다 약간 적은 수의 인원을 두는 것이 훨

씬 더 좋다고 하면서, 팀에 너무 많은 인원을 두었을 때의 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② ‘팀의 이상적인 크기’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팀 사기의 수준  ③ 그 일에 대한 자격  ④ 관리자의 권위  ⑤ 팀에 할당된 업무

구문 Solution   

5행_ Teams with too many members not only have more 
difficulties coordinating their efforts (e.g., setting a common 
meeting time), but they also tend to reduce their efforts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은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의 의미이다.

Words  motivation[mòutəvéiʃən] 동기 부여   specific[spisífik] 구체적인   

understaff[ʌǹdərstǽf] 인원을 적게 배치하다   coordinate[kouɔ́ː rdəneit] 

조정하다   collectively[kəléktivli] 집단적으로   tendency[téndənsi]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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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organization[ɔː̀rɡənəzéiʃən] 조직   overstaff[òuvərstǽf] 인원을 많

이 배치하다

33  정답 ② ▶ 유형: 빈칸 추론

그들이 선택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얼마

나 강하게 논쟁하는지는 언제나 나를 놀라게 한다. 나는 이 개념을 최

근에 몇몇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선택 심리학 시간에 가르치고 

있었다. 내가 사용한 예는 “너희들은 오늘 아침 수업에 오기로 선택했

어.”였다. 나는 첫 번째 반응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

까 그 반응이 왔다. 그 반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 중 한 명이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수업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않아.”라고 내가 말했다. “너는 오기로 선택한 거야.” 

이제 그는 그가 수업에 오지 않으면 그에게 일어날 모든 끔찍한 일들

을 계속해서 열거했다. 그가 끝났을 때, 나는 “맞아! 너는 선택을 했

어. 너는 오지 않으면 일어날 결과를 선택하는 대신에 수업에 오는 것

을 선택했어. 그러나 너는 여전히 그 선택을 할 자유가 있었어. 네 급

우들 중 몇 명은 여기에 있지 않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오늘 아

침에 오지 않기로 선택했어. 그러나 너는 여기 있기로 선택한 거야.”

Solution   필자가 학생들에게 스스로 선택해서 학교에 온 것이라는 말을 했을 

때, 학생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② ‘선택해서 

모든 것을 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

③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 

④ 더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⑤ 언제나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다

구문 Solution   

1행_ It always amazes me how strongly people will argue 
when (they are) told they do everything by choice.

 It은 가주어이고 how ~ choice의 의문사 how가 이끄는 간접의문문이 진주어

이다. when ~ choice는 접속사 when이 이끄는 종속절로 when told 사이에

는 주어와 be동사인 they are가 생략되어 있다.

Words  senior[síːnjər] 최고 학년   elective[iléktiv] 선택의, 임의의   

psychology[saikálədʒi] 심리학   predict[pridíkt] 예측하다   response 

[rispáns] 반응   proceed[prəsíːd] 계속하다   through[θru] 끝낸   

consequence[kánsəkwèns] 결과   a variety of 다양한

34  정답 ⑤ ▶ 유형: 빈칸 추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코골이는 단순히 여러분의 몸을 나쁜 

자세에서 숨을 들여 마시기 더 편한 자세로 움직여야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OSA라고 불리는 수면 질환으로 고통 받는 1,800만 명의 미

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코골이는 도움을 청하는 신체의 외침이다. 밤 

새 OSA가 있는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숨 쉬는 것을 멈춘다. 왜냐하

면 입, 턱 그리고 기도의 근육이 이완되어서 기도를 통해 공기의 자

유로운 흐름을 막기 때문이다. 이런 질식의 순간은 온전한 1분까지 

지속될 수 있다. OSA가 있는 사람은 그들의 몸이 질식하지 않으려

면 하룻밤 동안 수백 번 잠에서 깨야 한다. 그리고 코골이는 그들이 

밤새 깨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코골이는 그들의 몸이 숨 쉴 충분한 

공기를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Solution   OSA가 있는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하는 순간이 있고, 이 순간이 길어

지면 질식할 수도 있다. 따라서 OSA가 있는 사람은 질식하지 않으려면 계속 깨

어 있어야 하는데, 코골이가 그들이 깨어 있게 도와준다고 했으므로, 코골이는 

OSA 환자가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

는 ⑤ ‘코골이는 그들의 몸이 숨 쉴 충분한 공기를 얻기 위한 방법이다’가 들어가

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OSA는 다양한 알려지지 않은 것들로 생겨난다

② 코골이는 나이가 들면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③ OSA는 많은 치료법을 갖고 있는 의학 문제이다

④ 코골이는 치료하지 않으면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

구문 Solution   

6행_ people with OSA literally stop breathing because the 
muscles in their mouth, jaw, and throat relax, and block the 
free flow of air in the airway

 <stop -ing>는 ‘~을 중단하다’의 의미이다. 동사 relax와 block이 and에 의

해 병렬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Words  disorder[disɔ́ː rdər] 질병   snore[snɔːr] 코를 골다   literally 

[lítərəli] 글자 그대로   muscle[mɅsl] 근육   jaw[dʒɔː] 턱   block[blak] 

막다   flow[flou] 흐름

35  정답 ④ ▶ 유형: 무관한 문장

성 평등의 작업에 남성을 참여시키는 것은 남성들 사이의 다양성을 

다루는 것을 필요로 한다. 남성들의 공통점은 많은 다른 방식으로 여

성보다 남성에게 특권을 주는 사회에서 사는 것에서 나오는 성 특권

이다. 남성의 삶과 경험은 계층, 인종/민족, 나이, 종교, 그리고 국적

과 같은 요소에 의해 형성되므로, 다른 방식으로 매우 다양하다. 남

성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남성의 감각과 성 정체성으로 부터 온 

그들의 경험은 몇몇 남성에게 여성 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에 대한 힘

을 부여하는 이런 다양한 요소와 분리해서 이해될 수 없다. (다양성

에 대한 헌신은 다른 관점으로부터 생성되는 진정한 경쟁 우위와 더 

넓은 범위의 생각, 창의성, 그리고 혁신을 낳는다.) 그런 다양성이 다

양한 욕구를 생산하고, 남성의 참여를 조성시키는 데 있어 구체적인 

욕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Solution   성 평등을 실현시키는 데 남성을 참여시키려면 그들의 다양성을 다

룰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다양성의 장점에 관한 언급인 ④는 글의 흐름과 

무관하다.

구문 Solution   

12행_ A commitment to diversity yields a true competitive 
advantage born out of different perspectives and a broader 
spectrum of ideas, creativity and innovation.

 and에 의해 병렬구조로 연결된 두 개의 명사구 a true ~ perspectives와 a 

broader ~ innovation이 동사 yields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Words  engage[inɡéidʒ] 참여시키다   gender equality 성 평등   

diversity[divə́ː rsəti] 다양성   privilege[prívəlidʒ] 특권; 특권을 부여하다   

ethnici ty[eθnísət i]  민족성   national i ty[nӕʃənǽləti]  국적   

commitment[kəmítmənt] 헌신, 전념   yield[jiːld] 낳다, 생산하다   

competitive advantage 경쟁 우위   perspective[pərspéktiv] 관점   

spectrum[spéktrəm] 범위, 영역   foster[fɔ́ː stər] 조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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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정답 ④ ▶ 유형: 무관한 문장

집단은 어떤 문제에 대한 사전 경험이 없어서, 가능한 결과에 민감해

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담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 주요한 

예는 영국 식민지 개척자들이 1800년대에 영국에서 호주로 여우와 

토끼를 들여올 때 그들 스스로 만들어 낸 엉망진창의 상황이다. 오늘

날 이것들(여우와 토끼)은 외래종이 태어난 곳이 아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가장 참담한 예의 두 가지로 평가된다. 이런 들여옴은 많은 

노력을 들여 의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비극적이다. (이

런 비극은 대개 유독한 잡초가 확립되는 많은 경우에서와 마찬가지

로, 운반된 건초에서 간과된 작은 씨앗으로부터 무심코 유래되었다.) 

여우는 계속해서 여우에 대한 어떤 진화의 경험도 없는 호주 태생의 

많은 포유동물 종을 전멸시켜온 반면에, 토끼는 양과 소를 위해 만들

어진 많은 식물 사료를 소비한다.

Solution   외래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호주로 들여온 여우와 토끼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내용으로, 잡초가 퍼지는 결과가 건초에서 간과된 작은 씨앗에서 

유래되었다는 ④는 글의 흐름과 무관하다.

구문 Solution   

1행_ Groups may do disastrous things because they may have 
had no prior experience to a problem, and so may not have 
been sensitized to the possible outcomes.

 <may have+과거분사>는 ‘~했을지도 모른다’는 뜻으로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

타낸다.

Words  disastrous[dizǽstrəs] 참담한, 재앙의   sensitize[sénsətàiz] 민

감하게 하다   prime[praim] 주요한   mess[mes] 엉망진창의 상태   alien 

species 외래종   intentionally[inténʃənəli] 의도적으로   inadvertently 

[inədvə́ː rtntli] 무심코   establishment[istǽbliʃmənt] 확립   noxious 

[nákʃəs] 유해한   proceed[prəsíːd] 계속하다   exterminate[ikstə́ː rmənèit] 

전멸[근절]시키다   evolutionary[èvəlúːʃənèri] 진화의   fodder[fádər] (가축의) 

사료

37  정답 ② ▶ 유형: 글의 순서

고양이를 좋아하는 한 부자가 살았다. 하루는 그가 유명한 수묵화가

에게 고양이 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B)   그 화가는  동의했고 그 남자에게 세 달 뒤에 오라고 요청했다. 

남자가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일 년이 지나갈 때까지 만남을 계

속해서 취소당했다. 

(A)   마침내, 남자의 요청에, 그 화가는 붓을 꺼내고, 우아함과 편안

함으로, 단 한 번의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남자가 지금까지 보았

던 가장 기묘한 이미지의 고양이 그림을 그렸다. 처음에 그는 매

우 놀랐다. 그러고 나서 그는 화가 났다. 

(C)   “그 그림을 그리는 데 30초밖에 걸리지 않았군요! 왜 나를 일 년

이나 기다리게 했습니까?” 라고 그가 따졌다. 한 마디 말도 없

이, 그 화가는 캐비넷을 열었고, 수천 장의 멋지고, 나쁘고, 추한 

고양이의 그림들이 쏟아져 나왔다.

Solution   한 부자가 수묵화가에게 고양이 그림을 그려줄 것을 부탁하는 주어

진 글 다음에는 수묵화가가 그에 동의하고 일 년을 기다리게 하는 (B)가 나온다. 

마침내 남자의 요청에 따라 고양이 그림을 그려주는 (A)가 나온 다음, 그렇게 빨

리 그릴 거면서 왜 기다리게 했냐는 남자의 불평에 대한 답으로, 그 동안 그린 수

천 장의 고양이 그림을 보여주는 (C)가 나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구문 Solution   

4행_ Finally, at the man’s request, the painter drew out a brush, 
and with grace and ease, in a single fluid motion, drew a 
picture of a cat, the most marvelous image the man had ever 
seen.

 명사구인 the most ~ seen은 콤마(,)에 의해서 a picture of a cat과 동격 

관계를 이루고 있다.

Words  be found of ~을 좋아하다   grace[ɡreis] 우아함   fluid[flúːid] 

부드러운   marvelous[mȧːrvələs] 기묘한   put off ~와의 만남을 취소하다   

demand[dimǽnd] 따지다, 요구하다

38  정답 ③ ▶ 유형: 문장의 위치

설탕 음료는 좋은 건강에 요구되지 않으며, 많을 양을 마시면 건강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설탕 음료의 섭취는 식단에 부가적인 에너

지를 공급하지만,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또는 식이 섬유와 같은 다

른 필수 영양분은 공급하지 못한다. 설탕 음료들의 섭취와 어른과 아

이들의 과도한 체중 증가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강한 증거가 있다. 

설탕 음료와는 달리, 인공 감미 음료는 식단에 에너지를 매우 적게 

더해 준다. 따라서, 그것들은 체중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다. 그러나, 인공 감미 음료는 여전히 달콤한 음료를 마시는 ‘습관’을 

유지시킨다. 더욱이, 설탕 또는 인공 감미료로 달콤한 맛을 낸 모든 

청량음료의 소비는, 사람들이 우유를 덜 마심에따라, 감소된 골밀도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Solution   설탕 음료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인공 감미 음료에 대한 내용이 시

작되는 부분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한다. ③ 다음에 나오는 문장의 주어인 

they가 주어진 문장의 artificially sweetened drinks를 지칭하므로, 주어

진 문장은 ③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3행_ Sugary drinks are not required for good health and may 
cause health problems if (they are) drunk in large amounts.

 if가 이끄는 종속절에서 주어와 be동사인 they are가 생략되어 있다.

Words  sugary[ʃúɡəri] 설탕이 든   artificially[àːrtəfíʃəli] 인공적으로   

sweeten[swíːtn] 달게 하다   consumption[kənsʌ́mpʃən] 소비   

nutrient[njúːtriənt] 영양소   dietary fiber 식이섬유   association 

[əsòusiéiʃən] 연관성   excess[iksés] 과도한   bone density 골밀도

39  정답 ③ ▶ 유형: 문장의 위치

집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은 그것만의 단점이 있다. 집에 있는 아이들

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놀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또한 부모

에게 많이 메어 있게 된다. 내 어린 남동생이 다칠 때마다, 그는 엄마

에게 달려가는데, 그는 엄마가 자신의 요구에 응해주는 데 너무나 익

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나이가 들면, 이런 행동은 그 아이에게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집에서 자란 아이는 혼자 노는 

것에 익숙해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노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내 남동생에게 놀러 온 사촌이 있었다. 그의 사촌

이 장난감 중 하나를 집어 들 때마다, 내 남동생은 그것을 그의 손에서 

뺐었다. 이 행동은 보육원에서 배우는 협동의 종류와 반대이다.



정
답

과
 해

설
·

채
움

  038

Solution   주어진 문장은 집에서 자란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에 익

숙하지 않다는 의미이므로, 이 내용에 해당되는 예시 앞인 ③에 주어진 문장이 들

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7행_ Whenever my young brother gets hurt, he runs to his 
mom because he is so used to her catering to him.

 Whenever는 ‘~할 때마다’라는 의미의 복합관계부사이다. <be used to + (동)

명사>는 ‘~하는 데 익숙하다’의 의미이다.

Words  drawback[drɔ́ː bæ̀k] 단점   attached[ətǽʧt] 얽매인   cater to 

~의 요구에 응하다   grab[ɡræb] 잡다   opposite[ápəzit] 반대   

cooperation[kouàpəréiʃən] 협동   daycare center 보육원, 탁아소

40  정답 ③ ▶ 유형: 문단 요약

개인 특징들의 어떤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 팀이라는 결과를 가져올지 

확인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업무 그룹에는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매우 다

양한 업무 그룹을 갖는다는 것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매우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에 매우 다양한 그룹은 구성원들을 보유하

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는데, 두드러지는 사람이 그만둘 가능

성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한 업무 그룹에는 또 다른 긍

정적 효과가 있다. 새로운 팀 구성원들이 기존 팀에 합류될 때, 그 팀

은 더 자극을 받게 된다. 명백히 ‘새로운 피’를 더하는 것은 신선한 아

이디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더 일을 잘 하도록 기존 팀 구성원들을 

자극하는 불꽃을 더할 수 있다.

 

매우 다양한 팀은 창의성과 동기부여에서 이득을 얻는 반면, 안정성

이 떨어진다.

Solution   다양한 업무 그룹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으며, 새로운 팀 구성원이 합류할 때 동기부여가 더 잘된다고 했으므로, 빈칸 (A)

에는 ‘창의성과 동기부여(creativity and motivation)’가 들어가야 한다. 또

한, 다양한 업무 그룹의 구성원 중 두드러지는 사람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고 했으므로 (B)에는 ‘안정성(stability)’이 들어가야 한다.

구문 Solution   

12행_ Apparently, adding “new blood” not only brings in fresh 
ideas, but it can also add a spark that motivates existing team 
members to work better.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의 의미이다. 

<motivate + 목적어 + to부정사>는 ‘~가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다’의 의미이다.

Words  conduct[kándʌkt] 실시하다   identify[aidéntəfài] 확인하다   

mixture[míksʧər] 혼합   characteristic[kӕ̀riktərístik] 특징   diverse 

[divə́ːrs] 다양한   merit[mérit] 장점   positive[pázətiv] 긍정적인   

impact[ímpækt] 영향   retain[ritéin] 보유하다   motivated 

[móutəvèitid] 동기 부여가 된   spark[spaːrk] 불꽃

41 정답 ②  42 정답 ② ▶ 유형: 장문의 이해

몇몇 연구자들이 ‘가상수(假想水)’의 흐름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가상

수는 음식이나 다른 상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물이다. 이 상품들

은 전 세계로 이송된다.

예를 들어, 청량음료를 생각해 보자. 반 리터의 음료수를 만들기 위

해서 170~31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추정된다. 이것의 오직 적은 

양, 약 1퍼센트가, 그 음료수에 실제로 사용되는 물이다. 대부분의 

물, 약 95퍼센트는, 재료를 재배하고 가공하는 데 사용된다. 또 다른 

4퍼센트는 포장과 라벨을 붙이는 데 사용된다. 한 나라가 반 리터의 

음료수를 생산하고 그것을 해외에 팔 때, 커다란 냉장고를 채울 만한 

가상수를 수출한다.

연구에 따르면, 이스라엘이나 쿠웨이트처럼 강수량이 적은 나라는 수

입된 상품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가상수의 대부분을 얻는다. 더

욱 놀라운 것은, 네덜란드와 영국처럼 몇몇 강수량이 더 많은 나라들

도 다른 장소들로부터 가상수의 대부분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나라들에서 소비되는 음식이나 다른 상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

되는 대부분의 물이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Solution   41. 음식이나 다른 상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물인 가상수가 상

품의 무역을 통해서 어떻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므로, 

이 글의 제목으로 ② ‘가상수의 전 세계적인 여행’이 가장 적절하다.

① 음식에 있는 가상수의 가치

③ 물과 가상수 둘 다의 부족

④ 우리는 매일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는가

⑤ 세계적인 가상수 무역의 진화

42. 이스라엘이나 쿠웨이트 그리고 네덜란드와 영국은 모두 다른 나라에서 대부

분의 가상수를 얻는다고 했으므로, 이 나라에서 소비되는 음식이나 다른 상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대부분의 물이 ②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무역을 통해서 수출된다

③ 호수와 바다를 오염시킨다

④ 식수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⑤ 불필요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낭비된다

구문 Solution   

21행_ That means that most of the water used for the production 
of food or other products which are consumed in those countries ~.

 used ~ other products는 앞에 나온 water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며 

which ~ countries는 앞에 나온 production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이다.

Words  virtual[və́ːrʧuəl] 가상의   ship[ʃip] 수송하다   estimate 

[éstəmèit] 추정하다    process[práses] 가공하다   ingredient 

[inɡríːdiənt] 재료   packaging[pǽkidʒiŋ] 포장   majority[mədʒɔ́ː rəti] 

다수   consume[kənsúːm] 소비하다

43 정답 ②  44 정답 ④  45 정답 ⑤ ▶ 유형: 복합 문단의 이해

(A)   따뜻하고, 습기 많은 아침, Nancy를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설 

때, 나는 화가 나 있었다. Jenny가 방학을 맞아 집에 있었는데, 

내 생각에 그녀는 그 당시 대학에 다녔고, 19살이나 20살이었는

데,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늦잠을 자고 있었다. 정확히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 생각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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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녀에게 무언가, 아마도 쓰레기를 내다 놓거나 그녀의 더러

운 접시를 설거지 하는 일을 하라고 요구했는데, 그녀가 하지 않

았다.

(C)   폭풍우가 그날 아침에 시작하려고 했던 것을 분명했다. 덥고, 무

거운 날씨가 며칠 전 엄습했고, 신문은 오후에 비를 예고했다. 나

는 산책을 위해서 Nancy를 만났으며, 우리는 폭풍우가 시작되

기 전에 호수 주변을 걷기로 결정했다. 산책한 지 처음 15분 또

는 20분 동안, 나는 Nancy에게 Jenny에 대해서 불평했다. 나

는 그녀가 버릇없고, 이기적이며, 자신만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B)   그러는 동안, 구름이 더 어둡고 위협적이 되었다. 폭풍우가 우리 

머리에서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호수를 절반 돌았었다. 파랗고 

하얀 번개의 전광이 구름을 찢고, 호수를 향해 돌진했다. Nancy
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번개를 잡아끄는 것이 분명한 키 큰 

나무가 우리가 가는 길에 줄지어 있었다. 갑작스런 비로, 기온 또

한 떨어져서, 우리는 둘 다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다.

(D)   바로 그때, 그녀와 내가 유능하고 똑똑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무력하게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을 내리기 못하고 서 있을 때,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들었다. 우리 둘 다 길을 쳐다봤다. 그곳에, 

내 오래된 자동차가 연석 쪽에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비가 자신의 얼굴을 젖게 만드는지도 모른 채 그녀가 내린 창문

을 통해 급하게 몸짓을 하고 있는 내 딸이 있었다.

Solution   43. 필자가 Nancy를 만나러 나간 아침 자신의 딸 Jenny에게 화

가 났다는 내용의 (A) 다음에, 필자가 Nancy에게 자신의 딸에 대해서 불평하는 

(C)가 나오고 예상보다 일찍 폭풍우가 시작해서 위험에 처한 두 사람의 모습이 그

려진 (B)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엄마를 찾아 차를 몰고 나온 필자의 딸 Jenny의 

모습을 그린 (D)가 나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44. (d)의 she는 Nancy를 가리키지만, (a), (b), (c), (e)는 모두 필자의 딸인 

Jenny를 가리킨다.

45. Nancy와 필자가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를 찾아 나선 

필자의 딸 Jenny를 만났다고(And there, ~ was my daughter.) 했으므

로, 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26행_ Just then, as she and I, though capable and intelligent 
women, were standing in helpless indecision about what to do 
next, I heard a car horn.

 as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이고, though ~ women은 삽입절로, though

와 capable 사이에 주어와 be동사인 we were가 생략되어 있다.

30행_ And there, gesturing urgently from the window she had 
rolled down, unaware of the rain soaking her face, was my 
daughter.

 부사 there가 문두로 나간 도치구문을 이루고 있다. she had rolled down

은 앞에 나온 window를 수식하며, unaware ~ her face는 앞에 being이 생

략된 분사구문이다. 위 문장은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 있다.

Words  threatening[θrétəniŋ] 위협적인   halfway[hǽfwèi] 중간의   

bolt[boult] 섬광   dart[daːrt] 돌진하다   line[lain] 줄지어 있다   brew 

[bruː] (폭풍우 따위가) 일어나려고 하다   descend[disénd] 내려오다   

predict[pridíkt] 예보하다   spoiled[spɔild] 버릇없는   helpless[hélplis] 

무력한   horn[hɔːrn] 경적   urgently[ə́ː rdʒəntli] 급박하게   soak[souk] 

~을 적시다

REVIEW
A  1. 강조하다  2. 고안하다  3. 고정관념  4. 운송  5. 대체하다   

6. 극복하다  7. 제거하다  8. 조정하다  9. 인공적으로  10. 과

도한  11. 단점  12. 실시하다   13. 재료  14. 추정하다  15. 소

비하다  16. 급박하게  17. 상기하다  18. 1차적인  19. 등록  

20. 일반적인 

B 1. illustrate  2. absurd  3. dramatically  4. motivated

C  1. assistance  2. major  3. intentionally  4. majority, 

virtual

본문 p.4604 회

01 ④ 02 ③

문법•어휘 본문 p.4702통합 유형

01  정답 ④ ▶ 유형: 문법성 판단

3개월 전에 우리에게 공급된 세탁기의 서비스에 대해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우리의 논의를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만났을 때 합의

한 바와 같이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수리할 서비스 기사를 보내 주

시기 바랍니다. 제품 보증서에는 귀사에서 여분의 부품과 재료들은 

무료로 제공하지만, 기사의 노동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기계의 고장이 제조 결

함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많은 소음을 

냈으며, 나중에 그것은 완전히 작동을 멈추었습니다. 결함을 고쳐 주

는 것은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므로, 수리의 노동력 부분에 대해서

도 그 비용을 우리에게 지불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Solution   ① 수식을 받는 명사(the washing machine)가 supply가 나타

내는 동작의 대상이므로 과거분사 supplied는 적절하다.

② that은 동사 says의 목적어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므로 적절하다.

③ 감각동사 sounds는 형용사를 주격보어로 취하므로 형용사 unfair는 적절하

다.

❹ 문맥상 ‘작동을 멈추다’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to operate를 operating

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⑤ 사역동사 make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 또는 과거분사를 쓰지만, 이 문장

에서는 us가 pay의 행위자이므로 동사원형을 목적격보어로 쓴다.

Words  warranty[wɔ ́ːrənti] 보증서, 담보   spare[spɛər] 여분의   

manufacture[mӕnjufǽkʧər] 제조하다   defect[díːfekt] 결함, 결점   

entirely[intáiərli] 완전히, 아주   wholly[hóulli] 완전히   component 

[kəmpóunənt] 부분, 구성 요소

02  정답 ③ ▶ 유형: 어휘 의미 파악

모두 알다시피,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기가 항상 쉽지만은 않다. 정규 

근무 시간 중에는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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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직원들은 전화벨 소리, 급작스런 회의, 그리고 떠들어대는 동료

들 때문에 주기적으로 방해를 받는다. 이것은 이런 비생산적인 근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에게 만큼이나 직원들에게도 좌

절감을 줄 수 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것은 이런 방해 요소들을 없애 

주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긴 시간 구간을 만들어 준다. 집에서도 역

시 나름대로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처리할 방법은 있다. 여러

분의 생산성이 분명히 향상될 것이고, 생산물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동시에, 집중하여 일을 완성하는 개인적인 만족감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Solution   (A) 사무실에서는 여러 방해 요소들로 인해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따라서 rarely가 적절하다. (frequently: 자주)

(B) 재택근무는 앞에서 언급한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여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을 만들어 준다. 따라서 distractions가 적절하다. (attraction: 매력, 인기있

는 것)

(C) 재택근무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생산물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increase가 적절하다. (decrease: 감소하다)

Words  interrupt[intərʌṕt] 방해하다   coworker[kóuwə̀ː rkər] 직장 동료   

nonproductive[nànprədʌḱtiv] 비생산적인, 효과 없는   deal with ~을 다

루다〔처리하다〕   productivity[pròudʌktívəti] 생산성

01 ② 02 ③ 03 ④ 04 ④

  Actual TEST02통합 유형
본문 p.48 

01  정답 ② ▶ 유형: 문법성 판단

당신은 Christopher Columbus가 언제 신세계로 항해해 갔는지 

아는가? 한 보고서는 많은 미국의 십대들이 이 답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1,200명의 17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미

국 역사에 대한 기초 지식을 실험했다. 학생들은 33개의 선다형 문항

을 질문 받았다. 그들은 전체적으로 D라는 저조한 성적을 얻었다. 이 

연구 지도자인 Lynne Munson은 수학과 읽기를 강조하고 있는 낙

제 학생 방지법이 다른 중요한 과목들을 위한 공간을 전혀 남겨두고 

있지 못한다고 말한다. “미국 역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조차도 

부족한 고등학교 졸업생은 완전치 못한 교육에 의해서 미래가 제한되

어 왔던 어린이인 것이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Solution   (A) ask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the students이므로 수동태 

were asked가 적절하다.

(B) which ~ reading의 수식을 받는 the No Child Left Behind law가 

문장의 주어이므로 3인칭 단수형 동사인 leaves가 적절하다.

(C) 선행사는 a child이고 명사 future를 꾸며줄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필요하

므로 소유격 whose가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9행_ A high school graduate [who lacks even the most basic 
grasp of America’s story] is a child [whose future has been 
limited by an incomplete education].

 who ~ story는 주어 A high school graduate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고, 

whose ~ education은 보어 a child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다.

Words  multiple - choice question 선다형 문항   overall[ovərɔ́ː l] 전체

적으로   emphasize[émfəsàiz] 강조하다   room[ruːm] 여지, 공간   

lack[læk] 부족하다   grasp[græsp] 이해

02  정답 ③ ▶ 유형: 문법성 판단

인류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매우 못생겼고 매력적이

지 못한 포유류였다. 그는 매우 작았는데, 오늘날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작았다. 태양의 열기와 추운 겨울의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은 그의 

피부를 짙은 갈색으로 물들게 했다. 그의 머리와 그의 몸의 대부분과 

그의 팔과 다리들도 긴 털로 덮여 있었다. 그는 원숭이 손가락을 닮

아 보이게 하는 매우 얇지만 강한 손가락을 가졌다. 그의 이마는 낮

고, 그의 턱은 포크와 나이프처럼 이빨을 사용하는 야생 동물의 턱과 

같았다. 그는 옷도 입지 않았다. 그는 연기와 용암으로 지구를 가득 

채우는 화산의 불꽃을 제외하고 그 어떤 불도 보지 못했다.

Solution   ① 비교급을 강조하는 much가 사용되어 뒤의 smaller를 수식하

고 있다.

② 주어(His head ~ and legs)가 복수이므로, 복수 동사 were는 적절하다.

❸ 이 문장의 동사는 had이고 목적어는 very thin but strong fingers이다. 

따라서 made는 앞의 목적어를 수식하는 which made나 mak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④ 앞의 a wild animal을 가리키므로 단수 its는 적절하다.

⑤ ‘지구를 ~으로 가득 채우는’이라는 능동의 의미로 the volcanoes를 수식하

는 현재분사 filling은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3행_ The heat of the sun and the biting wind of the cold winter 
had colored his skin a dark brown.

 과거 이전부터 특정 과거까지의 시간을 나타낼 때는 과거완료시제(had+ 과거분사)

를 사용한다.

8행_ His forehead was low and his jaw was like that of a wild 
animal which uses its teeth both as fork and knife.

 that은 앞에 나온 단수 명사 jaw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된 대명사이다.

Words  unattractive[ʌǹətrǽktiv] 매력적이지 못한   biting[báitiŋ] 살을 

에는 듯한   be covered with ~로 뒤덮이다   except[iksépt] ~을 제외하고   

flame[fleim] 화염   volcano[valkéinou] 화산   lava[làːvə] 용암

03  정답 ④ ▶ 유형: 어휘 의미 파악

청력 손실을 입은 사람들은 자기들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를 더 잘할 가능성이 있다. 말하는 사람의 입과 몸 움직임 

또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다. 한 사람에게 청력 손

실이 있을 때, 친구들과 가족은 자기들이 그 사람과 마주하고 있다면 

(말의) 반복을 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빠르게 깨닫는다. 이것은 요

청되는 반복을 줄이는 데 좋은 반면, 그것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을 멈추고 말하는 사람 앞에 가서 선다는 점에서 나쁘다. 이것은 반

복해야 하는 것만큼 거의 신나는(→ 짜증나는) 것이 될 수 있다. 기회

가 주어지면, 가족과 친구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바꾸는 대신에 그 사

람이 청력 손실을 보충하도록 만드는 것을 택할 것이다.

Solution   청력 손실을 입은 사람들과 정확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매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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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 마주해야 하지만, 그것은 말을 반복하는 것만큼이나 귀찮거나 짜증난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exciting을 irritating 등으로 고쳐야 한다. 

구문 Solution   

7행_ While this is great to reduce requested repetitions, it is 
bad in that people must stop what they are doing and go 
stand in front of the person to talk.

 in that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라는 점에서’의 의미이다. 선행사를 포함

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절이 동사 stop의 목적어로 쓰였다.

10행_ Given a choice, family and friends would prefer to have 
the person compensate for hearing loss rather than having to 
change their own behavior.:

 have는 사역동사로 쓰여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인 compensate를 취하고 있

다. rather than은 ‘(차라리) ~보다’라는 의미이다.

Words  hearing loss 청력 손실   directly[diréktli] 바로, 똑바로   

convey[kənvéi] 전달하다   repetition[rèpətíʃən] 반복   compensate 

for ~을 보충하다

04  정답 ④ ▶ 유형: 지칭 추론

누구에게도 어느 것도 절대 주지 않았던 어떤 부유한 사업가의 이야

기가 있다. 한 기금 모금자가 그 남자에게 다가와서 기증품을 요청했

지만, 그는 기부하기를 거절했다. 긴 설득 끝에, 그 기금 모금자는 결

국 그 부유한 남자에게 그의 정원에서 약간의 좋은 흙을 떠서 그의 

기증품으로 그것을 그에게 건네줄 것을 요청했다. 그 남자는 그 기금 

모금자를 쫓아내기를 원했고 그 흙이 거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

문에, 그는 그것을 떠서 그 기금 모금자에게 주었다. 며칠 후에, 그 

부유한 남자는 기금 모금자에게 왜 그가 그 흙을 요청했는지를 물었

다. 기금 모금자는 그 부유한 남자에게 비록 그가 주고 있었던 것이 

단지 흙이었지만, 그는 그가 주는 아름다움을 맛보기를 원했다고 설

명했다.

Solution   ①, ②, ③, ⑤는 기금 모금자에게 기증품을 주지 않고 흙을 준 부유한 

사업가를 가리키지만, ④는 부유한 사업가에게 그 사람의 정원에 있는 흙을 요청

했던 기금 모금자를 가리킨다.

구문 Solution   

3행_ After much persuasion, the fund-raiser eventually asked 
the wealthy man to pick up some good dirt from his garden and 
hand it to him as his gift.

 <ask + 목적어 + to부정사> 구문으로 ‘(목적어)에게 ~하라고 요청하다’라는 의미이

다. pick up과 hand가 to에 연결되어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10행_ The fund-raiser explained to the wealthy man that he 
had wanted him to taste the beauty of giving, even though it 
was only dirt that he was giving.

 동사 explained의 목적어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절이 쓰였다. 이때, 목

적어가 길어져서 전치사구(to the wealthy man) 뒤로 이동했다. <it was ~ 

that> 강조 구문이 쓰여 only dirt를 강조하고 있다.

Words  fund-raiser 기금 모금자   ask for ~을 요청하다   contribute 

[kəntríbjuːt] 기부하다, 기여하다   persuasion[pərswéiʒən] 설득   

eventually[ivénʧuəli] 결국, 마침내   get rid of ~을 처리하다〔없애다〕

18 ③ 19 ② 20 ① 21 ④ 22 ④ 23 ③ 24 ② 25 ④ 

26 ⑤ 27 ④ 28 ⑤ 29 ③ 30 ① 31 ② 32 ③ 33 ④ 

34 ③ 35 ③ 36 ⑤ 37 ④ 38 ④ 39 ③ 40 ② 41 ⑤ 

42 ② 43 ③ 44 ④ 45 ⑤

독해 기본 모의고사05회제
본문 pp.49~57

18  정답 ③ ▶ 유형: 목적 추론

Wellstone 주민 여러분께,

Super Duper Academy는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도우려고 

시도하는 지역 학교입니다. 저희는 현재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

습니다. 금년에, 저희는 학생들 각자가 음악적 재능을 개발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하는 희망으로 음악 수업을 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계

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려면 충분한 악기가 필요합니

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께서 각자의 집을 둘러보시고 더 이상 필요하

지 않는 어떤 악기라도 있으면 기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

다. 악기는 저희 사무실에 가져다 주셔도 되고, (263) 741-9193에 

전화를 주시면 기꺼이 방문하여 악기를 인수하겠습니다.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교장, Bill Kennedy 올림

Solution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지 학교에서 정규 교육 과정

에 음악을 포함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악기를 기증해 줄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부

탁하는 편지글이다.

구문 Solution   

9행_ So we are asking you to please look around your house 
and donate any instruments that you may no longer need.

 <ask + 사람 + to부정사> 구문은 ‘~에게 …해달라고 부탁하다’의 의미이며, look

과 donate가 to에 연결되어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that 이하는 instruments

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다.

Words  disability[dìsəbíləti] 불구, 장애   currently[kə́ːrəntli] 현재   

enroll[inróul] 입학시키다   curriculum[kəríkjuləm] 교육 과정   drop 

by ~에 방문하다

19  정답 ② ▶ 유형: 필자의 주장

나는 한때 내가 보았던 것 중 가장 아름답고 값비싼 옷을 가지고 있

는 소녀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좀처럼 같은 옷을 두 번 입지 않았다. 

그녀를 더 잘 알게 된 후에, 나는 그녀가 자신감의 많은 부분을 자신

의 옷으로부터 얻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소녀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녀는 다른 소녀의 복장이 자신의 것만큼 좋은지를 확인

하기 위해서 그 소녀를 머리에서 발까지 보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에

게는 옷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물건 자체를 즐기는 것에

는 잘못된 것이 없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지 못하

는 것들에 결코 우리의 삶을 집중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양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

음의 본질에서 나와야 한다.

Solution   값비싸고 아름다운 많은 옷에서 자신감을 찾는 한 소녀의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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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은 물건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본질에서 나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구문 Solution   

11행_ What makes us strong needs to come from the quality of 
our hearts, not from the quantity of things we own.

 What makes us strong은 주어로 쓰인 관계사절이다. <A, not B>는 ‘B가 

아니라 A’라는 의미이다.

Words  seldom[séldəm] 좀처럼 ~않다   self-confidence 자신감   

outfit[áutfìt] 복장   center[séntər] 집중시키다   in the end 결국   

lasting[lǽstiŋ] 영원한

20  정답 ① ▶ 유형:  심경 추론

며칠 전에 나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는 이전 임차인

이 내게 돌보도록 남겨 두고 간 개 한 마리가 있었다. 그의 개를 잘 

먹이기는 했지만, 나는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개

에 많은 개인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일을 보고 

집에 올 때마다, 그 개는 항상 펄쩍펄쩍 뛰고 나를 핥으면서 나를 맞

이했지만, 나는 그 개에게 어떤 관심이나 애정을 주지 않았다. 그러

던 어느 날 내가 집에 왔을 때, 그 개는 나를 외면했고 펄쩍펄쩍 뛰거

나 나를 핥지도 않았다. 나는 그 개의 이름을 불렀고 그 개는 그저 슬

픈 눈으로 나를 보고는 발길을 돌렸다. 그 다음 날 그 개가 죽었다. 

그 날, 생전 처음으로 나는 죽은 개 때문에 울었다. 내 친구들은 사랑

과 애정의 결핍 때문에 개가 죽었다고 내게 말했다.

Solution   필자에게 맡겨진 개가 필자에게 애정을 베풀었으나, 필자의 외면으

로 결국 죽었고, 이로 인해 생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했으므로, ① ‘슬프고 

미안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② 화가 나고 기분 나쁜 ③ 긴장되고 걱정스러운 ④ 부럽고 질투 나는 ⑤ 무섭고 

놀란

구문 Solution   

1행_ Several days ago I moved to a new house, where there 
was a dog that the previous tenant left in my care.

 where는 a new house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이다. that 

~ care는 관계사절로 a dog을 수식한다.  

Words  tenant[ténənt] 임차인   run errands 볼일을 보다, 심부름 가다   

affection[əfékʃən] 애정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21  정답 ④ ▶ 유형: 요지 추론

나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어구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감사합니

다.’를 지명한다. 이 어구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

도록 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확장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도

록 해서는 안 된다. 감사의 편지에 관해서도, 감사의 편지를 써야 하

는 경우에 대해서도 감사의 편지를 쓰는 최대한의 수에 대해서도 또

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상한 선물을 받은 후 뿐만 아니라 예

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후에도 감사를 표현하라. 집까지 차를 태워다 

준 것, 믿을 만한 조언, 그리고 새 아파트로 이사 들어가는 것을 도와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보여라. 그리고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누

군가에게 감사를 해야 하는 구실을 특정의 사건이나 서비스를 위해 

남겨둘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법이다.

Solution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은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어구이며, 사용에 제

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④가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4행_ Let there also be no limits concerning thank-you letters 
and no limits to the occasions for which you write them and 
no maximum number of times you write them.

 <let(사역동사) + there(유도부사) + 동사원형 + 주어> 구조이다. for which ~ 

them은 the occasions를 수식하고, you write them은 times를 수식한다.

Words  nominate[námənèit] 지명하다   overuse[òuvərjúːz] 과도하게 

사용하다   concerning[kənsə́ː rniŋ] ~에 관해서   occasion[əkéiʒən] 경

우, 행사   gratitude[ɡrǽtətjùːd] 감사   solid[sálid] 믿을 만한   reserve 

[rizə́ː rv] 남겨두다, 비축하다

22  정답 ④ ▶ 유형: 제목 추론

점점 더 치열해진 세계 시장의 경쟁이 많은 새로운 질문들을 제기한

다. 가장 급박한 질문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기술에 접근할 

수 있음에 따라, 무엇이 당신의 회사를 돋보이게 만들 것인가이다. 

London Design Festival 관장인 Ben Evans는 “디자인은 선진 

경제 국가의 회사들이 가질 수 있는 주요 경쟁적 장점들 중의 하나이

다. 미래에는 아마도 디자인이 그러한 회사들이 남긴 유일한 장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버드 경영 대학의 석좌 교수인 Robert 
Hayes는 “15년 전에는 회사들이 가격을 두고 경쟁했다. 지금은 품

질이다. 미래는 디자인이다.”라고 동조했다. Scott Morrison은 

‘Financial Times’에서 오늘날의 목표는 “예리해 보이고, 직관적으로 

작동하고, 소비자로부터 일종의 긍정적인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

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요약해서 말한다.

Solution   모든 회사가 같은 기술을 보유함에 따라, 디자인이 회사를 돋보이게 

하는 유일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므로, 이 글의 제목으로 ④ ‘디자인: 회사

의 미래를 결정할 열쇠’가 가장 적절하다.

① 기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② 기술: 정체인가 혹은 발전인가

③ 당신의 회사에 영원히 근무할 수는 없다

⑤ 세계 경제의 전망에 대한 대립되는 관점

구문 Solution   

3행_ as almost everyone accesses to the same technology, what 
will make your company stand out

 as는 ‘~함에 따라’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make+목적어+동사원형> 

구문은 ‘(목적어)를 ~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이다.

Words  fierce[fiərs] 치열한   competition[kàmpətíʃən] 경쟁   urgent 

[ə́ː rdʒənt] 긴급한, 급박한   have access to ~에 접근하다   stand out 돋

보이다   blow the same horn 동조하다, 같은 입장을 밝히다   intuitively 

[intjúːətivli] 직관적으로

23  정답 ③ ▶ 유형: 주제 추론

화제를 바꾸는 말은 청중들이 당신의 연설 계획을 따르는 것을 용이

하게 만든다. 그런 말은 당신이 어떤 입장을 취해 왔는지를 청중에게 

상기시켜 주고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말해 준다. 연설에

서 화제를 바꾸는 말을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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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이정표’라고 간주해라. 예를 들어, 당신과 친구가 Miami에
서 Orlando에 있는 Disney World로 가고 있다고 하자. 한 시간 

동안 운전한 후, 당신은 ‘Fort. Lauderdal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

다.’라는 표지판을 본다. 잠시 후 당신은 ‘Orlando, 200마일’이라고 

적힌 또 다른 표지판을 본다. 당신은 어디에 와 있고 목적지로부터 얼

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표지판은 당신이 제대로 가고 있다

는 것을 안심시켜 주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준다. 고속도

로에서 이정표가 중요하듯이, 연설에 있어서 화제를 바꾸는 말은 중

요하다. 그것들은 청중에게 연설에서 뭔가 새롭거나 중요한 내용이 

이제 곧 나올 것임을 말해 준다.

Solution   연설에서 화제를 바꾸는 말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고속도로에서의 이

정표를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으므로, ③ ‘연설에서 화제를 바꾸는 말의 중요성’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① 여행에서 동반자의 필요성

② 연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④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⑤ 연설로부터 청중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인

구문 Solution   

3행_ Think of transitions in a speech as “signposts” along a 
highway as you travel from one city to another.

 <think of A as B>는 ‘A를 B라고 간주하다’라는 의미이다. 첫 번째 as는 ‘~로

서’라는 의미의 전치사, 두 번째 as는 ‘~할 때’라는 의미의 접속사로 쓰였다. 

Words  transition[trænzíʃən] 화제를 바꾸는 말   remind[rimáind] 상기

시키다   signpost[sáinpòust] 이정표   reassure[rìːəʃúər] 안심시키다

24  정답 ② ▶ 유형: 내용 일치

GREEN 요리사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매년 열리는 요리 경연 대회입니다. 그래서 지

역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언제: 2015년 2월 26일, 일요일, 오후 3시

•어디서: Green 다목적 건물

•목적:   ABC 식품 회사가 제공하는 신비로운 계절 재료들을 맛있는 

디저트에 혼합하는 것을 도전해 보세요.

•  상품: ABC 식품 회사 상품권!

디저트는 세 개 부문에서 심사됩니다. 적절한 재료의 활용(50%), 창

의성(25%), 맛(25%)

경쟁하기 위해서는 2월 22일까지 등록하세요!

•접수: greenchef@gmail.com

Solution   안내문 중반부의 ~ ingredients, provided by the ABC 

Food Company로 보아 식품 회사에서 제공하는 재료로 요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②가 내용과 일치한다.

구문 Solution   

7행_ Your challenge is to incorporate seasonal mystery 
ingredients, provided by the ABC Food Company, into a 
delicious dessert. 

 to incorporate ~는 is의 보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며, 

provided ~ company는 ingredients를 수식한다.

Words  resident[rézədnt] 거주자, 주민   incorporate[inkɔ́ː rpərèit] 혼

합하다   seasonal[síːzənl] 계절의   ingredient[inɡríːdiənt] 재료   

category[kǽtəɡɔ̀ː ri] 부문, 범주

25  정답 ④ ▶ 유형: 내용 불일치

2014년 차 자선활동

언제: 2014년 10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 오후 9시

어디서:   The Ruby Pear  
1095 Conner Street Noblesville, Indiana 46060

비용: 일인 당 50달러

모든 수익금은 Susan G. Komen Foundation에 기증될 것입니다.

주의 사항:

•좌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참석하고 싶으시면, 2014년 10월 1일까지 317-679-7999로 

Mandy에게, 혹은 317-770-8322로 Steve에게 전화해 주세요.

•  수표는 Susan G. Komen Foundation으로 발행해 주세요.

후원 기업들: V pie-shaped Wedge, Inc. & The Ruby Pear

Solution   행사는 10월 11일이고, 10월 1일까지 접수하라는 말(~ by 

October 1, 2014)에서 알 수 있듯이, 10일 전에 신청이 끝나는 것이므로, ④는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8행_ 100% of all proceeds will be donated to the Susan G. 
Komen Foundation.

 조동사를 포함한 수동태는 <조동사+be+과거분사>로 나타낸다. 

Words  proceeds[próusiːdz] 수익금   donate[dóuneit] 기부하다   

check[ʧek] 수표   foundation[faundéiʃən] 재단

26  정답 ⑤ ▶ 유형: 도표의 이해

위 도표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한 국가에 대한 그 국민들의 만

족도와 불만족도의 비율을 보여준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국

가의 방향에 불만족한 사람보다 만족한 사람들이 많았다. 2006년에

는, 국가에 만족한 사람들의 비율이 그 전 해와 비교해서 20% 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만족한 사람들과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은 상하로 변동했다. 2011년에, 국가의 방향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최고점에 도달한 반면, 만족한 사람들은 최

하점에 도달했다. 2014년에, 만족한 사람의 비율은 2008년의 비율

과 같았지만,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은 2008년의 비율보다 약

간 더 높았다(→ 낮았다).

Solution   2014년의 경우 만족한 사람의 비율이 25%로 2008년과 같았지만, 

만족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2008년에는 73%, 2014년에는 72%로 1% 낮았

으므로, ⑤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12행_ In 2014, the percentage of those satisfied was the same as 
that in 2008, but the percentage of those dissatisfied was a 
little higher than that in 2008. 

 문장의 주어 the percentage는 단수 취급하며, those 뒤에는 who were

가 생략되어 ‘~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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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direction[dirékʃən] 방향   dissatisfied[dissǽtisfàid] 불만스런   

previous[príːviəs] 앞의, 이전의   fluctuate[flᴧ̀kʧuèit] 변동하다   up 

and down 상하로

27  정답 ④ ▶ 유형: 내용 불일치

예술가이면서 화가인 Georgia O’Keeffe는 1887년 11월 15일 

Wisconsin주 Sun Prairie에서 태어났다. 열 살 쯤에 그녀는 화가

가 되기로 결심하였고 1905년부터 1906년까지 Art Institute of 
Chicago 학교에서 공부했다. 하지만 그녀는 화가로서 성공할 수 없

다고 주장하면서, 1908년 가을에 예술가로서의 생애를 추구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했다. 그녀는 예술가들에게 선, 색상, 명암을 조화롭게 사

용할 것을 장려한 Arthur Wesley Dow에 영감을 받아, 1912년에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중에 그녀는 유명한 사진사이면서 

미술관 소유자였던 Alfred Stieglitz를 만났다. 그는 1916년에 자신

의 미술관 291에서 그녀의 작품을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공개하였다. 

1924년에 결혼을 하면서, 그 두 사람은 직업적이면서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맺었는데, 이는 1946년에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Solution   미래의 남편이 될 Alfred Stieglitz의 미술관에서 그녀의 작품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고(He showed her work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in 1916 at his gallery 291.) 했으므로, ④가 글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5행_ But she abandoned the idea of pursuing a career as an 
artist in the fall of 1908, claiming that she could never 
distinguish herself as an artist.

 of 이하는 the idea와 동격을 나타내며, claiming 이하는 부대상황을 나타내

는 분사구문으로 and she claimed로 바꿔 쓸 수 있다. 

Words  abandon[əbǽndən] 포기하다   pursue[pərsúː] 추구하다   

distinguish oneself 유명하게 하다, 성공하다   inspire[inspáiər] 영감을 

주다, 격려하다   harmoniously[haːrmóuniəsli] 조화롭게   

28  정답 ⑤ ▶ 유형: 문법성 판단

작가의 인생에는 몇 가지 획기적인 사건들이 있다는 말이 있다. 그것

들은 첫 번째 책의 출간, 처음으로 받은 좋은 평과 나쁜 평, 베스트셀

러 목록을 처음 실망스런 눈으로 힐끔 보는 것, 첫 번째 책 사인회를 

포함한다. 그것들 중 정말로 흥미로운 것은 저자들이 자신의 첫 번째 

책 사인회를 다루는 방식이다. 그들은 책 사인회에 대해서 세상이 싫

어진 체념의 풍채로 말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마치 그것이 

가장된 축복인 것처럼 행동한다. 전 수상인 Edward Heath만이 그 

경험이 즐거웠음을 인정한 정직한 면을 보여주었다. 사실, 50펜스를 

벌게 될 여러분의 책을 들고 사람들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Solution   ① 책이 출판된 것이므로 수동인 published가 적절하다.

② 저자가 첫 책 사인회를 다루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how가 적절하다.

③ <obliged + to부정사>로 ‘~해야 하는’의 뜻이다.

④ admit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한다.

❺ while이 접속사이고 people이 주어이므로 queue로 고쳐 써야 한다.

구문 Solution   

11행_ ~ what could be more pleasurable than writing your 
own name while people queue with copies of your book to 
make 50 pence?

 what 이하는 수사의문문으로 writing your own name ~ 50 pence가 

가장 즐겁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while은 접속사로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이다. 

Words  landmark[lǽndmàːrk] 획기적인 사건   review[rivjúː] 서평   

book-signing session 사인회   world-weary 세상이 싫어진   

resignation[rèzignéiʃən] 체념, 사직   guise[gaiz] 가장, 변장   Prime 

Ministe 수상   queue[kjuː] 줄서다

29  정답 ③ ▶ 유형: 어휘 의미 파악

한 산업 연구에서 미국인 90% 이상이 음식에 붙어 있는 날짜 표시와 

유효 기간을 혼동하여 음식을 버리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보

고서에서 설명하듯이, 음식 포장지에 찍힌 날짜가 음식의 안전과 관

련이 있다는 생각은 대체로 잘못된 생각이다. 더구나, 그러한 날짜 

표시를 규격화하기 위해 잘 규정된 시스템도 없다. 제조업자들은 보

통 자신들만의 방식을 써서 어떤 표시를 사용할지 결정한다. ‘언제까

지 사용 가능’, ‘언제까지 판매 가능’, 그리고 ‘언제 이전이 최상의 상

태’와 같은 표시들은 가끔씩 소매업자들이 사용하도록 의도된 것이지

만, 대개의 경우 그것들이 음식이 더 이상 소비하기에 적당하지 않음

을 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신선도를 유지할 때가 언제인지

를 알려 주도록 의도된다. 혼란과 함께 버려지는 음식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그 보고서의 저자들은 음식 날짜 표시 시스템을 개

선하는 많은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언제까지 판매 가능’

이라는 날짜 표시를 단지 업체들만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Solution   (A) 날짜 표시와 유효 기간을 혼동해서 음식물을 많이 버린다는 내용

에서 날짜 표시와 음식의 안전이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대체로 잘못된 것이라는 

문맥이므로, myth(잘못된 생각)가 적절하다. (fact: 사실)

(B) 음식의 유효 기간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consumption(소비)이 적절하

다. (regulation: 규제)

(C)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제안으로 날짜 표시를 업체만 볼 수 있

게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 알맞으므로 businesses(업체들)가 적절하다. 

(consumers: 소비자들)

구문 Solution   

9행_ “Use by,” “sell by” and “best before” are sometimes 
intended for use by retailers, while they are usually meant to 
indicate when a food will be at its peak freshness,  not when it 
will no longer be suitable for consumption.

 while은 ‘반면에’라는 의미의 접속사이며, <B, not A(=not A but B)>는 ‘A가 

아니고 B’라는 의미의 구문에서는 A와 B가 각각 간접의문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Words  throw away 버리다   confuse[kənfjúːz] 혼동하다   expiration 

date 유효 기간, 만료일   standardize[stǽndərdàiz] 규격화하다   retailer 

[ríːteilər] 소매업자   peak[piːk] 최고의   visible[vízəbl] 눈에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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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정답 ① ▶ 유형: 지칭 추론

David는 Kelly라는 이름의 일곱 살 된 어린 아들이 한 명 있다. 하

루는 그가 그에게 잔디 깎기 기계를 밀어 마당을 돌아다니는 법을 가

르치고 있었다. 잔디의 끝부분에서 기계를 돌리는 방법을 그의 아들

에게 가르치고 있었을 때, 그의 아내 Jan이 질문을 하기 위해 그를 

불렀다. David가 질문에 답하려고 고개를 돌렸을 때, Kelly가 잔디 

깎기 기계를 그대로 화단으로 몰고 가서 2피트 넓이의 작은 길을 지

면과 평평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가 고개를 돌려 벌어진 일을 보았을 

때, David는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그의 화단을 이웃들의 부

러움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그가 

아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자, Jan이 재빨리 그에게 다가와서

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David, 제발 우리는 꽃이 아니라 

아이를 기르고 있음을 명심해요.”

Solution   ①은 David의 아들 Kelly를 가리키지만, ②, ③, ④, ⑤는 David를 

가리킨다.

구문 Solution   

5행_ As David turned to answer the question, Kelly pushed the 
lawn mower right through the flower bed — leaving a two-
foot wide path leveled to the ground.

 As는 ‘~할 때’라는 의미의 시간 접속사이며, <leave+목적어+분사>는 ‘~을 …한 

상태로 남기다’라는 의미이다.

Words  lawn mower 잔디 깎는 기계   flower bed 화단   level[lévəl] 

수평이 되게 하다   lose control 자제심을 잃다

31  정답 ② ▶ 유형: 빈칸 추론

각 직업은 그 직업 고유의 새로운 단어와 어구를 개발해낸다. 그것은 

또한 기존의 단어와 어구의 의미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것은 대개 

새로운 제품, 서비스 혹은 과정을 기술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CB 라디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경찰을 ‘거무칙칙한 곰’

이라고 부른다. 1960년대에, ‘산성’이라는 말은 LSD와 같은 마약을 

지칭했다. 이런 단어들이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매우 보편화되어 사용되어서 일반 독자에게는 그것들이 정의되지 않

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끔씩 단어들이 평상시의 쓰임에서 가지고 있

는 것과 다른 의미로 특정 직업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단어들의 

상당수는 사전들이 미처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생겨난

다. 따라서, 그런 단어들 중 많은 것을 사전에서 찾아 볼 수 없으면 

직업적 조언을 받는 것이 아주 좋은 생각이다.

Solution   사전이 따라잡을 수 없는 특정 직업에서 사용되는 독특한 의미들은 

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서 조언을 구해야 알 수 있으므로, 빈칸에는 ② ‘직업적 

조언을 받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사전에 의지하다

③ 상식을 사용하다

④ 그것들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⑤ 자신만의 정의를 만들다

구문 Solution   

7행_ Such words are used so commonly only by those in a 
particular profession that they are often not defined for the 
general reader.

 <so ~ that …> 구문이 쓰여 ‘너무 ~해서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Words  profession[prəféʃən] 직업   unique[juːníːk] 독특한, 고유한   

smoky[smóuki] 거무칙칙한   refer to 가리키다, 지칭하다   arise[əráiz] 생

기다, 발생하다   keep up 따라가다, 보조를 맞추다   look up (사전에서 낱말을) 

찾다

32  정답 ③ ▶ 유형: 빈칸 추론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도록 노력해서 2년 안에 

사귈 수 있는 친구보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두 달 

안에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들 

중의 하나가 ‘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당신이 포함된 단체 사진을 

볼 때, 당신을 누구를 먼저 보는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도록 하는 노력만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많은 진정한 

친구를 갖지 못할 것이다. 한 유력 잡지의 편집자는 “출간해 달라고 

제출된 사연을 평가할 때 저는 그저 글쓴이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

는지 여부만 확인합니다.”라고 말했다. 여전히 납득이 안 된다면, 잠

시 멈추고 개는 살기 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동물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암탉은 당신을 위해 알을 낳아야 하고, 소는 당신에

게 우유를 제공해야 하며, 말은 당신에게 탈 것을 제공해야 하지만, 

개는 당신에게 단지 관심만을 주는 것으로 먹고 산다.

Solution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야 많은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요

지의 글로, 필자는 살기 위해 주인에게 관심만을 주는 동물인 개를 예로 들고 있으

므로, 빈칸에는 ③ ‘당신에 단지 관심만을 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다른 애완동물과 어울리는 것

② 한 입만 먹는 것

④ 문지기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

⑤ 자신을 화제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

구문 Solution   

1행_ You can make more friends in two months by becoming 
interested in other people than you can in two years by trying 
to get other people interested in you.

 <more ~ than …>의 비교 구문이 쓰였다. <by + -ing>는 ‘~함으로써’라는 수

단의 의미를 나타내며, can 뒤에 반복되는 make friends가 생략되어 있다. 

Words  frequently[fríːkwəntli] 빈번하게   leading[líːdiŋ] 유력한, 주요

한   submit[səbmít] 제출하다   publication[pʌbləkéiʃən] 출간   

convince[kənvíns] 납득시키다   reinforce[rìːinfɔ́ː rs] 강화하다

33  정답 ④ ▶ 유형: 빈칸 추론

전 세계에서 상품, 영화, 그리고 놀이공원으로 수십억 달러를 잔뜩 

벌고 있는 The Walt Disney Company의 공동설립자 Walt 
Disney는 한때 상상력이 부족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다는 이유

로 한 신문사 편집자에 의해 해고되었다. 유명한 19세기 화가인 

Vincent Van Gogh는 처음부터 화가는 아니었다. 그는 한때 예술

작품 판매사원으로 일했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다. 그가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겨우 죽기 10년 전이었다. 전 미국 대통령인 

Ronald Reagan은 젊었을 때에는 원래 배우였다. 나중에 그는 자신

이 정치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주저하지 않고 정계에 입

문했다. 이런 종류의 결단이 결국,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도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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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었다. 유명한 소설인 ‘Harry Potter’의 작가 J.K. Rowling은 사

실 책을 쓰기 전에는 학교 선생님이었다. 사실, 그녀는 첫 번째 

‘Harry Potter’ 책이 출간되기 전에는 실직 상태였다. 보시다시피, 

직업은 항상 변화에 개방되어 있다.

Solution   신문사에서 해고되었지만 The Walt Disney Company를 공동 

설립했던 Walt Disney, 목사에서 세계적인 화가가 된 Vincent Van Gogh, 

배우에서 미국 대통령으로 탈바꿈한 Ronald Reagan, 교사에서 세계적인 작

가가 된 J.K. Rowling,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계속해서 자신의 직업을 바꾸었

다는 것이므로, 빈칸에는 ④ ‘직업은 항상 변화에 개방되어 있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성공에는 명성이 따라 온다

② 인생에는 전환점이 있다

③ 위대한 사람들은 실수를 통해 배운다

⑤ 한 분야의 성공이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진다

구문 Solution   

8행_ It was only 10 years before he died that he decided to 
become an artist.

 <It was ~ that> 강조 구문으로 only 10 years before he died를 강조

하고 있다. 

Words  rake in (돈을) 잔뜩 벌다   merchandise[mə́ːrʧəndàiz] 상품   

fire[faiər] 해고하다   preacher[príːʧər] 목사   originally[ərídʒənəli] 원

래, 처음에는   eventually[ivénʧuəli] 결국   unemployed[ʌnimplɔíd] 

실직한

34  정답 ③ ▶ 유형: 연결사 넣기

많은 선한 사람들이 몇몇 가난한 국가에서 아이들이 가족들이 먹을 

것과 잠잘 곳을 가질 수 있도록 하루 종일 일한다는 것을 알고 충격

을 받고 있다. 충격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아동 노동을 우려하는 사

람들은 회사로 하여금 아이들을 고용하는 것을 규제하라고 압력을 행

사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회사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

해서 제고해 보아야 한다. 많은 경우, 공장에서 쫓겨난 아이들은 도

둑질이라는 하나의 선택밖에 없다. 그것은 그들의 수입이 가족들의 

삶에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아무리 따뜻한 마음을 가

지고 있더라도, 공장주들에게 이러한 아이들을 배제하도록 강요할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끔찍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Paraguay의 아이들은 가족 수입의 거의 1/4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아이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그들의 가족은 먹을 것이 충분치 않을 것

이고, 또한 잠잘 곳도 못 갖게 될 것이다.

Solution   (A) 필자는 아동 노동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 입장에 

대한 제고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역접의 연결사 However가 적절하다.

(B) 아동 노동에 대한 금지 요구를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가 빈칸 뒤에 이어지고 있으므로, 예시의 연결사 

For example이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1행_ A number of well-meaning people are shocked to know 
that in some poor countries, children work full time so their 
families can have food and shelter.

 that은 know의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다. <so (that) + 주어 + can> 구문은 

‘~할 수 있도록’이라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낸다.

Words  well-meaning 좋은 의도의   concerned[kənsə́ː rnd] 염려하는   

put pressure 압력을 가하다   disservice[dissə ́ːrvis] 피해, 폐해   

exclude[iksklúːd] 배제하다   contribute[kəntríbjuːt] 기여하다

35  정답 ③ ▶ 유형: 무관한 문장

수백 만년 동안, 인간의 기본적인 무리는 소수의 대가족으로 구성되

어 왔다. 이 20명에서 200명 정도의 무리나 그러한 개인들이 삶의 중

요한 요소가 되어 왔고, 그것은 전 세계에서 발생해 왔다. 대략 5천년 

전에, 우리의 농경 마을은 성장하여 수백 개의 대가족을 포함했었다. 

(농부들이 전쟁에서 사용한 무기와 그들이 농사를 위해 사용한 물건

들 사이에 연결성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상세한 형태의 우리 사

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지역마다 변화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정확한 형태가 유전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유전자가 그 과정에서 한 유일한 역할은 그것들이 

사회 집단과 문화를 형성하는 내재적인 성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Solution   인간은 소수의 대가족으로 구성되어 오다가 수백 개의 대가족을 포

함하는 사회로 형성되었고, 이러한 사회의 형태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농부들이 사용한 무기와 농사를 위한 물건들 사이

의 연결성이 있다는 내용의 ③은 전체 글의 흐름과 무관하다.

구문 Solution   

5행_ About 5,000 years ago, our farming village had grown to 
contain hundreds of extended families.

 to contain은 부사적 용법 중 결과를 나타내므로 had grown to contain은 

‘성장하여 포함했었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3행_ The only role our genes play in the process is that they 
provide the innate predisposition to form social groups and 
culture.

 문장의 주어인 The only role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되었고, 

동사 is 다음의 that절은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Words  collection[kəlékʃən] 무리, 모임   consist of ~으로 구성되다   

extended family 대가족   band[bænd] 무리, 그룹   element[éləmənt] 

요소   connection[kənékʃən] 연결(성)   detailed[ditéild] 상세한, 세부적

인   region[ríːdʒən] 지역   genetically[dʒənétikəli] 유전적으로   

innate[inéit] 내재적인, 타고난   predisposition[prìːdispəzíʃən] 성향, 경향

36  정답 ⑤ ▶ 유형: 글의 순서

누구에게나 아무것도 제대로 되어가지 않는 것 같은 나쁜 날들이 있

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낀다. 

(C)   예를 들어, 여러분은 낮은 정도의 두통으로 시작하며 라디오에서 

몇 가지 나쁜 소식을 들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불필요하거나 달갑지 않는 말이나 정보로 여러분이 깨어난 것을 

맞이할 수도 있다. 

(B)   하루가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여러분은 하루의 나머지 시간 동

안 운명이 지워지는가? 왜 성가시게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가? 아마도 여러분은 그 다음 24시간 동안 어딘가에, 가령, TV
화면이나 컴퓨터 앞에 숨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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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록 이런 선택이 처음에는 가능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은 그 하루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온갖 종류의 이유에도 불구하

고, 여러분은 그 날의 나머지 또는 적어도 그것의 일부라도 직면

해야 한다.

Solution   하루의 시작이 나쁘면 그 나머지 시간도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하면서 

피하기보다는 직면하라는 내용의 글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주어진 글에 이어서 두통, 나쁜 소식, 불필

요한 말을 듣는 것 등의 예를 드는 (C)가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어딘가

에 숨을 수도 있다는 (B)가 다음에 이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그것을 직면해야 한다

고 충고하는 (A)가 마지막에 이어지는 것이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다.

구문 Solution   

2행_ From the moment you get out of bed, you feel that it’s not 
going to be a good day.

 the moment 다음에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되었고, it은 비인칭 주어로 해석

하지 않는다.

4행_ Although these options might sound possible at first, you 
really can’t run away from the day.

 감각동사 sound는 불완전 자동사로 형용사 보어를 취한다.

Words  go right 제대로 되어가다   option[àpʃən] 선택 (사항)   run 

away 도망치다   face[feis] 직면하다, 맞서다   portion[pɔ́ː rʃən] 일부, 부분   

be doomed 운명 지워지다   bother to 성가시게 ~하다   say[sei] 가령   

unwelcome[ʌnwélkəm] 달갑지 않은, 원치 않는   comment[káment] 

말, 논평

37  정답 ④ ▶ 유형: 글의 순서

미국에는 2천만 에이커 이상의 잔디 마당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전체 땅 면적의 대략 2퍼센트를 나타낸다. 

(C)   그것은 계속 물이 뿌려지고, 잡초가 제거되고, 해로운 곤충이 없

도록 해줘야 하는 많은 부동산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당이 

단 한 가지 종류의 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A)   사실은 여러분의 마당이, 다른 모든 것들처럼, 여러분이 그곳에 

심은 풀의 종류에 더하여 실제로 많은 다른 종류의 풀을 포함하

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당에는 또한 많은 다른 종류의 잡초들이 자라고 있다. 

(B)   놀랍게도, 보통의 미국의 마당에는 또한 100가지가 넘는 다른 종

류의 곤충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달팽이, 거미, 거미 진

드기, 쥐며느리, 지렁이 등과 같은 것을 셈에 넣지 않은 것이다.

Solution   미국에 많은 잔디 마당이 있다는 주어진 글의 내용에 이어서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 (C)가 이어지고, (C)의 두 번째 문장에서 마당이 단 한 가지 종류의 

풀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이어 실제로 많은 종류의 풀이 있

다고 말하는 (A)가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추가의 연결부사 also와 함께 100가

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곤충들이 있다는 내용인 (B)가 (A) 뒤에 오는 것이 글의 흐

름상 자연스럽다.

구문 Solution  

1행_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more than 20 million acres of 
grass yards in the United States.

 It is estimated that ~은 <일반인 주어(We/They/People) + estimate 

that ~>을 수동태로 전환한 것이다.

4행_ The truth is that your yard, like all others, actually 
contains many different kinds of grass in addition to the type 
of grass that you have planted there.

 <The truth is that ~>은 <It is true that ~ > 또는 <Truly, ~ >와 같은 의미이다. 

that you ~ there는 grass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다.

Words  estimate[éstəmèit] 산정하다, 추정하다   amazingly[əméiziŋli] 

놀랍게도   count[kaunt] 계산하다, 셈에 넣다   spider mite 거미 진드기   

pill bug 쥐며느리   earthworm[ə́ː rθwə̀ː rm] 지렁이   real estate 부동산   

weeded[wíːdid] 잡초가 제거된

38  정답 ④ ▶ 유형: 문장의 위치

정서적 학습은 빠를 수도 있으나 우리가 ‘전문적 지식’으로 간주하는 

것은 흔히 오랜 시간이 걸려 발전한다. 상급 수준의 체스, 프로야구, 

혹은 소방과 같은 복잡한 일의 전문적 지식을 얻는 일은 복잡하고 느

리게 마련이다. 그것은 한 영역의 전문적 지식이 하나의 단순한 기술

이 아니라 작은 기술들이 모여 다소 큰 집합체를 이루기 때문이다. 

체스가 이것의 매우 좋은 예이다. 숙련된 선수는 한 눈에 복잡한 위

치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능력 수준을 발전시키려면 수년이 소요

된다. 체스 전문가들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그러한 높은 수준의 실

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1만 시간의 헌신적인 연습이 요구된다. 

강한 집중을 요하는 그 만큼의 시간을 거치는 동안, 체스 선수는 수

천 가지의 배열 방식에 친숙하게 되는데, 각 배열 방식은 서로를 위

협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관련된 말들의 배치로 구성된다.

Solution   주어진 문장은 체스에서 복잡한 위치를 한 눈에 파악하려면 수년이 

소요된다는 내용이므로 체스를 사례로 언급한 문장과, 그런 높은 수준(복잡한 위

치를 한 눈에 파악하는 수준)의 실력에 이르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말하는 문장 사이인 ④에 위치해야 한다.

구문 Solution   

8행_ That’s because expertise in a domain is not a single skill 
but rather a large collection of mini skills.

 That’s because ~는 ‘그것은 ~때문이다’라는 의미로 뒤에 이유가 제시된다.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라는 의미이다. 

Words  at a glance 한눈에, 얼핏 보기에   expertise[èkspərtíːz] 전문적 

지식   intricate[íntrikət] 복잡한   dedicate[dédikèit] 바치다, 헌신하다   

attain[ətéin]  이루다, 도달하다   intense[inténs]  강한, 강렬한   

configuration[kənfìɡjuréiʃən] 배치, 배열

39  정답 ③ ▶ 유형: 문장의 위치

나는 19세 때 ‘New York Times’를 읽기 시작했다. 그 때 이후로 

나는 어디에 살고 있든, 세계 어디에 있든, 한 부도 놓치지 않았는데, 

이따금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 어떠한 고생도 서슴지 않았다. 이 문제

에 관해서, 나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신문을 읽는 것은 따뜻한 물

로 목욕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Marshall McLuhan이 된 것 

같은 기분이다. 내게는 ‘New York Times’를 읽는 것이 따뜻한 물

로 목욕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다. 2005년 11월 7일에, ‘New York Times’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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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가 2.6퍼센트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그곳의 최고 경영자, Janet 
L. Robinson은 “미디어 시장이 2005년에 힘들었으며, 내년에도 그

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신문들과 마찬가지로, 

‘New York Times’도 독자들을 유지하려고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다.

Solution   주어진 문장에서 언급한 such an experience(그러한 경험)는 가

장 좋아하는 ‘New York Times’ 신문을 읽는 것을 가리키고, 이어지는 내용에

서는 그러한 신문을 읽는 것이 줄어드는 것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 하므로 주어진 

문장은 ③에 위치해야 한다.

구문 Solution   

4행_ Ever since then I have not missed a single issue, no matter 
where I lived or was in the world, sometimes going to great 
lengths to get it.

 Ever since는 현재완료 시제와 함께 사용되어 ‘과거 시점 이래로 줄곧’의 의미를 

나타낸다. no matter where는 ‘어디서 ~하더라도’라는 의미로 wherever로 

바꿔 쓸 수 있다. 

Words  issue[íʃuː] 발행물   go to great lengths 어떠한 고생도 서슴지 않

다   entail[intéil] 수반하다   circulation[sə̀ːrkjuléiʃən] 발행 부수   

challenging[ʧǽlindʒiŋ] 도전적인, 힘든

40  정답 ② ▶ 유형: 문단 요약

영국 시인인 John Masefield는 “한 세기마다 (겨우) 한 사람이 칭찬

에 의해 파멸되거나 견딜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확실하게 일 분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없어서 죽는다.”라고 말했다.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키우기 위한 주요 방법으로 칭찬을 거의 간주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우리는 비난이라는 음식을 먹고 칭찬에 굶

주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진정 아이들에게 가

장 집중된 관심을 줄 때가 그들이 뭔가를 잘못한 때라는 것은 사실이

다. 만일 그들이 즐겁게 놀고 있거나, 책을 읽고 있거나, TV를 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잘 해 나

갈 수 있고 그들을 홀로 안전하게 둘 수 있다. 만일 그들이 조용히 즐

기고 있다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분명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그들이 큰 소리로 싸우는 것을 듣거나, 뭔가 

깨지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달려가서는 평온함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다.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칭찬하는 데 관대하지 않은 것은 슬픈 일이다.

Solution   부모가 칭찬해야 할 때 칭찬하지 않고, 잘못 했을 때에만 관심을 기울

이는 것을 안타까워 하는 내용의 글이므로, (A)에는 ‘슬픈, 유감인(deplorable)’이 

(B)에는 ‘관대한, 후한(generous)’이 들어가야 한다.

구문 Solution   

7행_ Sadly, it’s a fact that the times when we really give our 
kids the most concentrated attention are when they’ve done 
something wrong.

 it이 가주어, that 이하가 진주어이며, when ~ attention은 앞의 주어 the 

times를 수식한다.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다. 

Words  ruin[rúːin] 파멸시키다   insufferable[insʌfərəbl] 견딜 수 없는   

for want of ~의 결핍 때문에   primary[práimeri] 첫째의, 주요한   

criticism[krítəsìzm] 비평, 비난  concentrated[kánsəntrèitid] 집중된   

precisely[prisáisli] 정확하게   restore[ristɔ́ː r] 되찾다

41 정답 ⑤  42 정답 ② ▶ 유형: 장문의 이해

지난 주 어느 날 밤, 아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유인물을 검토하다가, 

낙제점을 받은 한 시험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들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아들이 

침대에서 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가 그저 2학년 일뿐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 순간에 나는 파멸 상태에 있는 아들의 학업 

성취를 보았다. 나는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난 그 종이를 옆으로 치

워놓고 그 다음 종이를 보았다. 그 종이에 갈겨쓴 내용이 있었는데 페

이지의 맨 위에 ‘우리 아빠’라고 적혀 있었다. 

그것은 나에 관한 시였다. 그가 적은 시는 아들의 손가락이 부러져서 

내가 직장을 나와 아들을 의사에게 데리고 간 때를 담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는 저녁 때 그와 레슬링하던 것을 상세

히 적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 중 그가 좋아하는 몇 가지를 더 적었

다. 갑자기 낙제점이라고 적혀 있던 종이가 불과 몇 분 전에 그랬던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아들이 타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낙

제점 옆에 그 시를 놓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효과는 있었다. 엄한 꾸

중의 말 대신에, 나는 낙제한 과제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시에 관해서

도 그에게 말했다. 건설적 비판과 더불어 격려의 말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내게 들기 시작했다.

Solution   41. 우연히 읽게 된 아들의 시를 통해 격려의 말과 함께 하는 건설적

인 비판의 가치를 인식했다는 내용이므로, ⑤ ‘시를 통해 배운 소중한 교훈’이 글

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결코 망각되지 않는 어린 시절의 꿈

② 자녀를 행동에 대해서만 혼내라

③ 아들의 시 속에 반영된 나의 어린 시절

④ 성적은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42. 낙제점을 받은 아들의 성적을 보고 화가 많이 나 있던 필자가 아들의 시를 보

고 시험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말하였고, 아들의 의도가 그것(아버지

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함)이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화를 덜 내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흐름이므로, 빈칸에는 ② ‘타격을 완화시키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자신을 비난하다

③ 자신의 꿈을 드러내다

④ 자신의 시적 본능을 감추다

⑤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다

구문 Solution   

15행_ And he talked about a few other things he likes that I do.

 that I do는 a few other things를 수식하며, he likes는 삽입절이다. 

16행_ Suddenly that paper with the failing grade was not as 
important as it had been just a few minutes earlier.

 <as ~ as …>는 <…만큼 ~한>의 의미를 나타낸다. 

Words  come across 우연히 보다   matter[mǽtər] 중요하다  career 

[kəríər] 성취   in ruins 파멸 상태에 있는   put aside ~을 제쳐 놓다   

scribble[skríbl] 갈겨쓰기, 낙서   severe[sivíər] 심한, 엄한   assignment 

[əsáinmənt] 숙제, 과제   criticism[krítəsìzm] 비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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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답 ③  44 정답 ④  45 정답 ⑤ ▶ 유형: 복합 문단의 이해

(A)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정해야 할 때마다, 나는 친구들에게 내가 

만두를 얼마나 많이 먹고 싶어 하며, 그것들을 단지 생각만 해도 

얼마나 군침이 도는지를 결코 주저하지 않고 말한다. 친구들은 

대개 나를 잠시 동안 멍하니 쳐다본다. 물론, 나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다. 오, 친구야, 또 만두는 안 돼.

(C)   나의 만두 사랑은 나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매년 음력 

새해가 다가오면, 엄마는 나와 여섯 명의 형제자매들에게 바르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엄마가 만든 

특별 새해 만두를 맛보지 못했다. 그 당시에 우리는 가난했고 쪼

들렸다. 먹여 살려야 할 일곱 명의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들을 전혀 

맛보지 못할 것이었다. 우리는 행동을 똑바로 했고 기대를 잔뜩 

하면서 마법의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D)   새해 전 날, 엄마와 누나들은 앉아서 만두를 만들기 시작했다. 나

는 너무 어려서 그들과 합류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옆에 앉아

서 그들이 만두를 만드는 장면을 바라만 보았다. 그들은 대화하

며 웃곤 했다. 몇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도 피곤한 기색이 없었고 

만두는 겹겹이 늘어만 갔다. 엄마는 일부를 저녁용으로 요리를 

하고 그것들의 대부분은 다음 날 먹을 것으로 남겨 두셨다.

(B)   그 다음날 아침, 엄마는 5시 경에 일어나셔서 새해 만두를 끓는 

물에 담그고는 우리를 모두 깨우셨다. 기분이 잔뜩 들떠서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그것들을 게걸스럽게 먹었다. 그 당시에, 나는 

엄마의 만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어른이 된 후에, 나는 곳곳으로 여행을 다녔고, 내가 가

는 곳마다 익숙한 만두의 맛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맛이 결코 똑

같지 않았다. 내 생각에 그곳에서 먹었던 만두에는 가족과 함께 

앉아서 만들던 따뜻한 기억이 빠져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Solution   43. 필자의 각별한 만두 사랑이 소개되고 있는 (A) 뒤에는 그러한 만

두 사랑의 기원을 설명하는 (C)가 와야 한다. 이어서 새해 전날 가족끼리 만두를 

빚는 장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D)가 나오고, 어느 곳을 가서 만두를 먹어도 어

린 시절 먹었던 만두의 맛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 이유로 만두를 만드는 추억

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는 (B)가 나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44. (d)는 엄마와 누나들을 가리키지만, (a), (b), (c), (e)는 모두 만두를 가리킨다.

45. 필자가 어려서 만두 빚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I was too young to 

join them)고 했으므로 ⑤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15행_ I guess what was missing in the dumplings I had there 
was the warm memories of sitting around and making them 
with my family.

 guess 뒤에는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으며, what ~ 

there가 that절의 주어이며, I had there는 the dumplings를 수식한다. 

sitting과 making은 of 뒤에서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22행_ Or else we wouldn’t be allowed to taste her special New 
Year dumplings.

 가정법 과거 구문으로 Or else는 If we didn’t behave ourselves의 의미

를 나타낸다.

Words  make one’s mouth water 군침 돌게 하다   devour[diváuər] 

게걸스럽게 먹다   go back to ~로 거슬러 오르다   sibling[síbliŋ] 형제자매   

behave oneself 바르게 행동하다   fatigue[fətíːɡ] 피로   row[rou] 열, 줄

REVIEW
A  1. 현재  2. 방문하다   3. 복장   4. 경쟁   5. 포기하다  6. 직업   

7. 가리키다, 지칭하다  8. 목사  9. 배제하다  10. 요소  11. 부

동산   12. 복잡한  13. 도전적인  14. 되찾다  15. ~을 제쳐 놓

다  16. 비판, 비난  17. 게걸스럽게 먹다  18. 피로  19. 영원한    

20. 애정

B 1. curriculum  2. seasonal  3. publication  4. estimated 

C  1. gratitude, expected  2. unemployed  3. reviewed, came 

across

본문 p.5805 회

18 ④ 19 ④ 20 ② 21 ④ 22 ④ 23 ④ 24 ③ 25 ⑤ 

26 ⑤ 27 ② 28 ① 29 ③ 30 ⑤ 31 ③ 32 ② 33 ④ 

34 ② 35 ④ 36 ② 37 ⑤ 38 ② 39 ④ 40 ⑤ 41 ② 

42 ① 43 ⑤ 44 ③ 45 ④

독해 기본 모의고사06회제
본문 pp.59~67

18  정답 ④ ▶ 유형: 목적 추론

인생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에 관해 걱정하지 말 것을 조언합니다, 특

히 자녀가 있을 때 말입니다. 자녀가 가능한 모든 시간을 차지해 버

리는데, 그것은 부모 역할의 기본적 법칙입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을 하든지, 하루 종일 집에 있든지 간에, 얼마나 많은 시

간을 자녀에게 주더라도, 자녀를 위해 충분히 있어 주지 못했다는 느

낌은 여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주변에 

있으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완전한 균형이 잡히도록 할 시간이 없

을 겁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끔찍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자녀들을 위해 보내십시오. 당신은 자신보다 자녀들을 더 생

각해야 합니다. 자녀가 생기기 전에 여러분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

를 믿으세요, 자녀가 집을 떠나면 당신은 자신의 시간을 갖게 될 것

입니다.

Solution   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를 위해 가급적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

하고 있다.

구문 Solution   

4행_ No matter how much time you give them, whether you 
work from eight to eight or are around the house all the time, 
you’ll still feel you haven’t been there enough for them.

 <no matter + 의문사>가 양보절을 이끌며, <whether ~ or>은 ‘~든지 간에’

라는 의미로 앞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한다.

Words  achieve[əʧíːv] 달성하다   take up 차지하다   parenthood 

[pɛə́rənthùd] 어버이가 됨   deal[diːl] 거래, 계약, 협정   put A in perfect 

balance A에 완벽한 균형을 이루다



정
답

과
 해

설
·

채
움

  050

19  정답 ④ ▶ 유형: 필자의 주장

많은 사람들, 특히 대학을 막 졸업한 학생들은 퇴직이 선택사항이어

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나이 든 직원들이 일을 계

속 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젊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일자리가 없을 거

라고 우려한다.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로부터 일자리 기회를 

빼앗아갈 가능성이 있을까? 젊은 직원들과 나이 든 직원들이 같은 일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

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나이 든 직원들은 좀처럼 신

입 사원 수준의 일을 구하지 않으며 하고 싶어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노동력 부족이 발생

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용주들과 정부 기관

들은 경험 있는 직원들을 은퇴시킬 방법이 아니라 끌어들일 방법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

Solution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직원이 하는 일은 분명 다르며, 고용주와 정부 

기관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끌어들여 예상되는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방법을 찾

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구문 Solution   

10행_ More importantly, there is a growing concern that labor 
shortages might occur when baby boomers retire.

 More importantly는 What is more important is that ~의 의미이

다. that 이하는 앞의 concern과 동격 관계를 이룬다.

Words  especially[ispéʃəli] 특히   retirement[ritáiərmənt] 퇴직   

option[ápʃən] 선택사항   opening[óupəniŋ] 취직 자리, 결원   unlikely 

[ʌ̀nláikli] 그럴 것 같지 않은   rarely[rɛə́rli] 거의 ~ 않다   concern 

[kənsə́ː rn] 우려   retire[ritáiər] 은퇴하다

20  정답 ② ▶ 유형: 심경 추론

천둥과 번개 소리에 반쯤 잠이 깼을 때 밖은 어두웠다. 이내, 비가 내

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오늘의 가족 소풍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

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리 저리 뒤척이며, 이 

비가 아이들을 얼마나 실망하게 만들지를 생각하다가, 비가 그치기를 

기도하면서 가까스로 다시 잠이 들었다. 몇 시간이 지난 듯 했고, 나

는 아이들의 부산한 움직임에 잠에서 깼다. 나는 눈을 떴다. 커튼을 

타고 들어오는 태양빛에 다소 놀란 나는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거기

에 마치 우리의 가족 소풍을 환영이라도 해 주듯 아름다운 아침이 나

를 기다리고 있었다.

Solution   필자는 잠결에 갑작스런 빗소리를 듣게 되고, 그로 인해 가족 소풍이 

취소되어 아이들이 실망할까 봐 ‘걱정스러운(worried)’ 심정이었지만, 일어나서 

본 아침은 따사로웠으므로 ‘안도하게(relieved)’ 되었을 것이다.

① 화난 → 기쁜

③ 무서운 → 걱정스러운

④ 무관심한 → 흥분한

⑤ 실망한 → 놀란

구문 Solution   

3행_ Knowing how much my children had been looking 
forward to today’s family picnic, I found myself sighing.

 Knowing ~ picnic은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Because〔As〕 I 

knew ~ picnic으로 바꿔 쓸 수 있다. <find oneself -ing>는 <be -ing>로 해

석하면 자연스럽다.

Words  look forward to ~을 학수고대하다   sigh[sai] 한숨 쉬다   toss 

and turn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다   bustling[bʌ́sliŋ] 소란한, 부산한   

streaming[stríːmiŋ] 흐름

21  정답 ④ ▶ 유형: 요지 추론

자신감은 “나는 네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이어서 

“해냈구나! 아주 대단해!”와 같은 말을 듣는 것에서 나온다. 걸음마 

단계의 아기가 의기양양하게 엄마가 축하해 주는 품 속으로 걸어 들

어갔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는 그 대가를 음미했

다. 그가 활짝 짓는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

다. 이 세상에 칭찬 받기에 미흡한 성공은 없다. 이것이 비판하지 말

라는 의미는 아니다. 비판은 칭찬과 가르침이 짝을 이루어야 한다. 

유소년 축구 경기가 끝난 후, 좋은 의도를 가진 아빠들이 종종 아이

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쉬운 두 차례의 득점 기회를 날려버

렸구나!” 당신의 딸은 자신이 득점 기회를 놓쳤음을 알고 있다. 그녀

에게 (그런 사실을) 상기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그녀의 노력을 칭

찬해라. “네가 골대로 공을 몰고 간 방식이 마음에 들어! 정말로 공격

적이었어!” 그렇게 말한 다음, “내일 저녁에 우리 연습하지 않을래? 

너의 슈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다.

Solution   ‘잘 했다’는 말을 듣게 되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지적하며 어떤 사소

한 성공도 칭찬을 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④가 이 글의 요

지로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6행_ No success in life is too tiny to be praised.

 <too ~ to …> 구문은 ‘너무나 ~해서 …할 수 없다’는 부정의 의미이지만, 이 문

장에서는 앞의 부정어 No와 함께 쓰여 긍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Words  confidence[kánfədəns] 자신감   toddler[tádlər] 걸음마 단계의 

아기   triumphantly[traiʌḿfəntli] 의기양양하게   embrace[imbréis] 포

옹   savor[séivər] ~을 음미하다   reward[riwɔ́ː rd] 대가, 보상   remind 

[rimáind] 상기시키다   compliment[kámpləmənt] 칭찬하다

22  정답 ④ ▶ 유형: 제목 추론

오늘날 단편 소설이 현대 문학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형태

이다. 아마도 그것은 모든 현대 소설들의 길이가 짧아지도록 끊임없

이 요구하는 현대적 생활 방식 때문이다. 자동차, 제트기, 전화, 그리

고 전보가 모두 속도의 제단에 머리를 숙이고 있다. 그리고 문학은

10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흥밋거리들로 대중의 편에 서서 자리매

김 하고 있다. 10권짜리 소설을 여유롭게 읽던 시대는 지나가 버린 

것 같다. 소설 독자들은 자신들의 정서와 습관에 맞는 문학 형식을 

요구하고 있다. 긴 서문, 철학에 관한 한가한 담론, 그리고 상세한 묘

사의 글은 특정한 부류의 독자들만의 특별한 재미가 되는 반면, 대중

은 단편 소설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작가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단편 소설로 전환하는 것이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

Solution   단편 소설이 현대 문학의 압도적인 문학 형태라고 말한 뒤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④ ‘단편 소설이 문학의 주류이다’가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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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학이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② 단편 소설과 장편 소설 간의 전쟁

③ 속도: 스포츠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⑤ 여유로운 독서: 부자들이 누리는 사치

구문 Solution   

2행_ Perhaps it is because of the modern manner of living that 
insistently demands that all current fiction be short.

 첫 번째 that은 the modern manner of living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

사이고 두 번째 that은 동사 demands의 목적어를 이끄는 접속사 that이다. 이때, 

‘요구’를 나타내는 동사 demands는 목적어절에서 <(should +)동사원형> 형태를 

취한다.

14행_ Small wonder, then, that many writers have turned their 
talents to the short story.

 (It is) small wonder that ~은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의미로 small 

wonder은 no wonder와 비슷한 의미로 쓰임도 같다. 

Words  overwhelmingly[òuvərhwélmiŋli] 압도적으로   literature 

[lítərəʧər] 문학   altar[ɔ́ː ltər] 제단   undreamed of 꿈에도 생각지 않은   

ten-volume 10권의   discourse[dískɔːrs] 담론, 담화   philosophy 

[filásəfi] 철학   specific[spisífik] 특정한

23  정답 ④ ▶ 유형: 주제 추론

육아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오늘날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

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들의 부모가 다루지 않았을 어려움에 직면

해 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먹는 것을 늘 가리기는 했지만, 오늘날

의 부모들은 가공 처리된 음식과 음료수가 주도하는 세계에서 건강에 

좋은 음식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동시에, 인터넷과 다른 매체에 있

는 많은 건강 정보가 부모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가져왔

다. 웹 사이트에서는 아이의 두뇌 건강을 증진시키는 영양이 풍부한 

음식들을 선전하는 동시에 신문 매체에서는 아기 젖병 혹은 지나친 

TV 시청에서 나오는 가장 최근의 공포에 대해 보도한다. 이 모든 것

이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도록 만들고 있다.

Solution   오늘날 육아 문제가 과거보다 어렵다며 그 예로 아이들에게 먹이는 

먹거리와 관련한 어려움을 들고 있다. 따라서 ④ ‘육아가 어려운 이유’가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① 건강 정보의 출처

② 본보기로서의 부모의 역할

③ 텔레비전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⑤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

구문 Solution   

1행_ Parenting has never been an easy job, but mothers and 
fathers today face challenges in raising their children [that their 
own parents may never have had to deal with].

 <in -ing>는 ‘~하는 데 있어서’라는 의미이며 that 이하는 challenges를 선행

사로 하는 관계사절이다. 

Words  raise[reiz] 키우다, 양육하다   picky[píki] 까다로운   dominate 

[dámənèit] 주도하다   process[práses] 가공하다   promote[prəmóut] 

선전하다   nutritional[njuːtríʃənl] 영양이 풍부한   scare[skɛər] 두려움, 공

포   burdensome[bə́ː rdnsəm] 부담스러운

24  정답 ③ ▶ 유형: 내용 일치

고객 감사 할인 판매

고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개최하는 제 18회 연례 행사를 위

해 11월 2일, 3일, 4일에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상점에 있는 모든 제품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20 퍼센트 할인됩니

다!

덤:   근사한 음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매시간 추첨으로 경품을 드립니다!  

10분 깜짝 할인 판매를 세 차례 합니다!  

토요일에 라이브 공연이 열립니다!

요일 & 시간: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요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02) 468-2729의 홈 마트로 전화 주세요.

Solution   Hourly Door Prizes!에서 매시간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함을 

알 수 있으므로, ③이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구문 Solution   

2행_ Join us November 2nd, 3rd, and 4th for our 18th annual 
event we hold in appreciation of our customers!

 we hold는 앞의 our 18th annual event를 수식하는 관계사절로 we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되어 있다. 

Words  appreciation[əprìːʃiéiʃən] 감사   annual[ǽnjuəl] 연례의   

exception[iksépʃən] 예외   fabulous[fǽbjuləs] 굉장한   door prize  

(참가자에게) 추첨으로 주는 상품

25  정답 ⑤ ▶ 유형: 내용 불일치

경매

날짜: 2014년 10월 26일, 일요일

시간: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장소: 리베라 골프 클럽의 Tee Pavilion
모든 관심 있는 사람은 몇 가지 자격 조건을 갖추면 경매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 실제 경매 시간 전에 클럽의 회원 관리 부서에 가입하기

* 5,000 달러의 공탁금을 내기

공탁금은 낙찰을 받지 못한 입찰자들에게는 환불됩니다. 낙찰을 받은 

입찰자들은, 그 공탁금이 지불의 일부가 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02) 888-9127의 저희 회원 관리 부서로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Solution   낙찰을 받은 입찰자들은 그 공탁금이 지불의 일부가 되므로(For 

winning bidders, the deposits will form part of the payment.), 

⑤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11행_ Deposits will be refunded to non-winning bidders.

 조동사를 포함한 수동태는 <조동사 + be + 과거분사>로 나타낸다. 

Words  auction[ɔ ́ːkʃən] 경매(= bidding)   party[páːrti] 당사자   

requirement[rikwáiərmənt] 자격 조건   register[rédʒistǝr] 가입〔등록〕

하다   prior to ~ 이전에   deposit[dipázit] 공탁금   refund[rifʌńd]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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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bidder[bídər] 입찰자   feel free to 자유로이 ~하다

26  정답 ⑤ ▶ 유형: 도표의 이해

위 도표는 미국 사람들, 선진국 사람들, 그리고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무역에 의한 일자리 창출, 임금 인상, 그리고 가격 인하에 대해 어떻

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무역에 

의한 일자리 창출, 임금 인상, 그리고 가격 인하에 대해 미국 사람들

과 선진국 사람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미국인의 5분의 1이 

무역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생각한 반면, 더 적은 미국인들이 

그것이 인금 인상에 기여했다고 생각했다. 선진국에서는, 미국 사람

들의 비율보다 두 배 이상이 무역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생각한 반

면,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60 퍼센트가 그렇다고 생각했다. 무역에 의

한 임금 인상에 관해서는, 5분의 1이 채 안 되는 미국인들이 긍정적

으로 생각한 반면,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반이 그렇게 생각했다. 무역

이 가격 인하에 기여했는지를 질문 받았을 때, 미국 사람들과 선진국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한 비율을 합한 것보다 더 높은(→ 낮은) 비율

로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했다.

Solution   무역이 가격 인하에 기여를 했다고 답한 미국 사람들의 비율은 28 

퍼센트, 선진국 사람들의 비율은 38 퍼센트이므로 이 둘을 합한 비율은 개발도상

국 사람들의 비율인 57 퍼센트를 넘어서므로, ⑤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 

는다.

구문 Solution   

16행_ Asked if trade contributed to lowered price, higher 
percentage of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said yes than 
combined percentage of those in America and advanced 
countries said so.

 Asked ~ lowered price는 시간을 나타내는 수동태 분사구문으로 앞에 

Being이 생략되어 있으며, When they were asked ~로 바꿔 쓸 수 있다. 

those는 앞의 people을 받는 대명사이며, said so는 said yes의 의미이다. 

Words  contribute[kəntríbjuːt] 기여하다   advanced country 선진국   

developing country 개발도상국   in general 전반적으로   positively 

[pázətivli] 긍정적으로

27  정답 ② ▶ 유형: 내용 불일치

Lisette Model은 비엔나의 부유한 가정에서 1901년에 태어났다. 

그녀는 일련의 개인 가정교사에게 주로 교육을 받았고, 3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19세에, 그녀는 음악 공부를 시작했다. 1924년

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Model은 음성을 공부하기 위에 비엔나를 

떠나 파리로 갔다. 그녀가 미래의 남편 Evsa Model을 만난 것은 바

로 이 무렵이었다. 1933년에, 그녀는 음악을 포기하고 시각 예술을 

공부하는 데 전념했다. 그녀는 또한 사진술도 시작했는데, 암실 기법

의 기본 교육을 여동생으로부터 받았다. 그녀는 PM 잡지사에서 사

진 작가로 일을 했고, Harper’s Bazaar에 정기적으로 출판을 했다. 

1941년에, 그녀는 최초의 개인전을 열었다. 1941년에서 1953년까

지, 그녀는 프리랜서 사진 작가였으며 많은 출판물에 사진을 기고했

다. 사회의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을 소재로 한 1958 시리즈의 인물 

사진이 그녀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Solution   음악 공부를 시작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인 19세(At age 

19, she began studying music.)이므로, ②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6행_ It was during this period that she met her future husband, 
Evsa Model.

 <It was ~ that> 강조 구문으로 부사구 during this period를 강조하고 있다.

Words  tutor[tjúːtər] 가정교사   fluency[flúːənsi] 유창(함)   commit 

oneself to ~에 헌신하다   exhibition[èksəbíʃən] 전시회   portrait 

[pɔ́ː rtrit] (인물) 사진   fringe[frindʒ] 가장자리

28  정답 ① ▶ 유형: 문법성 판단

실수를 무릅쓰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큰 성공을 이루어 낼 수 없다. 

발명가 Thomas Edison과 희극인 Charlie Chaplin의 생애는 좋

은 모범 사례가 된다. 그가 한 천 번의 실수에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은 Edison은 전구가 만들어질 수 없는 천 가지 방법을 찾

아냈다고 응답했다. 런던 생활 초기에, 사람들은 Charlie Chaplin
을 무대에서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 그에게 각종 물건을 집어던졌다. 

그가 그런 관객들의 반응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배우가 되고자 하는 

그의 꿈을 추구하기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역사에 이

름을 남기지 못했을 것임이 확실하다.

Solution   ❶ 전치사 of의 목적어이면서 동시에 big successes를 목적어로 

취해야 하므로 동명사 achieving이 알맞다.

② 주어가 복수(The careers)이므로 복수 동사 serve는 적절하다.

③ ways를 수식하는 전치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 in which는 적절하다.

④ ‘~하는 것을 멈추다’의 의미로 stopped 다음에 동명사가 온 것은 적절하다.

⑤ 앞 문장의 What if와 연결되는 가정법 과거완료의 주절이므로 couldn’t 

have made는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8행_ During his early days in London, people threw things at 
Charlie Chaplin to make him get off the stage.

 to make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목적을 나타낸다. make는 사역동사로 

쓰여 <make + 목적어 + 동사원형>의 형태를 취한다. 

Words  unwilling to ~하려고 들지 않는   be capable of ~할 수 있다   

serve as good examples 훌륭한 모범 사례가 되다   audience[ɔ́ː diəns] 

관객   pursue[pərsúː] 추구하다

29  정답 ③ ▶ 유형: 어휘 의미 파악

1973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한 은행에 강도가 침입하려고 했

다. 하지만, 경찰이 빨리 왔고 그 강도는 네 명의 사람들을 인질로 잡

았다. 131시간 후에, 경찰은 그 강도를 생포할 수 있었고 인질들을 

풀어줄 수 있었다. 경찰들이 매우 놀랍게도, 인질들은 그 상황에 대

해 행복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심지어 그 강도에게 동정심을 가졌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바로 이 사건부터였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인질들이 그들

의 억류자들에게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현상이다. 스톡홀름 증

후군을 겪는 인질들은 보통 경찰들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지만 억

류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다. 그것은 보통 인질 상황이 며

칠간 지속되고 그 기간 동안 억류자들이 인질들에게 친절함을 좀 보

여줄 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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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A) 도둑을 생포하고 인질들을 풀어주는 상황이므로 ‘free(풀어주

다)’가 들어가야 한다. (fasten: 매다)

(B) 풀려난 상황에 행복해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 이상의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

한 설명이 이어져야 하므로 ‘sympathy(동정심)’가 들어가야 한다. (dislike: 반

감)

(C) 억류되어 있는 동안 억류자에게 생기는 긍정적 느낌의 이유에 대한 설명이므

로 ‘kindness(친절함)’가 들어가야 한다. (hostility: 적대감)

구문 Solution   

8행_ It was from this incident that the term “Stockholm 
syndrome” came into use.

 <It was ~ that> 강조 구문으로 부사구 from this incident를 강조하고 있다.

Words  robber[rábər] 강도   rob[rab] 강탈하다   hostage[hástidʒ] 인

질   capture[kǽpʧər] 생포하다   incident[ínsədənt] 사건   come into 

use 사용되다   phenomenon[finámənàn] 현상, 사건   captor[kǽptər] 

억류자

30  정답 ⑤ ▶ 유형: 지칭 추론

내가 영업부 부장이었을 때, 나는 예산 절차를 통과할 수 없었던 멋

진 사업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회장인 Fred Johnson에게 그

것에 관해 세 차례 언급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느 금요일 

오후, 나는 Johnson 씨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시간 좀 있으세요?”라

고 말했다. “또 그 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그가 

가로 막았다. “이리 와서 앉아 보게나.”라고 그가 명령했다. 나는 앉

았다. Johnson 씨는 빙 돌아 책상의 앞쪽으로 이동하였다. “좋아, 

자네가 제안한 것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한 번 더 말해 보게나.” 

나는 긴장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곳으로부터 보니 상황

이 많이 달라 보였다. 그곳에 앉아서 그의 책상을 둘러보았을 때, 회

계과가 보였다. 고객 담당 부서가 보였다. 예산부가 보였다. 나는 그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회장으로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달았다.

Solution   ⑤는 회장으로서 일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①, ②, ③, ④는 필자의 

멋진 사업 구상을 가리킨다.

구문 Solution   

1행_ When I was a sales department manager, I had a pet project 
[I couldn’t get through the budget process].

 When은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고, I ~ process는 앞의 명사 a 

pet project를 수식한다. 

Words  pet[pet] 가장 좋아하는, 멋진   budget[bʌd́ʒit] 예산   interrupt 

[ìntərʌṕt] 가로막다   command[kəmǽnd] 명령하다   gulp[ɡʌlp] 긴장하

다, 삼키다   overwhelming[òuvərhwélmiŋ] 견디기 어려운, 압도적인

31  정답 ③ ▶ 유형: 빈칸 추론

사람들은 성취로 환산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식으

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기대감에 수반되는 이러한 신비한 힘은 종

종 ‘자기 성취적 예언’이라고 언급되는데, 즉 자신의 직업적 성공이나 

실패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이론이다. 경영 관리학 석사 과정에 지원한 사람들을 살펴보

며, 입학 관리처장은 어떤 학생들은 자신들의 미래 계획에 대한 질문

에 “저는 그렇습니다.” 혹은 “저는 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어구로 답

한 것을 알아차렸다. 다른 학생들은 “그렇고 싶습니다.” 혹은 “그렇겠

지요.”라고 썼다. 첫 집단의 학생들이 사용한 말들은 그들이 구체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들이 두 

번째 집단의 학생들보다 뛰어난 성취 수준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놀라

운 일이 아니었다.

Solution   대학 입학 관리처장의 말을 빌려 사람들은 성취로 환산하여 자신들

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③ ‘성

취’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정확성  ② 적절성  ④ 관계  ⑤ 개성

구문 Solution   

13행_ It  wasn’t  surprising [that  they  reached higher 
performance levels than members of the second group].

 It은 가주어이고 that 이하가 진주어이다. they는 members of the first 

group을 의미한다. 

Words  reinforce[rìːinfɔ ́ː rs] 강화하다   in terms of ~으로 환산하여   

expectation[èkspektéiʃən] 기대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언급하다 

〔지칭하다〕   prophecy[práfəsi] 예언   application[ӕpləkéiʃən] 지원   

admission[ædmíʃən] 입학   represent[rèprizént] 보여주다

32  정답 ② ▶ 유형: 빈칸 추론

어린 시절부터 내 인생의 동반자인, 내 사진기는 나를 나의 본모습으

로 인도했고 나로 하여금 내가 느끼는 바를 공유하도록 해 주었다. 

나는 사랑, 우정, 그리고 공동성으로 가득한 어린 시절을 겪게 되어 

행운이었으며 처음부터 내 어린 시절을 사진에 담고 싶었다. 내 사진

기로, 나는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아름다움과 열정을 감상할 수 있었

다. 더 좋은 것은, 내가 내 사진기로 만든 모든 관계를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사람들 사

이의 그리고 유의미한 물건들 사이의 관계에 관심이 있다. 우리 집 

현관에 앉아 있던 혹은 우리 해먹 속에서 흔들려 본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개와 개의 주인, 구두와 춤, 나의 첫 사랑과 가장 최근 사랑과

의 관계. 그리고 나의 즐거움은 사람들에게 그 순간과 가장 심오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내도록 만드는 것에서 나온다.

Solution   필자는 사진기로 사람, 사물과의 관계를 담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 사진을 찍는 즐거움을 찾고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② ‘내가 느끼는 바를 공유하도록’가 가장 적절하다.

① 예술에 관심을 가지도록

③ 나의 경험을 넓혀주도록

④ 사람들에게 관대하도록

⑤ 공정한 판단을 내리도록

구문 Solution   

1행_ My camera, my life companion since my childhood, has taken 
me into myself and allowed me to share what I’m feeling.

 My camera와 my life ~ childhood는 동격을 이룬다. taken과 

allowed는 has와 연결되어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allow + 목적어 + to부정사>

는 ‘~가 …하는 것을 허락하다’라는 의미이다. 

Words  companion[kəmpǽnjən] 동반자   appreciate[əpríːʃièit] 감상

하다   passion[pǽʃən] 열정   connection[kənékʃən] 관계   relevant 



정
답

과
 해

설
·

채
움

  054

[réləvənt] 의의가 있는, 관련있는   intimate[íntəmət] 친밀한

33  정답 ④ ▶ 유형: 빈칸 추론

1980년대에, 지구상의 국가들이 세계적인 하나의 경제 체제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을 때, 누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더 이상 확실하지 

않았다. 우리는 노동과 생산의 세계적인 재분배 과정에 깊이 빠져 있

었다. 배를 만드는 국가로 스페인과 브라질이 일본과 스웨덴을 대체

하고 있었다. 미국은 의류, 철강, 그리고 자동차를 소위 제 3세계 국

가들에게 내주고 있었다. 그러는 와중에, 재분배 과정의 일부로 이 

세상의 모든 선진국들이 산업화의 동력을 잃고 있었다. 그들이 원했

든 원하지 않았든, 그들의 산업 활동은 둔화되고 있었다. 그들의 성

장률이 그 상황을 말해 주었다. 1980년의 첫 6개월 동안 7개 주요 산

업 국가들이 마이너스 0.4 퍼센트의 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반기 

동안에는, 훨씬 더 처참했다. 모두 합해서, 그들의 경제는 평균 1.25 
퍼센트 하락했다.

Solution   주요 산업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었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빈칸에 ④ ‘그들의 산업 활동은 둔화되고 있었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그들은 하청으로부터 이득을 보았다

② 그들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③ 그들은 일련의 변화를 겪었다

⑤ 세계 경제에 대한 그들의 기여가 떨어졌다

구문 Solution   

1행_ In the 1980s, as the nations of the Earth moved toward a 
global economy, it was no longer clear who was going to make 
what.

 as는 시간의 접속사로 ‘~할 때’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it은 가주어이고 who 이하

가 진주어이다. 

Words  redistribution[rìːdistrəbjúːʃən] 재분배   shipbuilder[ʃípbìldər] 

조선 회사   yield[jiːld] 양보하다   apparel[əpǽrəl] 의류   deindustrialize 

[dìːindʌ́striələìz] 산업화가 퇴색되다, 탈산업화하다   growth rate 성장률   

decline[dikláin] 감소하다

34  정답 ② ▶ 유형: 연결사 넣기

사실, 신문과 잡지들은 자신들이 뉴스를 ‘정확하게’ 출간한다고 자주 

강조한다. 그러나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할 것에 대한 그 어떤 선택

도 독자가 알게 될 내용을 편집하는 것이나 선택하는 것을 필요로 한

다. 게다가, 사람의 관찰은 변하기 마련이라는 점은 큰 문제점이다. 

예를 들어, 10명이 한 사고를 목격하고 나중에 기자와 인터뷰를 한다

고 가정해 보라. 각자 약간씩은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그들의 견해

에서 중첩되는 부분과 일관성이 있는 부분이 모두 벌어진 일을 재구

성하는 데 사용된다. 각자 그 사고를 다른 위치에서 보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실을 발견하기가 불가능하다. 아마도 누군가가 벌어지고 

있던 일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보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었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많은 요

소들이 완전한 진실을 구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Solution   (A) 관찰한 내용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예시의 연결사 For example이 적절하다.

(B) 서로 관찰한 내용이 다르다는 내용이 나오고 이어지는 절에서는 진실을 구별

해내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사 As a 

result가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14행_ As a result, many factors make it difficult to discriminate 
the complete truth.

 5형식으로 쓰인 동사 make는 목적어(it)와 목적격보어(difficult)를 취한다. 이때, 

it은 가목적어이고 to discriminate 이하가 진목적어이다.

Words  straight[streit]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necessitate[nəsésətèit] 

필요로 하다   variable[v�əriəbl] 변하기 쉬운 것   version[və́ː rʒən] 의견, 

소견   overlap[óuvərlæ̀p] 중복 (부분)   consistency[kənsístənsi] 일관성   

absolute[ǽbsəlùːt] 절대의   discriminate[diskrímənèit] 구별하다

35  정답 ④ ▶ 유형: 무관한 문장

운동 능력, 속도, 힘, 근력, 지구력. 이런 것들은 올림픽과 같은 대회

에서 인간이 찬양하는 특성들이다. 가장 빨리 달리는 육상 선수, 가

장 높이 뛰는 높이뛰기 선수, 가장 기술이 좋은 다이빙 선수가 메달

을 따고 세계적인 찬사를 받는다. 그러나 동물의 왕국에서 이런 특성

들은 개별 동물과 사회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 실제로, 동물들은 

놀라운 운동 능력을 수행하는데, 이는 승리하거나 최고로 불리기 위

한 목적이 아니라 먹고, 사냥하고, 짝짓고, 그리고 약탈자로부터 도

망가기 위한 것이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아마도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약탈자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놀라운 능력을 수행하는 

동물들에게 메달이 수여되지도 않으며 명성도 없다.

Solution   운동 능력이 사람들에게 의미 하는 바(명성)와 동물에게 의미하는 바

(생존)를 비교한 글이므로, 인간이 가장 위험한 약탈자라는 내용인 ④는 글의 흐름

과 무관하다.

구문 Solution   

7행_ Actually, animals perform the amazing athletic feats not 
with the purpose of winning or being named the best, but in 
order to eat, hunt, mate, and escape predators.

 <not A but B> 구문은 ‘A가 아니라 B’라는 의미이다. winning과 being은 

전치사 of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이다. eat, hunt, mate, escape는 in order 

to에 연결되어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Words  athleticism[æθlétəsìzm] 운동의 기량   endurance[indjúərəns] 

지구력   celebrate[séləbrèit] 찬양〔기념〕하다   worldwide[wə́ː rldwàid] 세

계적인   applause[əplɔ́ː z] 찬사   feat[fiːt] 기술, 재주, 업적   mate[meit] 

짝을 이루다   predator[prédətər] 약탈자

36  정답 ② ▶ 유형: 무관한 문장

정서적인 성취를 찾아 나서는 쇼핑객들은 물질적 제품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개인적 변화, 더 많

은 자기실현을 갈망한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소매업자들

이 쇼핑 경험에 초점을 맞춘 상점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인데, 왜냐하

면 쇼핑객들은 쇼핑 경험에 의지해서, 정서적인 만족감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저가의 제품을 구입하기를 열망하는 이유는 그들

이 부유하지 않았던 그들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쇼핑객 

친화적인 상점, 훨씬 더 나아가서 쇼핑객이 몹시 기뻐하고 사랑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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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을 만드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상점과 쇼핑 경험

에 관한 모든 것이 고객의 관점에서 디자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오로지 쇼핑객의 개인적인 갈망을 만족시키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Solution   정서적인 성취를 갈망하는 쇼핑객들은 그것을 쇼핑 경험에서 찾으려

고 하므로 상점을 쇼핑객의 관점에서 쇼핑객 친화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로, 쇼핑객이 저가의 제품을 갈망하는 이유를 언급한 ②는 글의 흐름과 무관하다.

구문 Solution   

4행_ That is why at its most basic level retailers must make a 
store that focuses on shopping experience, which shoppers turn 
to in their search for emotional satisfaction.

 That is why ~는 ‘그것이 ~한 이유이다’라는 의미로 뒤에 결과가 이어지며, 

That은 앞 문장의 내용을 받는다. that ~ experience는 앞의 a store을 수식

하는 관계사절이다. which는 shopping experience를 선행사로 받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이다. 

Words  search[səːrʧ] 탐색   fulfillment[fulfílmənt] 성취, 이행   desire 

[dizáiər] 갈망하다   transformation[træ̀nsfərméiʃən] 변화, 변태   self-

actualization 자기실현   turn to ~에 의지하다   low-priced 저가의   

critically[krítikəli] 결정적으로   point of view 관점   exclusively 

[iksklúːsivli] 오로지

37  정답 ⑤ ▶ 유형: 글의 순서

나는 최근에 컴퓨터가 걸어온 전화를 받았다. 그것은 인사를 하고 나

서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

작했다. 

(C)   나는 평소에 전화를 걸어온 낯선 사람과 나의 개인적인 선택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컴퓨터가 이렇게 친근하게 

접근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을 뿐더러 당황스럽기까지 했다. 

(A)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아내에게 몸을 돌려 말했다. “여보, 전화 

벨소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시절들이 기억나? 심지어 

잘못 걸려온 전화도 재미있었잖아?” 

(B)   그 당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전화는 사용자 친화적이었

고 나에게 어떤 종류의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그것은 Sam이 야

구장 표가 하나 더 있다거나 Jill이 애기를 막 나았다거나 하는 소

식을 내게 전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다.

Solution   주어진 글에서 필자는 컴퓨터 음성 전화를 받은 경험을 언급하고 있

으므로, 컴퓨터 음성 전화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C)가 다음에 이어져야 한다. 그

런 다음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전화를 받던 것이 즐거웠던 시절에 대해 질문을 하

는 (A)가 이어져야 하고, 그 시절의 전화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B)

가 마지막에 나와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구문 Solution   

9행_ It was there to tell me that Sam had an extra ticket to a ball 
game or that Jill just had a baby.

 It은 앞에 나온 the telephone을 가리키며, to tell은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목적으로 쓰였다. 또한, tell의 직접목적어로 두 개의 that절(that ~ game, 

that ~ baby)이 나왔다.

Words  currently[kə́ːrəntli] 현재   low-tech 기술의 수준이 떨어지는   

user-friendly 사용자 친화적인   intimacy[íntəməsi]  친밀(함)   

dismaying[disméiiŋ] 당황하게 하는

38  정답 ② ▶ 유형: 글의 순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할 때, 그들은 훨씬 더 강력해진다. 그

들은 은행 제도, 자금 공급, 그리고 시장 통제를 통해서 가격이 오르

거나 떨어지는 것을 결정한다. 

(B)   그리고 그 결과 시장이 어느 쪽으로 변하든지 간에 그들은 돈을 

번다. 그들은 판사를 지명해서 무엇이 우리의 권리이고 어느 법

이 효력을 가지는지를 결정한다. 

(A)   그들은 자신들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그런 다음 그들이 보유

하고 있는 언론을 통해 후보자를 우리에게 선전함으로써, 최고 

공직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중요한 문제와 사실들은 

언론에서 논외가 된다. 

(C)   혹은 그것들은 그들의 목적에 맞게 왜곡된다. 그렇게 많은 권력

이 아주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드

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Solution   힘이 있는 사람들이 금융 시장을 통제하여 가격의 오르내림을 결정

한다는 주어진 글 뒤에는 어느 쪽으로 가격이 이동하든 그들은 돈을 번다는 내용

의 (B)가 나와야 하며, 판사를 지명하여 우리의 권리를 결정한다는 내용 뒤에는, 

후보자를 골라서 그들 소유의 언론을 통해 집중 선전하여 고위 공직자가 누가 될

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A)가 이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는 언론에

서 논외가 된다는 내용 뒤에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의 목적에 맞게 왜곡된다는 

(C)가 나와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구문 Solution   

5행_ They decide who our highest officials shall be by making 

arrangements among themselves and then selling candidates 
to us via the media which they own.

 동사 decide의 목적어로 의문사 who가 이끄는 간접의문문이 나왔다. 전치사 

by에 연결되는 making과 selling은 ‘~함으로써’라는 수단의 의미로 쓰였다. 

which they own은 앞의 the media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다. 

Words  determine[ditə́ː rmin] 결정하다   make arrangement 조율〔조

정〕하다   candidate[kǽndidèit] 후보자   via[váiə] ~을 통해서   omit 

[oumít] 제외하다   press[pres] 언론   in turn 그 결과   effect[ifékt] 효력   

appoint[əpɔínt] 지명하다   distort[distɔ́ː rt] 왜곡하다   suit[suːt] ~에 맞

다〔어울리다〕   next to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한

39  정답 ④ ▶ 유형: 문장의 위치

당신은 ‘기업 사다리’라는 용어를 틀림없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직업

에서 성공하기 위해 당신은 사다리의 잘 명시된 계단들을 위로, 위로, 

위로, 그저 위로만 올라가야 한다. 기업 사다리는 멋진 명확한 가시적 

요소이다. 당신이 사다리에서 실제로 갈 수 있는 딱 두 개의 방향 즉, 

위 혹은 아래만이 있다. 뒤로는 말할 것도 없고, 옆으로 가거나, 멈추

거나 할 여지가 없다. 대학 졸업 후 15년이 지난 졸업생들을 조사한 

하버드 대학의 연구를 고려해 보아라. 그 연구는 일 년 반 정도 쉬었

다가 복직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평균적인 재정적 처벌을 추정해 보

았다. 의학계에서, 그 사람은 쉬지 않은 비슷한 의사보다 16 퍼센트

를 덜 벌었는데, 그것은 사실 가장 낮은 처벌이었다. 다른 직업에서, 

평균 차이는 25 퍼센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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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주어진 문장은 쉬었다가 복직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재정적인 처벌을 

추정했다는 내용이므로, 재정적인 처벌의 실례들이 제시되기 전인 ④에 들어가야 

한다.

구문 Solution   

8행_ There are really only two directions that you can go on a 
ladder: up or down.

 that 이하는 two directions를 수식하며, 콜론(:) 뒤에 나온 up or down은 

two directions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Words  estimate[éstəmèit] 추정하다   penalty[pénəlti] 처벌   

corporate[kɔ́ː rpərət] 기업의   direction[dirékʃən] 방향   let alone ~은 

말할 것도 없이   alumni[əlʌḿnai] 졸업생들(alumnus의 복수형)   profession 

[prəféʃən] 직업

40  정답 ⑤ ▶ 유형: 문단 요약

전통 사회에서 죽음의 원인들로 빈번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고, 폭

력, 그리고 질병과 비교해 볼 때,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은 (죽음의 원

인으로) 언급을 훨씬 덜 받는다. 그것이 진짜로 발생할 때, 그것은 대

량의 죽음과 연루될 확률이 높은데, 그 이유는 작은 규모의 사회에서

는 사람들이 음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심각할 정도로 영

양 결핍을 겪게 되는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순수하게 굶주림

만으로 죽기 전에 다른 뭔가가 일어나서 그들을 죽인다. 신체 저항력

이 쇠퇴하고,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되고, 건강한 사람이었더라면 회복

되었을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는 것으로 기록된다. 작은 규모의 사회

에서 나타나는 식량에의 집착 그리고 식량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이 

의존하는 다양하고, 공들인 조치가 주요 위험성으로서의 굶주림에 대

한 그들의 전면적인 걱정을 보여준다.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기 전에 죽기 때문에, 굶주림이 죽음의 원인으

로 심하게 무시되고 있다.

Solution   전통 사회에서의 죽음의 원인으로 굶주림이 많이 언급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굶주림을 이유로 죽기 이전에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기 때문이라고 지

적하고 있으므로, (A)에는 ‘무시되는(ignored)’이, (B)에는 ‘죽다(killed)’가 들어

가야 한다.

구문 Solution   

9행_ Their body resistance fails, they become susceptible to 
illness, and they are recorded as dying of a disease [from which 
a healthy person would have recovered].

 from which ~ recovered는 a disease를 수식한다. a healthy 

person would have recovered는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으로 if they had 

been healthy people, they would have recovered의 의미를 나타낸다.

Words  compared to ~와 비교할 때   due to ~ 때문에   starvation 

[staːrvéiʃən] 굶주림, 기아   circumstance[sə́ːrkəmstӕns] <-s> 상황   

malnourished[mælnə́ː riʃt] 영양 결핍의   susceptible[səséptəbl] 감염

되기 쉬운   preoccupation[prìːakjupéiʃən] 몰두, 집착   diverse[divə́ː rs] 

다양한   elaborate[ilǽbərət] 공들인, 정교한   overestimate 

[òuvəréstəmeit] 과대평가하다

41  정답 ② 42  정답 ① ▶ 유형: 장문의 이해

더 많은 위로를 필요로 할 수도 있는 인생의 상황이 많다. 이것들은 

이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음, 혹은 단순히 늙어서 찾아오는 외로움을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매우 강력

해서 그들은 절대적인 무력감과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당신은 항상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있고, 자

신의 의지에 따라 삶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생

명체가 (인간만큼)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수백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지역 보호소에서 원해지지도, 사랑받지

도 않는 채로 앉아서 불가피한 운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믿을 

만하고 사랑스런 동물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절

대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당신은 할 수 있다! 보호소

의 동물을 구해 주는 것으로, 당신이 답례로 스스로를 구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누군가에게 헌신하는 것은 스

스로에게 더 좋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다. 애완동물

에게 보살핌과 사랑스런 가정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상냥함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랑, 지지, 그리고 순수하고, 복잡하지 않으며, 절

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동반자 관계로 보답을 받게 된다. 

오랫동안 개나 고양이를 키운 사람은 누구라도 애완동물이 당신이 가

장 어둡고 가장 요동치는 시절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당신에게 말해 줄 것이다. 

Solution   41. 보호소에서 운명을 기다리는 애완동물을 구해 주면 자신도 사랑

과 믿음으로 보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므로, ② ‘애완동물을 입양하라,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가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

③ 동물들이 인간에게 보이는 헌신

④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기다리는 고통

⑤ 의지력: 인간의 고유한 특성

42. 이혼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저 나이 들어 외로운 고통스런 상황에서 

인간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빈칸에 들어가야 하므로 ① ‘위로’가 가장 적절하다.

② 판단 ③ 의무 ④ 모험 ⑤ 경험

구문 Solution   

4행_ For many, these negative emotions become so strong that 
they begin to feel absolutely helpless and lost. 

 <so ~ that …> 구문은 ‘너무나 ~해서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18행_ Those who provide caring and loving homes for pets are 
repaid for their kindness with unconditional love, support, 
and meaningful companionship [that is pure, uncomplicated, and 
absolutely reliable].

 Those who ~는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고, <provide A for B> 구문

은 ‘B에게 A를 공급하다’라는 의미로, <provide B with A>로 바꿔 쓸 수 있다. 

that 이하는 meaningful companionship을 수식하는 관계사절이다. 

Words  plain[plein] 단순한   helpless[hélplis] 무력한   creature 

[kríːʧər] 생명체   in this regard 이 점에서   shelter[ʃéltər] 보호소   

inevitable[inévətəbl]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affectionate[əfékʃənət] 

애정 어린, 사랑스런   rescue[réskjuː] 구조하다   devote[divóut] 헌신하다   

repay[ripéi] 보답하다   uncomplicated[ʌnkámpləkèitid] 복잡하지 않은   

reliable[riláiəbl] 신뢰할 만한   tumultuous[tjuːmʌĺʧuəs] 요동치는, 떠들

썩한



정
답

과
 해

설
·

채
움

  057

43  정답 ⑤ 44  정답 ③ 45  정답 ④ ▶ 유형: 복합 문단의 이해

(A)   우리 가족에게서 개인적인 특성은 세대를 건너 나타난다고들 한

다. 할아버지와 막내 남동생 Brian이 공통점이 아주 많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는 아무도 없다. 할아버

지는 16살의 나이에 미국에 도착하셨다. 그 당시 그는 새로운 인

생을 찾아 이탈리아에서 온 땡전 한 푼 없는 젊은이였다. 그는 

이내 제화공이 되셨고 70살이 될 때까지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

셨다.

(D)   할아버지처럼, Brian은 14살이 되었을 때 은행의 금전출납원으

로의 첫 번째 일자리에 지원하기 위해 부모님께 허락을 해 달라

고 요청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는 아버님

을 꼭 닮았어.” 우리 가족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돈이 수중에 들

어오자마자 써 버리지만, 모든 돈을 저축하는 그의 습관은 우리

에게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

(C)   그것은 할아버지 역시 철저하게 돈을 저축하셔서 땡전 한 푼 없

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커다란 야채 정

원에서 일하기를 좋아하셨고 토요일 오전마다 당근과 토마토로 

가득 찬 바구니를 집으로 가져오셨다. 그분처럼, Brian은 손끝

에 묻은 흙의 감촉을 즐기며 밤새 싹이 돋아나는 꽃의 놀라움을 

즐긴다. 그가 야채 대신 꽃을 재배하지만, 나는 그가 사물이 자라

게끔 만드는 열정을 누구에게서 물려받았는지 안다.

(B)   한 가지에서만 그들은 정말 다르다. 우리 할아버지는 3학년으로 

교육을 마치셨는데, 이는 그가 자신이 시작한 직업, 즉 제화공을 

고수해야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Brian은 대

학에 입학하고, 선택할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가지고 졸업하게 될 

만큼 충분히 운이 좋다. 그리고 그는 개인적으로 교육이 그를 닮

은 다음 세대에 그의 유산이 되길 바란다.

Solution   43. 할아버지와 Brian이 닮은 점이 많다고 언급하며 할아버지가 

16살부터 일을 하게 된 내용을 (A)의 말미에서 소개하고 있다. 16살에 일을 시작

한 할아버지처럼 Brian도 14살 때 일을 하게 해달라는 허락을 구했다는 (D)가 

(A) 뒤에 이어져야 하고, (D)의 말미에 Brian의 절약 정신이 가족들에게 이상하

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로 (C)에서 할아버지의 절약 정신과 연계

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차이점을 언급하는 (B)가 이어지는 것이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다.

44. (c)는 Brian을 가리키지만, (a), (b), (d), (e)는 할아버지를 가리킨다.

45. Brian은 할아버지처럼 흙의 감촉을 좋아하지만 야채를 재배하는 할아버지

와 달리 꽃을 재배한다(Though he raises flowers instead of 

vegetables)고 했으므로, ④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10행_ Only in one thing do they differ. 

 부사구 Only in one thing이 문두로 나와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었다.

13행_ Fortunately, however, Brian is fortunate enough to attend 
college, about to graduate with many job opportunities to choose 
from. 

 <형용사 + enough + to부정사> 구문으로 ‘~할 만큼 충분히 …한’의 의미를 나타

낸다. to choose from은 many job opportunities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25행_ Though he raises flowers instead of vegetables, I know 
[from whom he inherited a passion to make things grow].

 from whom ~ grow는 동사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to 

make는 a passion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Words  skip[skip] 건너뛰다   generation[dʒènəréiʃən] 세대   have in 

common 공통점을 가지다   penniless[pénilis] 무일푼의   differ[dífər] 

다르다   hold on to 고수하다   fortunate[fɔ ́ːrʧənət] 운이 좋은   

opportunity[àpərtjúːnəti] 기회   legacy[léɡəsi] 유물, 유산   come 

after 따르다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이   sprout[spraut] 발아하다, 

싹이 나다   inherit[inhérit] 물려받다   permission[pərmíʃən] 허락

REVIEW
A  1. 차지하다  2. 퇴직  3. 상기시키다  4. 담론, 담화  5. 주도하

다  6. 연례의  7. 허락  8. 추구하다  9. 강화하다  10. 친밀한   

11. 재분배  12. 구별하다  13. 지구력   14. 성취, 이행  15. 유

물  16. 왜곡하다  17. 상황   18. 절대적으로  19. 피할 수 없는  

20. 신뢰할 만한

B 1. concern  2. fluency  3. overwhelming  4. rescuing

C  1. promote  2. currently  3. inherited

본문 p.6806 회

01 ④ 02 ⑤

세부 사항 본문 p.6903통합 유형

01  정답 ④ ▶ 유형: 내용 불일치

예술가인 Tammy Rahr는 어린 시절에 야외에서 꽃과 흙으로 무언

가를 만들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후 Tammy와 그녀의 가족은 

뉴욕 주의 삼림지대에서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외곽에 있는 도

회지로 이사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녀는 세상 물정을 더 잘 알게 되

었다. 가족과 함께 뉴욕 주로 돌아온 뒤, Tammy는 자라면서 또 하

나의 교훈을 접했다. 재능이 있는 학생이어서, 그녀는 겨우 14살 때 

대학으로 보내졌다. Tammy는 여러 다양한 일을 시도해 보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장과 어느 정도의 대학 학점을 딸 수 있었다. 결국, 그

녀는 뉴멕시코 주에 있는 Santa Fe로 이사했으며, 아메리칸 인디언 

미술 학교에서 공부했다. 학교를 졸업한 뒤, 그녀는 그 학교와 그곳

에 있는 박물관에서 계속 활동했다.

Solution   Tammy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딸 수 있었다(Tammy was able 

to earn her high school diploma ~.)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dirt[dəːrt] 흙, 먼지   woodland[wúdlӕ̀nd] 삼림 지대   diploma 

[diplóumə] 졸업장   credit[krédit] 학점   try one’s hand at ~을 시도하

다   eventually[ivénʧuəli] 결국   institute[ínstətjùːt] 대학, (교육)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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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답 ⑤ ▶ 유형: 도표의 이해

위 도표는 2011년 미국의 미디어별 광고비 지출과 각각의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소비자가 사용한 시간의 비율을 보여준다. TV의 경우에, 

광고비 지출과 소비자 사용 시간 모두 각각 43퍼센트와 40퍼센트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인쇄물은 광고비 지출에서 두 번째를 차지

했지만, 소비자 사용 시간에서는 마지막을 차지했다. 웹은 광고비 지

출과 소비자 사용 시간 모두에서 세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했다. 광

고비 지출과 소비자 사용 시간 사이의 비율 격차에 있어서는, 라디오

가 가장 작은 격차를 보였다. 광고비 지출과 소비자 사용 시간 사이

의 비율 격차는 모바일보다 웹에서 더 컸다(→ 작았다).

Solution   광고비 지출과 소비자 사용 시간 사이의 비율 격차는 웹이 6퍼센트

이고 모바일이 22퍼센트이므로 ⑤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proportion[prəpɔ́ː rʃən] 비율   respectively[rispéktivli] 각각   

rank[ræŋk] (순위를) 차지하다   account for (비율을) 차지하다   gap[ɡæp] 

격차

01 ① 02 ④ 03 ④

  Actual TEST03통합 유형
본문 p.70 

01  정답 ① ▶ 유형: 내용 일치

겨울 청소년 농구

시즌은 2015년 1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운영됩니다.

경기는 Lexington 중학교에서 주중 밤과 토요일에 행해집니다.

등록

•Cypress   거주자: 10월 6일 ~ 24일   

비거주자: 10월 13일 ~ 24일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 ~ 오후 5시

•등록비: 80달러(티셔츠 포함)

특별 등록 서식이 요구됩니다.

등록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요구 연령 증거

•  A반: 2000년 ~ 2002년 출생 학생

•  B반: 2003년 ~ 2004년 출생 학생

•  C반: 2005년 ~ 2007년 출생 학생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714-229-6780로 전화 주세요.

Solution   ‘Games are played weekday nights and Saturdays 

~.’라고 했으므로, ①이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Words  sign-up (서명에 의한) 등록   resident[rézədnt] 거주자, 주민   

fee[fiː] 요금   include[inklúːd] 포함하다   registration[rèdʒistréiʃən] 

등록   require[rikwáiər] 요구하다   first come, first served 선착순   

proof[pruːf] 증거, 증명   division[divíʒən] 반, 분할

02  정답 ④ ▶ 유형: 내용 불일치

분수 Jet d’Eau는 매년 제네바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주된 관광 

명소 중 하나이다. Jet d’Eau는 오랫동안 제네바의 상징이 되었다.

이것은 풍부한 역사를 가진 140미터 높이의 물 기념물이다. 여덟 개

의 13,500와트 투광기가 3월 초부터 10월 두 번째 일요일까지 저녁

에 분수의 거대한 기둥에 빛을 비춘다. 최초의 Jet d’Eau는 1886년

에 현재의 위치에서 좀 더 하류에 설치되었다. 1891년에, 그 미적 가

치가 인정되었고 현재의 위치로 이동되었다. 그것은 연방 체육대회와 

스위스 연합국의 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Solution   Jet d’Eau는 1886년에 현재의 위치에서 좀 더 하류에 설치되었으

므로(The first Jet d’Eau was installed in 1886 a little bit further 

downstream from its present location.) ④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1행_ The Jet d’Eau, the water fountain, is one of the main 
attractions every year for the tourists visiting Geneva.

 The Jet d’Eau와 the water fountain은 동격이며 visiting Geneva

는 앞의 the tourists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로 who visit Geneva로 바꿔 쓸 

수 있다.

Words  attraction[ətrǽkʃən] 관광명소   monument[mánjumənt] 기념

물, 기념비   projector[prədʒéktər] 투광기, 영사기   grand[ɡrænd] 거대한   

column[kàləm] 기둥   install[instɔ ́ːl] 설치하다   downstream 

[dàunstríːm] 하류로   aesthetic[esθétik] 심미적인, 미술의   federal 

[fédərəl] 연방의  gymnastics[dʒimnǽstiks] 체조, 체육   confederation 

[kənfèdəréiʃən] 연합국

03  정답 ④ ▶ 유형: 도표의 이해

위 도표는 2000년과 2010년 온라인 언어 인구를 보여준다. 5개의 언

어들 중에서, 2000년과 2010년 모두 온라인에서 영어가 가장 인기

있었지만, 영어 사용자들의 비율은 2010년에 급격히 감소했다. 그 

기간 동안 일본어와 독일어 사용자들의 비율은 변화가 없었다. 그러

나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에서 한국어를 사용한 사람들의 비율이 약

간 증가했다. 2010년에는 중국어 사용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고 중

국어가 온라인에서 세 번째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비록 중국어 사용자들의 비율이 올라

갔지만, 2010년에 그것은 영어 사용자들의 비율의 절반보다 적었다.

Solution   2010년에 온라인에서 중국어 사용자의 비율이 5개 언어 중 두 번째

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④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5행_ The percentage of Japanese and German users remained 
unchanged during the period.

 remain은 불완전자동사로 보어로 형용사(unchanged)가 쓰인다.

9행_ It is noticeable that in 2010 the percentage of Chinese 
users increased greatly and Chinese became the third most 
used language online.

 It은 가주어이고 that 이하가 진주어이다. increased와 became 이 병렬구조

로 연결되어 있다.

Words  sharply[ʃáːrpli] 급격하게   slight[slait] 약간의, 조금의   

increase[inkríːs] 증가; 증가하다   noticeable[nóutisəbl] 눈에 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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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 기본 모의고사07회제
본문 pp.71~79

18  정답 ② ▶ 유형: 목적 추론

친애하는 Harry에게,

네가 지난주에 빌렸던 잔디 깎기 기계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서 유감이다. 보아 하니 날이 바위나 다른 

장애물에 부딪혀서 형태가 찌그러졌어. 그 상태에서는 잔디 깎기 기

계가 작동할 수 없었을 거야. 너도 기억하겠지만, 네가 그걸 가지러 

왔을 때 내가 너에게 잔디 깎기 기계 사용법을 보여줬고, 그때는 잘 

움직였어. 내가 기계를 Green Point Garden Center에 가져갔고, 

거기서 날을 교체하고, 회전 날개를 똑바로 펴고, 엔진을 조정했어. 

(엔진) 조정비는 내가 내겠지만, 수리 비용이 79.45달러였는데, 이건 

네가 지불했으면 한다.

Tom으로부터

Solution   빌려줬던 잔디 깎기 기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수리를 했는데, 그 

수리 비용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글이다.

구문 Solution  

6행_ As you remember, I demonstrated the mower to you 
when you came to pick it up, and it performed properly at 
that time.

 <동사 + 부사> 형태의 동사구 pick up이 목적어로 대명사를 취할 때 대명사는 동사

와 부사 사이에 온다.

Words  lawnmower[lɔːnmóuər] 잔디 깎기 기계   blade[bleid] 날   

apparently[əpǽrəntli] 보아〔듣자〕 하니, 명백히   obstruction 

[əbstrʌḱʃən] 장애물   out of shape 형태가 찌그러진   operate[àpərèit] 

작동하다   demonstrate[démənstrèit] (사용법을) 보여주다   properly 

[prápərli] 제대로, 잘   straighten[stréitn] 똑바로 펴다   rotor[róutər] 회

전 날개   tune up (엔진을) 조정하다 

19  정답 ③ ▶ 유형: 필자의 주장

우리 모두는 리모컨을 이용해서 TV의 채널을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

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것을 보면, 큰 문제가 아니다. 그냥 

(리모컨의) 버튼을 눌러 채널을 돌린다.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이

미지가 우리 마음에 뜻하지 않게 튀어나올 때 정신적으로 채널을 바

꾸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불행하게도, 몇몇 사람들은 자기 마

음의 ‘화면’에 나타나는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볼 때, 빨리 채널을 

바꾸는 대신, 마치 좋은 영화를 볼 것처럼, 의자를 앞으로 당기고 팝

콘을 좀 먹는다. 기꺼이 그들은 자기 자신이 그 모든 상처와 고통을 

다시 체험하도록 둔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들이 왜 우울하고, 속

상하고, 또는 낙담하는지를 의아해한다. 채널을 바꾸는 방법을 배워

라.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절망으로 끌어내리

게 하지 마라.

Solution   TV 채널이 마음에 안 들면 리모컨으로 채널을 바꾸는 것처럼 마음

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떠오르면 TV 채널을 바꾸듯 쫓아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문 Solution  

11행_ Then they wonder why they are depressed, upset, or 
discouraged.

 의문사 why가 이끄는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명사절이 동사 wonder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13행_ Don’t let your mind or your emotions drag you down 
into despair.

 사역동사 let은 <let + 목적어 + 동사원형>의 어순을 취한다.

Words  channel[ʧǽnl] (TV의) 채널   no big deal 큰 일이 아닌   flip 

[ f l ip]  (기계의 버튼 등을) 탁 누르다〔돌리다〕   pop up 튀어나오다   

unexpectedly[ʌǹikspéktidli] 뜻하지 않게   relive[rìːlív] (상상 속에서) 다

시 체험하다   discouraged[diskʌŕidʒd] 낙담한   drag ~ down ~을 끌어

내리다

20  정답 ③ ▶ 유형: 심경 추론

Brenda는 암벽 등반을 배우고 싶은 젊은 여성이었다. 초보자이긴 

했지만, 그녀는 어떤 단체와 함께 갔고 그들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엄청난 바위 암벽을 마주했다. 그녀는 이 광경을 보고 무슨 말을 해

야 할지 몰랐지만, 장비를 착용하고 줄을 잡고 바위 겉면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절벽에 선반처럼 튀어나온 바위에 도달해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그 바위에 매달려 있는 동안, 절벽 

꼭대기에서 줄을 잡고 있던 사람이 잘못하여 그 줄을 흔들었다. 그 

줄이 Brenda의 눈을 때렸고 콘택트렌즈 중 하나를 떨어지게 했다. 

콘택트렌즈는 너무 작아서 찾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 Brenda는 그 

바위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의 콘택트렌즈를 찾기를 바랐지만 

그녀의 시야는 흐려졌다. 그리고 그녀가 새 콘택트렌즈를 살 수 있는 

곳은 가까이 어디에도 없었다.

Solution   Brenda는 초보자로 암벽 타기에 도전했지만 어떤 사람이 흔든 줄

에 맞아 콘택트렌즈 하나가 없어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했으므로, 

③ ‘두렵고 절망적인’ 심경일 것이다.

① 질투하고 화가 나는

② 만족스럽고 기쁜

④ 호기심 많고 자신감 넘치는 

⑤ 후회하고 부끄러운

구문 Solution  

6행_ She got to a ledge where she could take a breather but as 
she was hanging on the ledge, a person holding the rope at the 
top of the cliff accidentally shook it.

 where ~ breather는 관계부사절로 a ledge를 수식한다. holding ~ the 

cliff는 현재분사구로 a person을 수식한다.

Words  rock climb 암벽 등반   novice[návis] 초보자   tremendous 

[triméndəs] 엄청난   cliff[klif] 절벽   practically[prǽktikəliː] 거의, 사실상   

perpendicular[pə̀ː rpəndíkjulər] 수직의   gear[ɡiər] (특정 활동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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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복장〕   ledge[ledʒ] 절벽에서 (선반처럼) 튀어나온 바위   take a 

breather 잠깐 휴식을 취하다   accidentally[ӕ̀ksədéntəli] 우연히, 잘못하여   

blur[bləːr] 흐릿하게 하다

21  정답 ③ ▶ 유형: 요지 추론

권력은 사회적 게임이다. 그것을 배워서 정복하려면, 사람들을 연구

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만 한다. 위대한 17세기의 사상가이자 

왕을 보필하던 조신이었던 Baltasar Gracian은 이렇게 썼다. “많은 

사람들은 동물이나 약초의 특성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쓴다. 우리가 

함께 살거나 죽어야 할 사람들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얼마나 훨씬 

더 중요할 것인가!” (권력 게임에서의) 고수가 되려면 또한 고수 심리

학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동기를 깨닫고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

을 둘러싸는 먼지 구름을 꿰뚫어 봐야 한다. 사람들의 숨겨진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권력을 얻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

지의 가장 훌륭한 지식이다. 그것이 기만, 유혹, 그리고 조종의 끝없

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Solution   권력을 얻으려면 사람을 연구해 그들의 숨겨진 동기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구문 Solution  

4행_ “Many people spend time studying the properties of 
animals or herbs; how much more important it would be to 
study those of people, with whom we must live or die!”

 <spend ＋ 시간 ＋ -ing>는 ‘~하는 데 시간을 쓰다’는 의미이다. it은 가주어이고, 

to study 이하는 진주어이다. those는 앞에 나온 명사 the properties를 대신 

받는 지시대명사이다. with whom 이하는 관계사절로 선행사 people을 수식한

다.

Words  courtier[kɔ ́ːrtiər] (과거에 왕을 보필하던) 조신   property 

[pràpərti] 특징, 특질   herb[həːrb] 약초   psychologist[saikálədʒist] 심

리학자   motivation[mòutəvéiʃən] 자극   hidden[hídn] 숨겨진   

motive[móutiv] 동기   acquire[əkwáiər] 획득하다   endless[éndlis] 

끝없는   deception[disépʃən] 기만, 사기   seduction[sidʌ́kʃən] 유혹   

manipulation[mənìpjuléiʃən] 조종, 조작

22  정답 ⑤ ▶ 유형: 제목 추론

나는 어둡고 캄캄한 밤에 항해하고 있던 어떤 배의 함장에 관한 오래

된 이야기 한 편을 들었다. 그 함장은 바로 자기 앞에서 밝은 빛이 있

다는 것을 갑자기 알아채고 자신의 배가 그 빛과 충돌하는 경로에 있

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무전기로 달려가서 그 선박이 경로를 동쪽으

로 10도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 전문을 보냈다. 몇 초 뒤에, 그는 

답 전문을 받았다. 그 전문에는 “그럴 수 없소. 당신의 경로를 10도 

서쪽으로 바꾸시오.”라고 적혀 있었다. 함장은 화가 났다. 그는 “나는 

해군 함장이다. 당신이 경로를 바꿀 것을 요구하오.”라고 쓴 또 다른 

전문을 보냈다. 몇 초 뒤에 그는 답 전문을 받았다. 거기에는 “나는 2
등 항해사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의 경로를 바꾸십시오.”라

고 적혀 있었다. 함장은 이제 격노했다. 그는 하나의 마지막 전문을 

보냈다. 거기에는 “나는 전함에 있고, 나는 경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

오!”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퉁명스러운 답 전문을 받았다. 거기에는 

“나는 등대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함장님.”이라고 적혀 있었다.

Solution   등대에게 계속 경로를 바꾸라고 요청했던 함장의 이야기를 통해, 남

이 아니라 자신이 변하면 된다는 내용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으로 

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를 바꾸라’가 가장 적절하다.

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②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기 자신의 말을 들어라!

③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인가?

④ 한 사람의 성격은 훈련될 수 있을까?

구문 Solution  

5행_ He rushed to the radio and sent an urgent message, 
demanding that the vessel change its course ten degrees east.

 ‘요구하다’라는 뜻의 demand의 목적어로 쓰인 that절 안의 동사는 <should＋

동사원형>을 쓰며 이때의 should는 생략할 수 있다.

Words  pitch-black 캄캄한   collision[kəlíʒən] 충돌   radio[réidiòu] 

무전기   urgent[ə́ːrdʒənt] 긴급한   vessel[vésəl] 선박, 배   degree 

[digríː] 각도   in return 답례로   seaman second class 2등 항해사   

furious[fjúəriəs] 격노한   battleship[bǽtlʃìp] 전함   curt[kəːrt] 퉁명스

러운   lighthouse[làitháus] 등대

23  정답 ① ▶ 유형: 주제 추론

1959년에, G. Jansen은 소음에 관한 한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그는 

시끄러운 독일 공장의 대략 1,400명의 노동자들로부터 자료를 얻었

고, 소음 수준이 100폰(1,000헤르츠의 진동수에서 100데시벨과 동

등한) 이상이었던 산업에서, 심장병과 순환기 장애의 발병률이 소음 

수준이 80폰보다 낮았던 공장에서보다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발견했

다. 3년 뒤인 1962년에, NN Shatalov와 동료들은 섬유 공장과 볼

베어링 공장에서 85~120데시벨의 소음 수준에 노출된 300명의 러

시아 노동자들 사이에서 고혈압과 심장 기형이 빈번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1971년 12월에, 환경 보호국이 높은 소음 수

준에 노출된 노동자가 낮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된 노동자보다 많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다고 보고했다.

Solution   세 가지 연구 결과가 공통적으로 소음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 글의 주제로 ①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 가장 적절하다.

② 다양한 종류의 소음 환경

③ 노동자들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필요성

④ 소음과 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

⑤ 실험에서 소음 통제의 중요성

구문 Solution  

13행_ Finally, in December 1971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reported there was some evidence [that workers {exposed 
to high levels of noise} have a higher incidence of many 
diseases than do workers {exposed to lower levels of noise}].

 that 이하는 some evidence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절이다. 두 개

의 과거분사구(exposed to high ~ noise, exposed to lower ~ noise)

는 각각의 바로 앞에 있는 workers를 수식한다. do는 대동사로 have an 

incidence of many diseases를 가리킨다.

Words  equivalent to ~와 등등한   frequency[fríːkwənsi] 진동수, 주파

수   incidence[ínsədəns] 발병률, 발생 정도   circulatory disorder 순환

기 장애   significantly[siɡnífikəntli] 상당히   high blood pressure 고

혈압   abnormality[ӕbnɔːrmǽləti] 이상, 기형   frequent[fríːkwənt]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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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한   be exposed to ~에 노출되다   textile[tékstail] 섬유, 직물   

evidence[évədəns] 증거

24  정답 ④ ▶ 유형: 내용 일치

ECA 여름 캠프 프로그램

이번 ECA 여름 캠프 프로그램은 (6월 셋째 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10주 동안 이용 가능할 것입니다. 5~13세의 모든 학생들이 확실히 

멋지고 모두에게 기억에 남을 경험이 될 재미있는 이런 주간 캠프에 

일부나 모두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비용 -   주당 80달러의 등록비가 있습니다. 등록비는 환불되지 않

습니다. 

 -   매 주간 프로그램의 최대 인원은 30명이니, 서둘러 등록하

십시오. 필요한 모든 서식을 얻으려면, ECA 웹사이트 

Summer Program 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위치 -   Elizabethtown Christian Academy, 401 W. Poplar 
Street, Elizabethtown, CA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270-234-8174로 전화 주십시오.

Solution   ‘The maximum number of each weekly program is 

30, so hurry to register.’에서 알 수 있듯이 ④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구문 Solution  

4행_ All students of ages 5-13 can participate in some or all of 
these fun weekly camps that will surely prove to be a wonderful 
and memorable experience for all.

 that 이하는 관계사절로 these fun weekly camps를 수식한다.

Words  available[əvéiləbl] 이용 가능한   participate in ~에 참여하다   

memorable[mémərəbl] 기억에 남을 만한   registration fee 등록비   

non-refundable 환불하지 않는   maximum[mǽksəməm] 최대의   

25  정답 ④ ▶ 유형: 내용 불일치

Scotiabank Toronto 
Waterfront 마라톤

심장병 환자들을 위한 우리의 목소리를 냅시다!

2015년 10월 22일 토요일 

마라톤은 오전 9시에 시작합니다.

달리기를 잘 못하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은 저희 팀을

후원하시면서 차이를 만들어 내고, 10,000달러 목표에 도달할 수 있

게 도울 수 있습니다. 모든 기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

들의 관대함 덕분에, 심장병 환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종류 -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걷거나 5킬로미터를 뛰거나, 하프나 

풀 코스 마라톤을 뛰거나, 우리 팀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   입장료, 즉 기부금은 20달러입니다. 등록하는 처음 30명의 

참가자는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수익금은 심장병 환자들의 의료비를 지불하는 데 이용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거나 등록을 하시려면, jeanette@heart.org나 

905-474-6969로 연락하십시오.

Solution   수익금은 심장병 환자의 의료비를 내는 데 쓰이므로(Proceeds 

will be used to pay for the medical bills of those living with 

heart diseases.), ④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19행_ Proceeds will be used to pay for the medical bills of those 
living with heart diseases.

 <be used to+동사원형> 구문은 ‘~하는 데 이용되다’는 의미이다. 

Words  heart patient 심장병 환자   sponsor[spánsər] 후원하다   

donation[dounéiʃən] 기부, 성금   count[káunt] 중요하다   generosity 

[dʒènərásəti] 관대함   entrance fee 입장료   register[rédʒistər] 등록하

다   waive[weiv] 적용하지 않다, 보류하다   proceeds[próusiːdz] 수익금   

medical bills 의료비

26  정답 ④ ▶ 유형: 도표의 이해

위의 막대 도표는 일곱 가지 인기 있는 식품 안에 있는 설탕의 비율

을 보여준다. 가장 많은 양의 설탕을 포함하고 있는 식품은 초콜릿으

로, 성분 구성의 거의 1/3을 차지한다. 30퍼센트 이상의 설탕을 포함

하고 있는 또 다른 식품은 초콜릿 케이크로, 그 뒤를 탄산수가 따른

다. 아이스크림 속 설탕의 비율은 21.4퍼센트로, 그것은 성분 구성의 

1/4 미만이다. 크래커에 있는 설탕의 비율은 초콜릿에 있는 설탕의 

비율의 1/3이다(→ 1/3보다 크다). 케첩은 일곱 가지 식품 중에 가장 

적은 비율의 설탕을 포함하고 있고, 땅콩 버터와 비교할 때, 그것은 

단지 0.4퍼센트 포인트 더 적다.

Solution   초콜릿의 설탕 비율인 33.2퍼센트의 1/3보다 크래커의 설탕 비율인 

12.8퍼센트가 더 크므로, ④는 이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8행_ The percent of sugar in crackers is one third as much as 
that in chocolate.

 <분수〔배수사〕 ＋ as ＋ 형용사 ＋ as>의 표현은 ‘~의 몇 배만큼 …한’이란 의미를 나

타낸다. that은 앞에 나온 명사 the percent of sugar를 대신 받는 지시대명사

이다.

Words  amount[əmáunt] 양   contain[kəntéin] 함유하다   account 

for (비율을) 차지하다   ingredient[inɡríːdiənt] 성분, 구성 요소   

composition[kàmpəzíʃən] 구성   quarter[kwɔ ́ːrtər] 4분의 1   

compared to ~과 비교하여

27  정답 ③ ▶ 유형: 내용 불일치

Kenneth Grahame은 1859년 3월 8일에 영국에서 태어났다. 그가 

겨우 다섯 살일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Kenneth와 그의 형

제자매들은 영국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아이였을 때, 그는 매우 

창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자랐을 때, Kenneth는 어느 

은행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이야기 쓰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이 있

을 때마다, 잡지에 이야기를 썼다. Kenneth가 40세가 되었을 때, 

첫 아이를 얻었다. 불행히도, 그의 아들은 아기 때 아팠다. 슬프게도, 

그 아이는 20세가 되었을 때 죽었다. 그러고 나서, Kenneth는 아이

들을 위한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책은 ‘The Wind 
in the Willows’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사랑했다. 곧, 그

것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Kenneth는 훌륭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썼고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사랑하는 작가가 되었다!

Solution   이야기 쓰기를 좋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잡지에 이야기를 썼다(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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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red writing stories. So, whenever he was free, he wrote 

stories for magazines.)고 했으므로, ③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pass away 죽다   sibling[síbliŋ] 형제자매   prefer[prifə́ː r] 더 

좋아하다   unfortunately[ʌǹfɔ́ː rʧənətli] 불행하게도   willow[wílou] 버

드나무

28  정답 ③ ▶ 유형: 문법성 판단

모든 배움은 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진술에 관해 옳거나 믿을 만한 

것은 모든 학습은 활동을 수반한다는 통찰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것

은 수동적인 과정일 수가 없다. 그것은 물질에 형성되는 습성, 무언

가가 그들에게 행해질 때 그들이 받는 것과 같을 수가 없다. “거기 있

는 종이 한 장 주실 수 있을까요, Lloyd?” 여러분은 종이 한 장을 집

고 나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구기고, 그러면 보다시피 종이는 그 접은 

자국을 유지한다. 그것은 그 자국을 유지하지만, 종이의 접힌 자국은 

인간의 습관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인간의 습관은 무언가가 여러분에

게 행해짐으로써 형성되지 않는다. 인간의 습관은 여러분이 무엇인가

를 함으로써 형성된다. 그리고 그것이 차이이다. 그리고 배움에 활동

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진정한 배움이 일어난다.

Solution   (A) What ~ doing이 주어이므로 동사는 단수형 is가 알맞다.

(B) 등위접속사 but에 의해 두 문장이 연결되고 있으므로, 동사 retains의 주어

가 될 수 있는 대명사 It이 알맞다.

(C) 전치사 by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doing이 알맞다. 목적격 you는 

doing의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한다.

구문 Solution  

1행_ What is right or sound about the statement [that all learning 
is by doing] is contained in the insight [that all learning 
involves activity].

 that 이하는 각각 the statement와 the insight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

는 동격절로 쓰였다.

13행_ And the more activity there is in learning, the more 
genuine learning takes place.

 <the＋비교급, the＋비교급> 구문으로 ‘~하면 할수록 더욱 더 …하다’의 의미 

이다.

Words  statement[stéitmənt] 진술   contain[kəntéin] 포함하다   

insight[ínsàit] 통찰   involve[invàlv] 수반〔포함〕하다   form[fɔːrm] 형성

하다   retain[ritéin] 유지〔보유〕하다   genuine[dʒénjuin] 진정한

29  정답 ④ ▶ 유형: 어휘 의미 파악

어떤 마술사도 마술 묘기 그 자체는 마술사나 쇼의 성공과 정말로 무

관하다고 말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속사포처럼 내뱉는 

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속사포처럼 내뱉는 말은 마술에 수반하는 

마술사의 중계방송이다. 그것은 마술에서 청중의 관심을 일시적으로 

떼어내서 다른 어떤 곳에 집중하게 만드는 쇼맨십이다. Penn과 

Teller와 같은 마술사들은 자신의 속사포처럼 내뱉는 말로 농담과 재

밌는 이야기를 이용할 것이다. David Copperfield나 Siegfried 
그리고 Roy 같은 마술사들은 말로 하는 재잘거림을 좀처럼 이용하지 

않는 대신, 매우 매혹적으로 차려입은 예쁜 조수나 알비노 호랑이와 

같이 굉장히 아름다운 시각적 표현에 의존한다. 마술사가 사용하는

재담이 무슨 종류든 관계없이, 쇼를 망치는(→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속사포처럼 내뱉는 말이다. 이런 마술사들의 대부분은 매우 비슷한 

환영을 연기해 낼 것이지만, 각각은 자신의 쇼맨십으로 뚜렷이 다른 

쇼를 보여준다.

Solution   마술사가 속사포처럼 내뱉는 말은 청중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쇼맨십으로, 마술쇼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므로 ④의 spoils는 

creates로 고쳐 써야 한다.

구문 Solution  

13행_ Regardless of what type of patter a magician uses, it’s the 
patter that creates the show.

 what이 이끄는 의문사절이 of의 목적어로 쓰였다. <it is ~ that> 강조 구문이 

쓰여 the patter를 강조한다.

Words  irrelevant[iréləvənt] 무관한   patter[pǽtər] (마술사가) 속사포처

럼 내뱉는 말, 재잘거림   running commentary 중계방송   temporarily 

[tèmpərérəli] 일시적으로   verbal[və́ː rbəl] 말의   stunning[stʌńiŋ] 굉장

히 아름다운   assistant[əsístənt] 조수   seductively[sidʌḱtivli] 매혹적으

로   albino[ælbíːnou] 알비노(선천성 색소 결핍증에 걸린 사람〔동물〕)   

illusion[ilúːʒən] 환영, 환상   distinct[distíŋkt] 뚜렷이 다른

30  정답 ① ▶ 유형: 지칭 추론

수십 세기 전에, 바그다드의 어느 부유한 술탄〔왕〕이 자기 아들의 탄

생을 축하하는 연회를 열었다. 축하연에 참석했던 모든 귀족들은, 빈

손으로 왔던 한 젊은 현자를 빼고, 모두 값비싼 선물을 가져왔다. 이

유를 묻자, 그는 술탄에게 “오늘 어린 왕자님은 귀중한 선물, 보석, 

그리고 진기한 주화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제 선물은 다릅니다. 그

가 말을 듣기에 충분히 나이를 먹은 때부터 성인기가 될 때까지, 저

는 매일 궁에 와서 왕자님께 저희 아라비아의 영웅 이야기를 해드리

겠습니다. 그가 우리의 지배자가 될 때, 그는 공정하고 정직해지실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그 젊은 현자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왕자

가 마침내 술탄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지혜와 명예로 유명해졌

다. 이 날까지, 바그다드의 어느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한 구절은 “그

가 그토록 현명해졌던 것은 그의 현자가 해 준 이야기 덕분이었다.”

라고 쓰여 있다.

Solution   ①은 연회에 빈손으로 참석한 현자를 가리키지만, ②, ③, ④, ⑤는 

나중에 술탄이 된 왕자를 가리킨다.

구문 Solution  

13행_ To this day, an inscription on a scroll in Baghdad reads, 
“That he became so wise was because of the tales told by his 
sage.”

 read는 자동사로 ‘(~라고) 적혀〔쓰여〕 있다’는 뜻이다. That ~ wise는 주어 역

할을 하는 명사절로 단수 동사 was로 받는다.

Words  banquet[bǽŋkwit] 연회   in honor of ~을 축하하여   nobility 

[noubíləti] 귀족   feast[fiːst] 축하연   costly[kɔ́ː stli] 값비싼   sage 

[seidʒ] 현자   precious[préʃəs] 귀중한   rare[rɛər] 진기한   manhood 

[mǽnhùd] 성인, 성년   just[dʒʌst] 공정한, 정의로운   keep one’s word 

약속을 지키다   inscription[inskrípʃən] 적힌〔새겨진〕 글   scroll[skroul] 두

루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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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답 ⑤ ▶ 유형: 빈칸 추론

몇몇 사람들에게 아무리 간접적이라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권력 게임

을 한다는 개념은 사악하고, 반사회적이며, 과거의 유물로 보인다. 

그들은 자신이 권력과 아무 관계가 없는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여러분은 그런 사

람들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들이 자기 의견을 겉으로 표현하긴 하지

만, 흔히 권력에 가장 능숙한 선수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관련된 조작의 본성을 똑똑하게 위장하는 전략을 이용한다. 예를 들

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약점과 권력의 부족을 일종의 

도덕적 미덕으로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권력이 없는 상태는, 

사리사욕의 어떤 동기도 없다면, 동정이나 존중을 얻기 위해 자신의 

약점을 알리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의 약점을 과시한다는 것은 사실 

권력 게임에서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고, 교묘하고 기만적이다.

Solution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며 권력 게임과 관계가 없다는 

듯 행동하지만, 이는 권력 게임에서 효과적인 교묘한 전략일 뿐 본심이 아니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⑤ ‘조작’이 가장 적절하다.

① 공감  ② 친밀함  ③ 편협함  ④ 무감각

구문 Solution  

3행_ They believe they can choose not to take part in the game 
by behaving in ways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power.
 that ~ power는 관계사절로 ways를 수식한다.

12행_ But true powerlessness, without any motive of self-
interest, would not publicize its weakness to gain sympathy 
or respect.

 without(~이 없다면)이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어 가정법 과거 구문(would not 

publicize)이 쓰였다.

Words  consciously[kánʃəsli] 의식적으로   indirect[ìndərékt] 간접적인   

anti-social 반사회적인   relic[rélik] 유물   have nothing to do with ~

와 관련이 없다   beware of ~을 조심하다   outwardly[áutwər̀dli] 겉으로   

adept[ədépt] 능숙한   strategy[strǽtədʒi] 전략   disguise 

[disɡáiz] 위장하다   involved[inválvd] 관련된   self-interest 사리사욕   

publicize[pʌbləsáiz] 알리다   make a show of ~을 과시하다   subtle 

[sʌtl] 교묘한   deceptive[diséptiv] 기만적인

32  정답 ① ▶ 유형: 빈칸 추론

화석 연료로의 전환과 높은 에너지 이용 사회의 발달은 세계의 불평

등을 고조시켜 왔다. 화석 연료 소비는 압도적으로 주요 산업화된 나

라들의 책임이었다. 21세기 초에, 세계의 부자 나라에 살고 있는 세

계 인구의 1/5이 여전히 세계 에너지의 70%를 소비했다. 특히, 미국

은 세계 인구의 단 5%를 차지하지만, 매년 세계 에너지의 27%를  

사용한다.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세계 사람들의 대다수는 세계 에

너지의 단 10%를 쓴다. 세계 인구의 가장 가난한 1/4은 세계 에너지

의 단 2.5%를 사용한다. 현재 평균적인 미국인은 한 세기 전에 그들

의 조상이 썼던 에너지의 4배, 평균적인 유럽인의 2배, 평균적인 인

도인의 30배, 그리고 평균적인 방글라데시인의 약 100배의 에너지를 

쓴다.

Solution   화석 연료 사용과 높은 에너지 이용 사회의 발달로 인해 소수의 부자 

나라 사람들이 다수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내

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① ‘세계의 불평등을 고조시켰다’가 가장 적절하다.

② 이용 가능한 자원을 다양화했다

③ 에너지 생산의 부담을 없앴다

④ 대체 에너지 생산을 가속화했다

⑤ 모든 나라의 경제 발전을 도왔다

구문 Solution  

13행_ The average American now uses four times as much 
energy as their predecessors did a century ago, twice as much 
as the average European, 30 times more than average Indian 
and almost 100 times more than the average Bangladeshi.

 ‘~보다 …배 더 -한’은 <배수사 + as + 원급 + as> 또는 <배수사 + 비교급 + than>으

로 나타낸다. did는 대동사로 used를 의미하며 뒤에 energy가 생략되어 있다.

Words  switch[swiʧ] 전환   fossil fuel 화석 연료   consumption 

[kənsʌ́mpʃən] 소비   overwhelmingly[òuvərhwélmiŋli] 압도적으로   

industrialized[indʌstriəláizd] 산업화된   consume[kənsúːm] 소비하다   

make up 차지하다   majority[mədʒɔ́ː rəti] 다수   quarter[kwɔ́ː rtər] 4분

의 1(1/4)   predecessor[prédəsèsər] 조상, 전임자

33  정답 ③ ▶ 유형: 빈칸 추론

‘행복’은 기만적으로 간단한 용어이지만, 정의하기에 매우 탄력적이고 

어렵다. Oxford 영어 사전은 (행복한 우연의 일치에서처럼) 행운이

나 우연에 의해 오는 것을 뜻하는 ‘happen’ 그리고 ‘happenstance’

와 똑같은 어간으로까지 그 어원을 거슬러 올라간다. 대부분의 사전

은 ‘행복’을 복지와 만족의 상태로 정의한다. 이것 이외에도, 일상적인 

용법에서, 우리는 그 단어의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 높은 자존감, 흥

분, 기쁨, 만족, 즐거움, 승리감, 평온, 황홀, 만족, 유쾌함, 축복 그리

고 더 많은 것들과 같이 넘쳐나게 겹치는 단어들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 단어들 중 어떤 것도 그것과 강하게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사실에

도 불구하고, 행복이란 감정과 완전히 같지는 않다. ‘행복’은 가족처럼 

비슷한 것은 많지만 동의어는 없다.

Solution   ‘행복’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용법에서 많은 다른 단어들과 함께 쓰

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동일한 표현은 없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는 

③ ‘가족처럼 비슷한 것은 있지만 동의어는 없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아주 상투적으로 변한 단어일 뿐이다

② 다양한 고대의 단어들로 그 어원을 추적할 수 있다

④ 일어나고 있는 것과 하나가 되는 상태이다

⑤ 슬픔이나 우울함의 반대로 정의된다

구문 Solution  

7행_ Beyond this, in everyday usage, we use a spill of 
overlapping terms [such as high self-esteem, excitement, joy, 
contentment, pleasure, jubilation, serenity, ecstasy, satisfaction, 
cheerfulness, bliss and many more], to capture the sense of the 
word.

 such as ~ many more는 a spill of overlapping terms를 설명하는 

표현이고, to capture는 목적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Words  elastic[ilǽstik] 탄력적인   trace A to B A를 B까지 거슬러 올라가

다   etymology[ètəmálədʒi] 어원   coincidence[kouínsidəns] 우연의 

일치   contentment[kənténtmənt] 만족   usage[júːsidʒ] 용법, 이용   

self-esteem 자존감   jubilation[dʒùːbəléiʃən] 승리감   sere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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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ərénəti] 평온   ecstasy[ékstəsi] 황홀   bliss[blis] 축복   bear on ~와 

관련이 있다   cliched[kliːʃéid] 상투적인   synonym[sínənìm] 동의어

34  정답 ⑤ ▶ 유형: 빈칸 추론

스트레스에 관한 최근의 문헌은 ‘스트레스 예방접종’이라는 용어를 쓴

다. 그 이름이 암시하듯이, 여러분의 십대 자녀가 스트레스의 부정적

인 영향에 대해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 힘든 시기에 배워

진 작은 승리와 교훈은 십대의 내적 자원을 쌓는 데 도움이 되고 그에

게 미래의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능력을 강화해준다. 그로 하여금 자

기 자신의 싸움을 하게 함으로써, 그는 어느 정도 양의 스트레스를 헤

쳐 나가는 법을 배울 것이고, 점차적으로 그것을 다루는 능력과 역량

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과잉보호하는 부모로서 끊임없

이 아이 대신 귀찮은 일을 해준다면, 그가 스트레스로 가득 찬 세상에 

맞서는 법을 배울 기회를 앗아간다. 단지 너무 오래 도움을 기다리며 

홀로 가라앉지 않게만 하라.

Solution   십대 자녀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헤쳐 나가는 법을 배우게 할 필요가 

있다는 글의 내용을 나타내면서 stress inoculation(스트레스 예방접종)과 관

련이 있어야 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는 ⑤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면역력을 갖게 된다’가 적절하다. 

① 그의 부모가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을 다루도록 개입하게 한다 

② 보호자로서의 부모의 무거운 짐을 덜어준다 

③ 성공의 한 가운데서도 내면의 침착함을 유지한다 

④ 미래의 어려운 시기를 예측하고 그것을 겪는 것을 피한다

구문 Solution  

3행_ Small victories and lessons [learned during challenging 
times] help build up a teen’s inner resources, [strengthening 
him for the ability to get through future hard times].

 learned ~ times는 과거분사구로 주어인 Small victories and 

lessons를 수식한다. 문장의 동사는 help이고 strengthening ~ times는 동

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Words  literature[lítərəʧər] 문헌, 문학   imply[implái] 암시하다   

strengthen[stréŋkθən] 강화시키다   deal with ~을 다루다   constantly 

[kánstəntli] 끊임없이   run interference for ~을 위해 귀찮은 일을 하다   

overprotective[óuvərprətéktiv] 과잉보호하는   cope[koup] 대처하다 

sink 가라앉다

35  정답 ④ ▶ 유형: 무관한 문장

학생들은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상상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협력하는 창의적 활동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의 매우 중요한 한 측면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상

상하는 것이다. 개인은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법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관점을 넓힐 수 있다. 교사와 부모는 자신의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도

록 격려해야 한다. (많은 똑똑하고 잠재적 창의성을 가진 학생들이 

학업의 지능을 기르지 못해서 결코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거나 상황과 자기 자

신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대로 보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들은 잘 

될 수 없을 것이다.

Solution   학생들이 다른 관점에서 상황과 자기 자신을 보는 방법을 배울 필요

가 있다는 내용으로, 똑똑하고 창의적인 학생들이 학업 지능을 기르지 못해 실패

한다는 내용인 ④는 글의 흐름상 무관하다.

구문 Solution  

2행_ An essential aspect of [working with other people] and 
[getting the most out of collaborative creative activity] is to 
imagine oneself in other people’s shoes.

 문장의 주어는 An essential aspect이고, 동사는 is이다. 동명사구 

working ~ people과 getting ~ activity는 and로 연결되어 전치사 of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Words  viewpoint[vjúːpɔ̀int] 관점   essential[isénʃəl] 매우 중요한   

aspect[ǽspekt] 측면, 면   collaborative[kəlǽbərèitiv] 협력하는   in 

other people’s shoes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broaden[brɔ́ː dn] 넓히다   

perspective[pərspéktiv] 관점   respond to ~에 대응하다   academic 

intelligence 학업 지능   get along with ~와 사이좋게 지내다   get 

anywhere 어떤 성과를 내다, 잘 되다

36  정답 ④ ▶ 유형: 무관한 문장

여러분은 단지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과 자원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발명품도 소비하고 있다. 수천 명의 

사업가와 과학자들이 여러분의 텔레비전을 작동시키는 광양자와 전

자의 복잡한 춤을 고안해 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면직물은 원래 발

명가가 오래 전에 죽은 산업혁명의 영웅인 일종의 기계에 의해 실이 

잣고 짜여졌다. 여러분이 먹는 빵은 어느 신석기 시대의 메소포타미

아인에 의해 처음으로 이종교배되었고, 그 지식이 여러분이 혜택을 

얻고 있는 기계, 조리법, 그리고 프로그램에 영속적으로 구현되어 있

는 어느 중석기 시대의 수렵 채집인에 의해 처음 발명된 방식으로 구

워졌다. (역사를 통틀어, 생활 수준이 오르내리기도 했고, 인구가 번

창했다 폭락하기도 했지만, 지식은 끈질긴 상승의 진보를 보여주었던 

유일한 것이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발명품을 제공했던 하인들 

중에 Alexander Graham Bell과 Thomas Crapper, 그리고 많은 

다른 알려지지 않은 발명가들을 열거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죽었건 

살아 있건 그들의 노동에서 나온 혜택을 또한 받고 있기 때문이다.

Solution   우리는 현재 다른 사람들의 노동과 자원뿐 아니라 발명품 역시 소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식이 끈질긴 상승의 진보를 보여준 유일한 것이었다는 

④는 글의 흐름상 무관하다.

구문 Solution  

7행_ The bread [you eat] was first cross-bred by a Neolithic 
Mesopotamian and baked in a way [that was first invented by 
a Mesolithic hunter-gatherer {whose knowledge is enduringly 
embodied in machines, recipes and programs from which you 
benefit}].

 you eat은 관계사절로 The bread를 수식하고 cross-bred와 baked는 

and에 의해 was에 이어지는 수동태의 과거분사이다. that 이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절로 a way를 수식하고, whose 이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절로 a Mesolithic 

hunter-gatherer를 수식하며, from which 이하 역시 관계사절로 machines, 

recipes and programs를 수식한다.

Words  resource[ríːsɔːrs] 자원   devise[diváiz] 고안하다   intricate 

[íntrikət] 복잡한   photon[fóutan] 광양자   electron[iléktran]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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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ton[katn] 면직물   spin[spin] (실을) 잣다   weave[wiːv] (실을) 짜다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   cross-breed 이종교배하다   Neolithic 

[nìːəlíθik] 신석기 시대의   Mesolithic[mèzəlíθik] 중석기 시대의   hunter-

gatherer 수렵 채집인   enduringly[indjúəriŋli] 영속적으로   embody 

[imbádi] 구현하다   boom[buːm] 번창하다   crash[kræʃ] 폭락하다   

relentless[riléntlis] 끈질긴

37  정답 ⑤ ▶ 유형: 글의 순서

공중 수백 피트에 있는 절벽 위에 높이 위치한 유럽의 어느 수도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C)   그 수도원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구니 속에 떠 있는 것으로, 그 

바구니는 전력으로 끌어당겨야 했던 여러 수도승들에 의해 꼭대

기까지 끌어올려졌다. 

(B)   분명히 그 바구니 속에 담겨 가파른 절벽 위로 올라가는 것은 무

서웠다. 한 여행객이 자신이 매달려 있는 (바구니의) 줄이 오래되

고 닳은 것을 알아차리고 약 반쯤 올라간 높이에서 극도로 불안

해졌다.

(A)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바구니에 그와 함께 타고 있었던 수도승에

게 얼마나 자주 줄을 바꾸는지를 물었다. 수도승은 잠시 생각하

더니, 어깨를 으쓱하고 대답했다. “끊어질 때마다 바꿉니다.”

Solution   공중 수백 피트 높이 절벽에 위치한 수도원을 소개한 주어진 글 다음

에는 그 수도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줄로 끌어올리는 바구니를 타야 한다는 (C)가 

오고, 그 바구니를 타고 올라가던 어느 관광객이 줄이 오래되고 닳은 것을 보고 

불안해졌다는 (B)가 온 다음, 마지막으로 관광객의 질문에 줄이 끊어질 때마다 교

체한다는 수도승의 대답이 이어지는 (A)가 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구문 Solution  

9행_ One tourist got exceedingly nervous about half-way up as 
he noticed [that the rope {by which he was suspended} was 
old and frayed].

 as 이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that ~ frayed는 동사 noticed의 목

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며, by which 이하는 관계사절로 the rope를 수식한다.

Words  monastery[mánəstèri] 수도원   perch[pəːrʧ] (무엇의 꼭대기나 

끝에) 위치하다〔자리 잡다〕   cliff[klif] 절벽   trembling[trémbliŋ] 떨리는   

monk[mʌŋk] 수도승   shrug[ʃrʌɡ] 어깨를 으쓱하다   exceedingly 

[iksíːdiŋli] 극도로   suspend[səspénd] 매달다, 걸다   tug[tʌɡ] 잡아당기다   

with all one’s strength 전력으로, 힘껏

38  정답 ③ ▶ 유형: 글의 순서

Elaine Hatfield는 먹는 것이 굶은 후에 가장 보람이 있는 만큼, 다

른 사람의 인정이 우리가 인정을 잃은 후에 특히 보람이 있는지 궁금

했다. 

(B)   이 생각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녀는 몇몇 여성들에게 그들의 성

격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거나 매우 호의적이지 않은 분석을 해 

주어서, 몇몇은 긍정해 주고 다른 몇몇은 상처를 주었다. 

(C)   그런 다음 그녀는 그들에게 실험 바로 직전에 각각의 여성들과 

따뜻한 대화를 시작하고 각각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던 매력적인 

남성 공모자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을 평가하라고 요청했다. 어

느 여성들이 그 남성을 가장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A)   그것은 자존감이 일시적으로 산산이 부서지고 아마도 사회적 인

정에 굶주려 있었을 여성들이었다. 이것은 왜 사람들이 자좀심을 

상하게 하는 거절을 겪은 후에 때때로 그에 대한 반발로 열정적

으로 사랑에 빠지는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Solution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한 후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더 보람

이 있는지 궁금했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는 이 생각을 시험하는 내용의 (B)가 오고, 

성격에 대한 호의적이거나 호의적이지 않은 분석을 들은 후 여성들이 타인을 평

가하라고 요청받았다는 (C)가 온 다음, 자존감이 일시적으로 무너졌던 여성들이 

실험 전에 따뜻하게 대해 줬던 남성을 좋게 평가했다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A)

가 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구문 Solution  

5행_ It was those [whose self-esteem had been temporarily 
shattered] and [who were presumably hungry for social 
approval].

 whose ~ shattered와 who ~ approval은 모두 관계사절로 those를 

수식한다.

13행_ Then she asked them to evaluate several people, 
including a male confederate [who just before the experiment 
had struck up a warm conversation with each woman and had 
asked each for a date].

 who ~ a date는 관계사절로 a male confederate를 수식하고, had 

struck과 had asked 대과거 시제가 and에 의해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Words  approval[əprúːvəl] 인정, 승인   rewarding[riwɔ́ː rdiŋ] 보람이 

있는   be deprived of ~을 잃다, 빼앗기다   fast[fæst] 굶다, 단식하다   

self-esteem 자존감   temporari ly[tèmpərérəl i]  일시적으로   

shatter[ʃǽtər] 산산이 부수다   presumably[prizúːməbli] 아마도   

passionately[pǽʃənətli] 열정적으로   on the rebound 반발로   

favorable[féivərəbl] 호의적인   analysis[ənǽləsis] 분석   affirm 

[əfə́ː rm] 긍정하다   wound[wuːnd] 상처 입히다   evaluate[ivǽljuèit] 평

가하다   strike up a conversation 대화를 시작하다

39  정답 ③ ▶ 유형: 문장의 위치

인간은 농업 그 이상의 것을 위해 물을 이용한다. 사람들은 온대 기

후에서 매일 약 2리터의 물을 마시는데, 아마도 건조 기후에서는 이

양의 3배를 마실 것이다. 그러나 물을 마시는 것은 인간의 물 소비에

서 가장 적은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요리, 섭취, 그리고 세탁을 포

함한 모든 가정의 (물) 사용의 합계가 한 사람당 매년 7~15 입방미터

에 이른다. 선진국의 평균적인 사람은 이 양의 두 배를 이용한다. 그

러나 지구상의 사람 각각을 먹이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을 계산할 때, 

이런 수치는 미약해진다. 중간 체격의 보통 사람을 부양하기 위해 충

분한 밀이나 쌀을 재배하는 데 한 사람당 매년 대략 200톤의 물이 필

요하다. 고기를 먹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식단의 

20%가 동물의 고기와 유제품에서 온다면, 매년 한 사람당 약 550 입
방미터의 물이 필요하다.

Solution   주어진 문장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물의 양에 대해 언급

하고 있으므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소비하는 물의 양에 대한 언급이 나온 

후, 한 사람당 매년 대략 200톤의 물이 필요하다는 문장 앞인 ③에 오는 것이 가

장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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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Solution  

11행_ It takes approximately 200 tons of water per year per 
person [to raise sufficient wheat or rice to maintain a normal 
person with medium build].

 It은 가주어이고, to raise 이하가 진주어이다. to maintain은 ‘~하기 위해’란 

뜻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to부정사이다.

Words  f igure[fíɡjər] 수치   pale[peil] 미약해지다, 흐릿해지다   

calculate[kǽlkjulèit] 계산하다   agriculture[ǽɡrəkʌ̀lʧər] 농업   

temperate climate 온대 기후   arid climate 건조 기후   amount to (합

계가) ~에 이르다   cubic meter 입방미터(m3)   approximately 

[əpráksəmətli] 대략   sufficient[səfíʃənt] 충분한   maintain[meintéin] 

유지하다   medium build 보통 체격   dairy product 유제품

40  정답 ④ ▶ 유형: 문단 요약

나는 매우 아팠지만 의식을 잃지 않은 내 남편과 병원에 있었다. 한 

의사가 자신을 소개하거나 나나 내 남편 누구에게도 ‘안녕하세요.’라

는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오곤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기계를 보

고, 차트를 점검하고, 내 남편의 존재는 완전히 무시하면서 내게 말

을 시작하곤 했다. 결국 그는 급히 문을 열고 나가 다음 환자에게로 

가곤 했다. 가끔씩은 어느 의사가 걸어 들어와서 같은 짧은 시간 동

안 내 남편과 내게 인사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잠시 동안 인맥

을 만들고, 기계를 점검하고 떠나곤 했다. 차이는 각 의사가 보낸 시

간의 양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였

다. 그들이 한 행동의 사소한 부분을 통해, 두 의사는 그 병실에 완전

히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어떤 곳의 분위기에 차이를 만드는 것은 한 사람이 보낸 시간이 아니

라, 그 사람의 작은 존중하는 행동이다.

Solution   인사도 없이 들어와 기계만 점검하고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고 말하

는 의사와, 동일한 짧은 시간 동안 인사하고 자신을 소개하고 말을 걸었던 의사와

의 차이를 통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작은 행동이 병실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을 

수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빈칸 (A)에는 ‘분위기(mood)’ , (B)에는 

‘존중하는(respectful)’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12행_ The difference was not in the amount of time each doctor 
spent.

 each doctor spent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혹은 which가 생략된 관계

사절로 the amount of time을 수식한다.

Words  unconscious[ʌnkánʃəs] 의식을 잃은   occasionally 

[əkéiʒənəli] 가끔씩   greet[ɡriːt] 인사하다   brief[briːf] 잠시 동안의   

connection[kənékʃən] 관계, 연결   respect[rispékt] 존중   behavior 

[bihéivjər] 행동   entirely[intáiərli] 완전히, 전적으로   atmosphere 

[ǽtməsfìər] 분위기

41  정답 ⑤  42  정답 ② ▶ 유형: 장문의 이해

어떤 사람들은 압박을 받으면서도 매우 잘 일을 한다. 다른 사람들은 

지치고 압도당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들 대부분은 아마도 두 성향의 

조합일 것이다. 글쓰기 과정에 내재한 불안과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휴식을 취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휴식과 머

리를 식히기 위해 하는 활동이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풀어

주는 것을 돕고, 우리가 불필요한 좌절과 불안감을 피하는 것을 돕는 

데 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장 글을 써야 한다고 느끼지 마라. 커피나 차 한 잔을 마시고, 몇 

군데 전화를 걸고, 방 건너에 있는 사람과 지난밤의 야구 경기에 관

해 이야기하고, 무릎을 몇 번 구부리거나 다른 스트레칭 체조를 하

고, 아마도 점심 시간 동안 산책이라도 나가라. 즉, 글쓰기를 제외한 

어느 것이든 하라. 아주 빈번히, 우리가 다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아이디어가 뜻하지 않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단어, 인상, 어구, 

또는 질문의 형태든 생각이 여러분에 떠오를 때, 급히 그것을 메모지

에 적어라. 의지력만으로는 영감을 생기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영감

이라고 부르는 그 방법을 풀어주기 위해 먹어야 할 어떤 마법의 물약

이나 알약도 또한 없다. 셰익스피어가 한때 그것을 표현했듯이, “그

랬으면 좋으련만.”

Solution   41. 글쓰기 과정에서 잠시 쉬며 머리를 식히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

이 글쓰기의 시작이라는 내용의 글이므로, 이 글의 제목으로 ⑤ ‘휴식: 글쓰기의 

시작점’이 가장 적절하다.

① 선생님 없이 글쓰기

② 글쓰기에 미래가 있을까?

③ 글쓰기의 동력으로서의 불안감

④ 고전을 읽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가?

42. 당장 글을 쓰지 말고, 커피나 차를 마시고, 몇 군데 전화를 걸고, 야구 경기에 

관해 이야기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점심 시간에 산책을 나가라고 조언하는 것은 

곧 글쓰기를 제외한 다른 것을 하라는 것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② ‘글쓰기를 

제외한 어떤 것이든 하라’가 가장 적절하다.

① 규칙적으로 글을 쓰려고 노력하라

③ 모아진 사실을 결합하라

④ 가능한 한 빨리 글을 써라

⑤ 글을 쓰기 전에 계획을 세워라

구문 Solution  

6행_ We need to understand the important roles [relaxation and 
diversion play in helping us unlock and release our thoughts 
and helping us avoid unnecessary frustration and anxiety].

 relaxation ~ anxiety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혹은 which가 생략된 관

계사절로 the important roles를 수식한다. 두 개의 helping은 and로 연결되

어 전치사 in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21행_ Nor is there any magic potion or pill to take to release 
that mechanism we call inspiration.

 <Nor + (조)동사 + 주어>는 ‘~도 역시 아니다’라는 의미이다. to take는 any 

magic potion or pill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고, to release는 ‘~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we call inspication

은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나 which가 생략된 관계사절이다.

Words  overwhelmed[òuvərhwélmed] 압도된   combination 

[kàmbənéiʃən] 조합   tendency[téndənsi] 성향, 경향   tension[ténʃən] 

긴장   inherent[inhíərənt] 내재한, 고유한   diversion[divə́ː rʒən]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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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히기 위해 하는 활동, 오락   unlock[ʌǹlák] 드러내다   release[rilíːs] 풀어주

다   be engaged in ~에 참여하다   emerge[imə́ː rdʒ] 나타나다   jot 

down ~을 급히 적다〔쓰다〕   inspiration[ìnspəréiʃən] 영감   willpower 

[wəlpáuər] 의지력   potion[póuʃən] 물약, 묘약   pill[pil] 알약   

mechanism[mékənìzm] 방법, 메커니즘

43  정답 ②  44  정답 ③  45  정답 ③ ▶ 유형: 복합 문단의 이해

(A)   아름다운 범선 모형을 위해 충분한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다. 그는 배를 만드느라 며칠을 일했고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는 동네의 어느 공원에 가서 사랑하는 자신의 배

를 호수에 띄웠다. 그것은 대성공이었고 그의 배는 완벽하게 물

에 떴다. 모형 돛은 바람을 타기도 해서 배를 움직이게 했다.

(C)   그러고 나서, 뜻하지 않게, 강한 돌풍이 불어 그 작은 배를 소년

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날려버렸다. 그는 바람이 배를 넓은 호

수로 점점 더 멀리 밀어버리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보았다. 그

는 자신의 배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것

은 가망이 없었다. 그의 사랑하는 배는 잃어버렸다. 망연자실해

서, 소년은 자신의 귀중한 소유물 없이 집으로 되돌아왔다. 몇 주

가 지났고 그는 그 배를 잊을 수 없었다.

(B)   어느 날, 그는 마을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동네 가게를 지나

다가, 그는 눈을 들어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배가 점포 앞 창문에 있었다. 그는 급히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에

게 그 배가 자신의 것이고 그가 어떻게 그것을 잃어버렸는가를 

설명했다. 주인은 감동받았지만, 그는 소년에게 자신도 그것을 

발견한 사람에게 배를 구입했으며, 그도 소년에게 그 배를 돈을 

받고 팔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   (그 배를) 원래 살 때 자신이 가진 돈을 다 썼던 소년은 집으로 

가서 배를 다시 사는 데 필요한 돈을 모으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

기 시작했다. 마침내, 수중에 돈을 들고, 그는 그 가게로 돌아가

서 그의 소중한 배를 샀다. 그가 두 손에 배를 들었을 때, 상점 

주인은 그 소년이 “내 작은 배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는 이제 두 번이나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그다음 너

를 잃어버렸지만, 내가 너를 다시 샀단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

연히 들었다.

Solution   43. 어린 소년이 범선 모형을 만들어 호수에 가서 띄웠다는 (A) 다음

에는, 돌풍이 불어 그 배를 소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날려 버렸다는 (C)가 오

고, 어느 날 상점에서 잃어버린 배를 다시 찾았다는 (B)가 온 후, 마지막으로 소년

이 열심히 일해 그 배를 다시 샀다는 (D)가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44. (c)는 상점 주인을 가리키지만, (a), (b), (d), (e)는 모두 범선 모형을 만들었다

가 잃어버리고 나중에 다시 산 어린 소년을 가리킨다.

45. 상점 주인이 어린 소년의 범선 모형을 찾은 게 아니라, 그것을 찾은 어떤 사

람으로부터 돈을 주고 샀다(he had purchased the ship from the 

person who found it)고 했으므로, ③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14행_ The owner was moved, but he told the boy [that he had 
purchased the ship from the person who found it] and [that he 
would have to sell the ship to the boy for a price].

 두 개의 that절은 모두 동사 tol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and에 의해 병

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상점 주인이 소년에게 말한 것보다 배를 산 것이 먼저 일어난 사

건이므로 대과거(had purchased) 시제를 썼다.

27행_ Having spent all of his money on the original purchase, 
the boy went home and began working diligently to save the 
money he needed to buy back his ship.

 Having spent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As he had spent ~로 

고쳐 쓸 수 있다. he ~ ship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혹은 which가 생략된 관

계사절로 the money를 수식한다.

32행_ As he held the ship in his hands, the shopkeeper 
overheard the boy say, “My little ship! How I love you. You 
are now mine twice. I made you, and then I lost you, but I have 
bought you back.”

 overhear(우연히 듣다)는 일종의 지각동사로 목적격보어로 원형부정사(say)가 

쓰였다.

Words  sailing ship 범선   beloved[bilʌv́id] 사랑하는   float[flout] 물

에 뜨다   storefront[stɔ́ː rfrʌnt] 상점 정면의   rush[rʌʃ] 서두르다, 돌진하다   

purchase[pə́ː rʧəs] 구매하다   unexpectedly[ʌǹikspéktdli] 뜻하지 않게   

gust of wind 돌풍   helplessly[hélplisli] 무기력하게, 속수무책으로   

hopeless[hóuplis] 가망 없는   devastated[dévəstèitid] 망연자실한   

prized[praizd] 귀중한   possession[pəzéʃən] 소유물   cherished 

[ʧériʃt] 소중히 여기는   overhear[óuvərhìər] 우연히 듣다

REVIEW
A  1. 형태가 찌그러진  2. 똑바로 펴다  3. 낙담한  4. 우연히   

5. 기만, 사기  6. 충돌  7. ~와 등등한  8. ~에 노출되다   

9. 최대의  10. 성분  11. 진정한  12. 수반하다  13. 소비   

14. 우연의 일치  15. 동의어  16. 오락  17. (실을) 짜다   

18. 승인  19. 아마도  20. 충분한

B  1. demonstrated  2. evidence  3. viewpoints  4. hopeless

C  1. endless, manipulation  2. participants  3. consumption, 

industrialized  4. atmospheres

본문 p.8007 회



정
답

과
 해

설
·

채
움

  068

18 ② 19 ③ 20 ④ 21 ④ 22 ③ 23 ② 24 ④ 25 ④ 

26 ⑤ 27 ④ 28 ③ 29 ③ 30 ② 31 ① 32 ⑤ 33 ② 

34 ④ 35 ④ 36 ④ 37 ② 38 ③ 39 ④ 40 ④ 41 ③ 

42 ① 43 ③ 44 ⑤ 45 ④ 

독해 기본 모의고사08회제
본문 pp.81~89

18  정답 ② ▶ 유형: 목적 추론

수세기 동안, ‘양말 유괴’라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인류를 괴롭혀 왔습

니다. 외계인을 없어지는 양말 확산의 주범으로 겨냥하는 일련의 보

고와 목격자 증언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무수한 사람들을 좌절과 

실망에 빠뜨려왔고, 무엇보다도 나쁜것은, 짝이 맞지 않는 양말들을 

남겨왔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런 양말들을 은하계 사이의 암시장에

서 발이 하나뿐인 외계인에게 팔기 위해 기회주의적인 우주의 변절자

들이 유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외계의 음모에 대응하기 위한 대

담한 노력으로, Ozone Design Inc.가 지금 양말 한 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양말 한 켤레에 지불하는 돈의 반값으로, 

Ozone Design이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는 양말 한 짝을 팔겠습니

다. 양말 유괴의 희생자가 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Ozone에 이메일

을 보내 도움을 청하세요!

Solution   양말 한 짝이 없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외계인의 양말 유괴 때문

이라고 말하면서 양말 한 짝을 판매하는 회사인 Ozone Design Inc.를 홍보하

고 있다.

구문 Solution  

7행_ Rumor has it that these socks are being abducted by 
opportunistic space renegades to be sold on the intergalactic 
black market to one-footed aliens.

 <Rumor has it that ~>은 ‘~이라는 소문이다’라는 의미이다. to be sold는  

‘~하기 위하여’라는 뜻의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이다.

Words  abduction[æbdʌḱʃən] 유괴   plague[pleiɡ] 괴롭히다   target 

A as B A를 B로 겨냥하다   extraterrestrial[èkstrətəréstriəl] 외계인   

epidemic[èpədémik] (급속한) 확산, 전염병   countless[káuntlis] 무수한   

disheartened[disháːrtnd] 실망한   opportunistic[àpərtjuːnístik] 기회

주의적인   renegade[réniɡèid] 변절자, 배반자   intergalactic 

[ìntəːrɡəlǽktik] 은하계 사이의   counteract[kàuntərǽkt] 대응하다   

conspiracy[kənspírəsi] 음모

19  정답 ③ ▶ 유형: 필자의 주장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이 여러분의 좌절감의 원인이라고 느낀다면, 그

때는 여러분의 혼란함이나 불안감의 정신적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건

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이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찾아

낸 다음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라. 아마도 그것은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여러분의 관여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여러

분은 신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이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떼어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모든 사람에게 그 선택권이 있지만 때때로 그들은 그들이 그

런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 사람이나 상황과

의 상호작용이 득보다는 해가 더 많을 때 일어서서 걸어 나가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아라.

Solution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좌절감의 원인이라면 그것을 통제하려고 애쓰

기보다는 그냥 관계를 끊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글이다.

구문 Solution  

9행_ Everyone has that option but sometimes they do not realize 
they do.

 do는 대동사로 앞에 나온 has that option을 의미한다.

10행_ Know that it is okay to stand up and walk away when 
your interaction with this person or situation is doing more 
harm than good.

 that 이하는 명사절로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it은 가주어이고 to stand 

이하가 진주어이다. stand up과 walk away가 병렬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Words  frustration[frʌstréiʃən] 좌절   solution[səlúːʃən] 해결   

resolve[rizálv] 해결하다   confusion[kənfjúːʒən] 혼란   search out  

~을 찾다   block[blak] ~을 막다   participate[paːrtísəpèit] 참여〔관여〕하

다   remove[rimúːv] 떼어 내다, 제거하다   assess[əsés] 평가하다   

involvement[inválvmənt] 관여   interaction[ìntəːrǽkʃən] 상호작용

20  정답 ④ ▶ 유형: 심경 추론

어느 젊은 부부가 새 동네로 이사를 온다.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젊은 여자는 이웃 사람이 밖에 빨래를 널고 있는 것

을 본다. “저 세탁물은 매우 깨끗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빨래하는 법

을 모르나 봐요. 아마도 더 좋은 세탁 비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녀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한다. 그녀의 이웃이 빨래를 

말리려고 널 때마다, 젊은 여자는 그녀가 존경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똑같은 말을 한다. 한 달 뒤, 그 여자는 줄에 매우 깨끗한 

빨래가 널려 있는 것을 보고 남편에게 말한다. “봐요, 그녀가 마침내 

정확하게 빨래하는 법을 배웠어요. 누가 그녀에게 그것을 가르쳤을까

요?” 남편이 대답한다. “내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 창문을 닦

았어요.” 그의 말을 듣고 나서,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창문과 남편을 번갈아 바라본다. 그녀는 말없이 부엌 밖으로 나간다.

Solution   이웃 사람의 깨끗하지 않은 세탁물을 보고 존경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기 집 창문이 더러워서 그런 것임을 알고 어쩔 줄을 

모르는 젊은 여자의 심경 변화로 ④ ‘경멸하는 → 당황스러운’이 가장 적절하다.

① 질투하는 → 무관심한  ② 창피한 → 감사하는  ③ 안도하는 → 깜짝 놀라는  

⑤ 동정하는 → 매혹된

구문 Solution  

7행_ Every time her neighbor hangs her wash to dry, the young 
woman makes the same comments, thinking she doesn’t 
deserve respect.

 thinking ~ respect는 ‘~하면서’라는 의미의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으로 쓰였다.

Words  neighborhood[néibərhùd] 지역, 근처, 이웃   laundry[lɔ́ː ndri] 

세탁물   correctly[kəréktli] 바르게   look on 지켜보다   deserve[dizə́ː 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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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치가 있다   at a loss for words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take 

turns -ing 번갈아 ~하다

21  정답 ④ ▶ 유형: 요지 추론

많은 사람들은 “자연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즉 인간의 손을 타지 않

은 지구가 이상적이라고 믿는다. 그러한 낭만주의는 사람들이 자연을 

신격화하거나 창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반대하도록 이끈다. 뜻밖의 

사실에 의해 알려지고 이성과 경험에 의해 확인된 우리의 입장은 지

구에 사는 모든 주민들을 위해 창조 속에 감춰진 잠재성의 문을 열어

놓는 인간의 책무를 좋은 것으로 본다. 창조된 모든 질서 중에서 인

류만이 다른 자원을 개발하고 그리하여 창조를 풍부하게 할 수 있으

며, 그래서 인간이 지구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이라고 적절하게 말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소중하게 여겨져야 하고 번성하도

록 허용되어야 한다. 유익한 인간의 지구관리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이 환경 책무보다 더 중요하다.

Solution   인간은 지구를 유익하게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와 같

은 창조 행위가 환경 책무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으므로, 이 글의 요지로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4행_ Our position informed by revelation and confirmed by 
reason and experience views human stewardship that unlocks 
the potential in creation for all the Earth’s inhabitants as good.

 informed ~ experience는 과거분사구로 주어 Our position을 수식하고, 

that ~ inhabitants는 관계사절로 human stewardship을 수식한다. 

<view A as B>는 ‘A를 B로 여기다’라는 의미이다.

Words  oppose[əpóuz] 반대하다   dominion[dəmínjən] 지배   

revelation[rèvəléiʃən] 뜻밖의 사실, 폭로   confirm[kənfə́ː rm] 확인하다   

stewardship[stjúːərdʃìp] 책무   unlock[ʌ̀nlák] 열다   inhabitant 

[inhǽbətənt] 주민   humanity[hjuːmǽnəti] 인류, 인간성   enrich[inríʧ] 

풍부하게 하다   cherish[ʧériʃ] 소중히 여기다   flourish[flə́ː riʃ] 번성하다   

beneficial[bènəfíʃəl] 유익한   environmental[invàiərənméntl] 환경의

22  정답 ③ ▶ 유형: 제목 추론

자신감은 동기부여를 주는 연설, 카리스마 있게 영감을 주는 것, 아

주 신나는 단합 대회, 근거 없는 낙관론, 또는 눈먼 희망에서 오는 것

이 아니다. 과묵하고, 절제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Stryker의 John 
Brown은 이 모든 것을 피했다. 그는 산업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

이, 해마다 엄격한 성과 기준을 성취하면서 실제 달성한 것으로 자신

감을 얻었다. John Brown은 바람이 불든, 덥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의 달리기 선수들이 운동이 모두 

끝나고 나서 강해지도록 훈련시키는 육상 코치처럼 일했다. 그러고 

나자 챔피언전 날 바람이 불든, 덥든, 비가 오든, 또는 눈이 오든지 

간에, 달리기 선수들은 자신의 실제 경험 때문에 자신감을 느낀다. 

즉, 나쁘다고 느낄 때조차도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에, 극도로 나쁜 

상황에서 열심히 달리는 연습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

Solution   자신감은 나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연습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라는 내용이므로, 이 글의 제목으로는 ③ ‘역경에서 일을 성취해 내는 것에서 오는 

자신감’이 가장 적절하다.

① 상황에 따라 다른 자신감

② 기대와 다른 실제 경험

④ 달리기 선수들이 어떤 약물이든 복용하는 것을 금하는 엄격한 법

⑤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근거 없는 낙관론

구문 Solution  

8행_ a track coach who trains his runners to run strong at the 
end of every workout

 run은 자동사로 ‘~한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로 뒤에 보어로 형용사 strong이 쓰

였다.

Words  motivational[mòutəvéiʃənl] 동기가 부여되는   inspiration 

[ìnspəréiʃən] 영감을 주는 것   pep rally 단합 대회   unfounded 

[ʌ̀nfáundid] 근거 없는   optimism[àptəmìzm] 낙관론   taciturn 

[tǽsətə̀ːrn] 과묵한   understated[ʌ̀ndərstéitid] 절제한   reserved 

[rizə́ːrvd] 내성적인   accomplish[əkámpliʃ] 성취하다   stringent 

[stríndʒənt] 엄격한   standard[stǽndərd] 기준   workout[wə́ː rkàut] 운동

23  정답 ② ▶ 유형: 주제 추론

인간과 원숭이 사이의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은 ‘성대’를 포함하고 있

는 후두에 관한 것이다. 이상하게도, 인간의 후두는 다른 영장류의 

그것보다 구조가 더 단순하다. 그러나 이것은 이점이다. 공기가 다른 

부속물에 방해받지 않고 코와 입을 통해서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간소화와 단순화는 흔히 어떤 주어진 목표에 대한 전

문화를 암시한다. 예를 들어, 발굽이 있는 동물은 줄어든 수의 발가

락을 가지고 있고, 물고기는 사지가 없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후두

의 간소화는 언어에 대한 적응의 표시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

문화된 후두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원숭이는 무엇을 먹는 동안 호흡 

기관과 숨으로부터 입을 봉쇄할 수 있다. 인간은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이 호흡 기관에 박혀서 때때로 질식사하기도 한다.

Solution   인간이 가진 후두는 인간이 언어에 적응한 것을 나타내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인간이 질식사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므로, 이 글

의 주제로 ② ‘인간의 후두의 장점과 단점’이 가장 적절하다.

① 인간이 말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

③ 인간의 후두의 생물학적 구조

④ 성대가 손상되는 것을 막는 방법

⑤ 언어 습득에서 인간의 후두가 하는 역할

구문 Solution  

3행_ Strangely, human larynx is simpler in structure than that 
of other primates.

 that은 대명사로 앞에 나온 명사 structure를 가리킨다.

Words  vocal cords 성대   primate[práimeit] 영장류   hinder[híndər] 

방해하다   appendage[əpéndidʒ] 부속물   streamlining[striːmláiniŋ] 

간소화   simplification[sìmpləfikéiʃən] 단순화   specialization 

[spèʃəlizéiʃən] 전문화   limb[lim] 사지   adaptation[ӕ̀dəptéiʃən] 적응   

pay a price for ~에 대한 대가를 치르다   windpipe[wíndpàip] (호흡) 기

관   lodge[ládʒ] ~에 박히다   choke to death 질식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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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답 ④ ▶ 유형: 내용 일치

독서 동호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올해 첫 책으로 Mark Kulek의 ‘나는 기만당했다’를 선택했

습니다. 그 책은 Nook나 Kindle 도서관 뿐만 아니라 Amazon과 

Barnes & Noble을 통해 문고판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독서 동호회 모임

독서 동호회는 대략 4주마다 한 번씩 만날 것입니다.

•날짜: 2015년 3월 10일

•시각: 오후 7시 30분

•장소: Newman Lounge
참가비

•  Brotherhood 회원에게는 독서 동호회가 무료입니다!  

cf. Brotherhood 비회원은 1년 연속 독서 동호회를 위해서 50
달러를 내셔야 합니다.

•  Brotherhood 회원 회비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http://wp.adatariel.org
참석 여부를 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bookclub@brotherhood.com으로 

이메일 주십시오.

Solution   ‘Non-Brotherhood members must pay $50 for the 

one-year book club series.’에서 알 수 있듯이 ④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

한다.

Words  deceive[disíːv] 기만하다   paperback[péipərbæ̀k] 문고판   

approximately[əpráksəmətli] 대략   entry fee 참가비   dues[djuːs]  

(회원으로 내는) 회비, 요금   RSVP (초대장에서) 회답 주시기 바랍니다

25  정답 ④ ▶ 유형: 내용 불일치

Keeneland 경마장에서 열리는 군 감사의 날

날짜: 2015년 4월 6일 일요일

시각: 오전 11시~오후 6시

위치: Keeneland 경마장(4201 Versailles Road, Lexington, 
Kentucky 40510)

세부사항

•  모든 현역 군인, 참전 용사, 제대 군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 개

방되어 있습니다.

•  Military Child의 달을 기념하여, 그들은 또한 온종일 특별 경품

과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가질 것입니다.

•  우리는 또한 군인들만을 위하여 무료 음식, 라이브 음악, 그리고 

다른 오락을 제공할 것입니다.

•12시 정오에 있을 국가 연주와 특별 공연을 놓치지 마세요.

더 많은 정보: (859) 288-4236

Solution   군인들만을 위하여 무료 음식, 라이브 음악과 오락을 제공한다(We 

will also offer free food, live music and other entertainment 

exclusively for the military.)고 했으므로, ④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appreciation[əprìːʃiéiʃən] 감사   horse race track 경마장   

veteran[vétərən] 참전 용사   retiree[ritàiəríː] 제대 군인   in honor of 

~을 기념하여   giveaway[ɡívəwèi]  경품   enterta inment 

[èntərtéinmənt] 오락   exclusively[iksklúːsivli] 오직   national 

anthem 국가

26  정답 ⑤ ▶ 유형: 도표의 이해

위 도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상위 5개의 출신국별 뉴질랜드 

로의 이민자 수를 보여준다. 영국 이민자 수는 4년 동안 꾸준히 증가

했고, 2001년과 2004년에는 중국인 이민자 수보다 더 많았다. 중국 

이민자 수는 2002년에 정점에 달했지만, 그 이후로 감소했다. 중국처

럼, 인도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이민자 수의 변화에서 같은 패턴

을 보여주었지만, 2001년에 인도 이민자들이 중국 이민자들보다 더 

많았다. 2001년과 2002년에 남아프리카 이민자 수는 거의 비슷했고, 

2003년과 2004년에도 역시 그랬다. 주어진 기간에서, 피지와 남아프

리카 사이의 이민자 수의 차이는 2004년(→ 2003년)에 가장 적었다.

Solution   피지와 남아프리카 사이의 이민자 수의 차이는 2003년에 가장 적었

으므로, ⑤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11행_ The number of South African immigrants in 2001 and 2002 
was almost similar, and so was that in 2003 and 2004.

 <so + (대)동사 + 주어>는 ‘~도 역시 그렇다’는 의미이고, that은 대명사로 앞에 나

온 명사 the number를 가리킨다.

Words  immigrant[ímiɡrənt] 이민자   origin[ɔ ́ːrədʒin] 출신   

steadily[stédili] 꾸준히   peak[piːk] 정점   on the decline 감소 중인

27  정답 ④ ▶ 유형: 내용 불일치

Wilma Rudolph는 22명의 자녀 중 20번째였다. 그녀는 너무 일찍 

태어나서 의사들은 그녀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녀

는 살아났지만, 네 살 때 양측 폐렴과 성홍열에 걸려서, 왼쪽 다리가 

마비되었다. 아홉 살 때, 그녀는 지난 5년간 의존했던 금속 다리 보호 

기구를 없애고, 그것 없이 걷기 시작했다. 열세 살 때까지, 그녀는 율

동적인 걷기를 발전시켰는데, 의사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했다. 

같은 해, 그녀는 달리기를 시작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첫 번째 경기

에 참여했고 꼴찌로 들어왔다. 그 다음 3년 동안, 그녀는 그녀가 참여

한 모든 경기에서 상당한 차이의 꼴찌로 들어왔다. 그러나 그녀는 그

녀가 경기에서 우승하는 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달렸다. 마침내, 

살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다고 여겨졌던 그 어린 소녀는 3개의 올림

픽 금메달을 땄다.

Solution   첫 번째 경기에서 꼴찌를 했으므로(She entered her first race 

and came in last.) ④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2행_ She was born prematurely and doctors didn’t expect her 
to survive. She did, but at age four she contracted double 
pneumonia and scarlet fever, which left her left leg paralyzed.

 did는 대동사로 앞에 나온 survived를 가리킨다. which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로 앞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한다.

Words  prematurely[prìːməʧúərli] 너무 일찍   contract[kantrǽkt]  

(병에) 걸리다   pneumonia[njumóunjə] 폐렴   scarlet fever 성홍열   

paralyzed[pǽrəlàizd] 마비된   remove[rimúːv] 없애다   metal leg 

brace 금속 다리 보호 기구   rhythmic[ríðmik] 율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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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정답 ③ ▶ 유형: 문법성 판단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고용 

시에 사람들의 윤리를 점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은 그들

에게 가상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면했던 

윤리적인 딜레마와 그것을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

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은 보통 이것을 함으로써 누군가의 도

덕적인 품성에 대한 좋은 감각을 얻을 수 있다. 윤리적인 사람들은 

해야 할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늘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

을 이해한다. 그들이 옳은 일을 생각해 내려고 노력하는 증거를 찾아

라. 높은 도덕성을 날조하거나 이용할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흔

히 흑백 논리에 빠지고 ‘너무 쉬운’ 대답을 제시한다.

Solution   ①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이끄는 관계사절이 선행사 those를 수

식하고 있으므로 복수 동사 don’t는 알맞다. don’t 뒤에 have high moral 

standards가 생략되어 있다.

② them은 대명사로 앞에 나온 명사 ethical dilemmas를 가리킨다.

❸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면서 the right to do is가 완

전한 문장이 되어야 하므로, 접속사 that은 의문사 what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④ 전치사 of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이며 앞에 나온 them은 동명사 

struggling의 의미상 주어이다.

⑤ are와 present가 and로 연결되어 문장의 동사 역할을 하고 있다.

구문 Solution  

1행_ It is much easier to hire people who have high moral 
standards than to try to change those who don’t.

 It은 가주어이고, 두 개의 to부정사구 to hire ~ standards와 to try ~ 

don’t가 비교를 이루며 진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much는 비교급 easier를 수식

하는 부사로 even, still, far, a lot 등으로 바꿔 쓸 수 있다.

Words  moral standard 도덕적 기준   ethics[éθiks] 윤리   crucially 

[krúːʃəli] 결정적으로   specific[spisífik] 구체적인   dilemma[dilémə] 딜

레마, 진퇴양난   encounter[inkáuntər] 직면하다   handle[hǽndl] 다루다   

hypothetical[hàipəθétikəl] 가상의   struggle[strʌɡ́l] 노력하다, 애쓰다   

fake[feik] 날조하다   draw upon ~을 이용하다   black and white 흑백 

논리의   present[prizént] 제시하다

29  정답 ③ ▶ 유형: 어휘 의미 파악

진정한 행복은 흥분이 아니다. 즉, 그것은 감각적인 즐거움이 밀려오

거나 항상 유쾌한 것이 아니다. 이런 측면들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 중심부에 있는 진정한 행복은 요컨대 우리가 ‘좋다’ 또는 ‘나쁘다’

고 여기는 모든 부분들 바로 옆에서 삶의 고통스러운 측면들을 기꺼

이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사실, 진정한 행복의 필수적인 부분은 

우리가 보통 행복과 연관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감정과 경험에 기꺼이 

열려있는 마음이다. 예를 들어, 슬픔은 기본적인 인간의 경험으로 부

정될 수 없다. 너무 이르게 슬픔을 손에서 놓으려고 애쓰는 것은 그

것에 우리가 굴복하는 가능성을 거부하는데, 그것(슬픔에 굴복하는 

것)에서 우리는 슬픔 안에서도 진정으로 차분한 마음의 상태를 경험

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Solution   (A) 진정한 행복에 감각적인 즐거움이나 항상 유쾌한 감정이 밀려드는 

것이 포함될(included) 수는 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exclude: 제외하다)

(B) 진정한 행복의 필수적인 부분은 행복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감정과 경험

에 마음을 여는(open) 것이 적절하다. (object: 반대하다)

(C) 슬픔을 너무 일찍 놓아버리면(denies) 슬픔 안에서 차분한 마음의 상태를 경

험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 알맞다. (give: 주다)

구문 Solution  

11행_ To try to prematurely let go of sadness denies us the 
possibility of surrendering to it, where we can learn to 
experience a truly calm state of mind even within the sadness.

 To try ~ sadness가 주어 역할을 하며 동사는 denies이다. 관계부사 

where는 앞에 나온 surrendering to it을 선행사로 하는 부사절을 이끈다

Words  genuine[dʒénjuin] 진정한   exhilaration[iɡzìləréiʃən] 흥분   

sensual[sénʃuəl] 감각적인, 관능의   core[kɔːr] 핵심, 중심부   boil down 

to 요컨대 ~이다   will ingness[wíl iŋnis]  기꺼이 ~하려는 마음   

acknowledge[æknálidʒ] 인정하다   integral[íntiɡrəl] 필수적인   

associate A with B A를 B와 연관시키다   let go of ~을 놓다   

surrender to ~에 굴복하다

30  정답 ② ▶ 유형: 지칭 추론

제네시 강은 가파른 강둑 사이로, 뉴욕의 로체스터를 관통한다. 뉴욕

에 살고 있던 한 남자가 긴 출장에서 열차로 막 도착했다. 그는 자신

의 아내와 아이들을 보기 위해 집에 도착하기를 열망했다. 마음 속에 

집에 대한 밝은 상상을 하며 길을 따라 급히 가다가 그는 강둑 위에

서 흥분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오?” 그

가 소리쳤다. 누군가가 “한 소년이 물에 있는데, 보아 하니 수영을 못

하는 것 같소!”라고 답했다. “누군가가 왜 그를 구하지 않소?”라고 그

가 물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자, 즉시 그는 자신의 서류 가방을 내

던지고, 그의 코트를 벗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소년의 팔을 

붙잡고, 그를 끌고 해안가로 나온 다음, 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에서 

물을 닦아내고 머리를 쓸어 올리다가 “이런 맙소사, 제 아들이에요!”

라고 그는 외쳤다. 그는 다른 아들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그

의 아들을 구했던 것이다.

Solution   ②는 남자의 아들을 가리키지만, ①, ③, ④, ⑤는 모두 긴 출장에서 

돌아온 남자를 가리킨다.

구문 Solution  

10행_ No one reacted, and in an instant, he threw down his 
briefcase, pulled off his coat, and dove into the river.

 threw, pulled, dove는 모두 he를 주어로 하여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Words  steep[stiːp] 가파른   bank[bæŋk] 강둑   anxious[ǽŋkʃəs] 열망

하는   apparently[əpǽrəntli] 보아 하니   react[riǽkt] 반응하다   in an 

instant 즉시, 곧   briefcase[bríːfkèis] 서류 가방   drip[drip] (물이) 뚝뚝 

떨어지다   exclaim[ikskléim] 외치다   plunge[plʌndʒ] 뛰어들다   for 

the sake of ~을 위해서

31  정답 ① ▶ 유형: 빈칸 추론

그리스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은 움직임으로 정의된다고 생각

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속도와 이동성을 가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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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가능성, 더 많은 삶을 가진다. 우리 모두는 나폴레옹과 같은 

움직이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프로이센 사람

들과 더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젊음에서 다시 붙잡고 싶은 것

이 외모, 신체적인 건강, 단순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한때 소유했던 마음의 유동성이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특정한 주제나 생각, 다시 말해 강박 관념, 분

노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 생각들을 그것(강박 관

념이나 분노) 너머로 가게 해라. 무언가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주의

를 산만하게 하라. 아이처럼, 몰두할 새로운 것을, 주의를 집중할 가

치가 있는 어떤 것을 찾아라. 바꾸거나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에 시간

을 낭비하지 마라. 그냥 계속 앞으로 가라.

Solution   삶은 움직임으로 정의되고 계속 움직임으로써 더 많은 삶을 누릴 수 

있으므로, 특정한 주제나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는 내용이

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① ‘유동성’이 가장 적절하다.

② 강렬함 ③ 관대함 ④ 객관성 ⑤ 익명성

구문 Solution  

10행_ Whenever you find your thoughts revolving around a 
particular subject or idea ― an obsession, a resentment ― 
force them past it. 

 Whenever는 ‘~할 때마다’의 의미를 갖는 복합관계부사로 Every time 또는 

Each time으로 바꿔 쓸 수 있다.

Words  define[difáin] 정의하다   movement[múːvmənt] 움직임, 이동   

mobility[moubíləti] 이동성   Prussian[prʌ́ʃən] 프로이센 사람의   

recapture[rìːkǽpʧər] 다시 붙잡다   possess[pəzés] 소유하다   revolve 

[riválv] 돌다   obsession[əbséʃən] 강박 관념   resentment[rizéntmənt] 

분노   distract[distrǽkt] 주의를 산만하게 하다   absorb[æbsɔ́ː rb] 몰두하게 

하다   concentrated[kánsəntrèitid] 집중된

32  정답 ⑤ ▶ 유형: 빈칸 추론

대학은 직업 훈련이나 그에 대한 준비를 제공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장 자주 보는 대학의 일부분이다. 이것은 사기업들이 자신의 갈고

리를 걸어놓고 싶어 하는 대학의 일부분이다. 전문 직종의 규제 대상

이 되지 않는 어떤 산업이라도 있으면 예로 들어보라. 언론은 교과서

적인 예이다. 학사 학위, 또는 2년제 대학 졸업장이 왜 언론 일에 종

사하는 데 필요한가? 이미 작가로 알려져 있지 않는 한, 어떤 매체 출

판사도 단지 몇 가지 학위가 없는 언론인을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주요 요점은 그것이 자기 규제적인 기준이라는 것이다. 

언론 산업은, 어떤 구직 지원자도 언론인이 되기 위해서 2년제 대학

이나 4년제 종합대학교에 다닐 것을 요구하는 덕분에, 그 산업(언론 

산업)으로 가는 입구에 대한 독점권을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교에 

효과적으로 넘겨왔다.

Solution   구직자에게 대학의 학위를 요구해서 언론인이 되기 위한 독점권을 

언론 산업이 대학교에 넘겨 줌으로써 언론인의 자격 기준을 스스로 규제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⑤ ‘자기 규제적인 기준’이 가장 적절하다.

① 증명되지 않은 진실 

② 반사회적인 관행 

③ 자율적인 체계 

④ 일자리 지향적인 접근법

구문 Solution  

12행_ The journalism industry, by virtue of demanding that any 
job applicant (should) attend college or university in order to 
become a journalist, has effectively handed a monopoly over 
the gateway to the industry to colleges and universities.

 요구를 나타내는 demanding 다음에 나오는 that절에는 should가 생략되고 

동사원형 attend만 쓰였다. a monopoly ~ the industry는 handed의 목

적어이다.

Words  vocational[voukéiʃənl] 직업상의   preparation[prèpəréiʃən] 

준비   private sector 사기업, 민간 부문   hook[huk] 갈고리   be subject 

to ~의 대상이다   regulation[rèɡjuléiʃən] 규제   university degree 학

사 학위   college diploma 대학 졸업장   by virtue of ~ 덕분에, ~에 의해서   

applicant[ǽplikənt] 지원자   monopoly[mənápəli] 독점(권)

33  정답 ② ▶ 유형: 빈칸 추론

모든 증거는 사람들이 만약 어떤 예술의 형태가 그들에게 제공할 무

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인기에 도달할 경우, 그 

피해는 보통 지속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10대는 사람들의 인격의 형

성기이다. 그것은 또한 대다수에게 전일제 교육의 마지막 기간이며, 

그러므로 사람들이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다. 그들이 예술에 대한 어떠한 흥미도 얻지 못하고 학교나 대학교를 

떠난다면, 그들이 결코 그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 멀지 않은 

60년대와 심지어 70년대에도, 팝에 대한 선호는 10대 문화의 일부로 

여겨졌고, ‘Opera Now’라는 잡지의 2005년 11/12월호는 18세와 

30세 사이의 사람들이 ‘대부분 오페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

고했는데, 그것은 마찬가지로 관현악과 실내악에도 해당된다. 그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그런 음악에 흥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Solution   전일제 교육을 받는 10대에 예술에 대한 흥미를 갖지 못하면 평생 

예술에 대한 흥미를 갖지 못한 채로 살게 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② ‘그 피해는 보통 지속된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그들은 정신적으로 어린 채로 남아 있다

③ 어떤 예술도 그들의 유년 시절을 반영할 수 없다

④ 그들은 나중에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⑤ 엄격한 규칙이 그들에 대한 규율을 집행할 것이다

구문 Solution  

7행_ If they leave school or university without acquiring an 
interest in art, they may well never do so.

 do so는 acquire an interest in art를 대신 받는 표현으로, do는 대동사

이다.

Words  evidence[évədəns] 증거   adulthood[ədᴧ́lthùd] 성인기    

one’s formative years 인격의 형성기   may well ~하는 것은 당연하다   

preference[préfərəns] 선호   issue[íʃuː] 호   be lost to ~의 영향을 받

지 않다   go for ~에 해당하다   chamber music 실내악

34  정답 ④ ▶ 유형: 연결사 넣기

심리학자들은 기저에 있는 심리적, 그리고 생리적 과정에 관한 추론

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동기 부여는 논하기가 어렵다. 그런 추

론은 그런 다음 동기 부여의 개념에서 형식화된다. 그러므로 동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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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 관한 말해져 온 것의 많은 것들은 오로지 추상적인 것만을 나타

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동기 부여는 실제적이며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특징은 그것이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행동을 지시한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소년이 맨발로 뜨거운 인도 위를 걷고 있

고 그의 발이 너무 뜨거워지면, 그는 풀 위를 걷기 시작할지도 모른

다. 발의 감각 기관을 통해 인지된 열의 감각이 그의 뇌로 전이됨에 

따라, 그 소년은 더 시원한 풀 위를 걷도록 동기 부여를 받는다. 그러

므로 그의 행동은 변경된 것이다. 동기 부여의 두 번째 특징은 그것

이 목적이 있는 행동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즉, 그 소년은 자신의 발

이 뜨겁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를 목적이 있는 방식으

로 완화시키기 위해 움직이기도 한다.

Solution   (A) 동기 부여의 두 가지 특징 중 첫 번째 특징을 어느 소년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For example이 적절하다.

(B) 동기 부여의 두 번째 특징을 위에서 예로 들었던 소년의 행동을 통해 설명하

고 있으므로, That is가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15행_ That is, the boy not only realizes that his feet are hot but 
also moves to alleviate that condition in a purposeful way.

 <not only A but also B(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구문이 쓰였다.

Words  motivation[mòutəvéiʃən] 동기 부여   inference[ínfərəns] 추론   

underlying[ʌńdərlàiiŋ] 기저에 있는   physiological[fìziəládʒikəl] 생

리(학)적인   formalize[fɔ́ː rməlàiz] 형식화하다   represent[rèprizént] 나

타내다   abstraction[æbstrǽkʃən] 추상적인 것   barefoot[bɛə́rfùt] 맨발로   

perceive[pərsíːv] 인지하다   sensory organ 감각 기관   alter[ɔ́ː ltər] 변

경하다   purposeful[pə́ː rpəsfəl] 목적이 있는   alleviate[əlíːvièit] 완화하다

35  정답 ④ ▶ 유형: 무관한 문장

여러분이 직장에서의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 

조용함 속에서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고독의 방에 (또는 문 닫

힌 사무실에) 머물지 마라. 대신, 가장 가까운 공공장소, 바라건대, 

어떤 사람은 잡담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 일반

적으로 소음을 내는 장소로 향해라. 똑똑하고 창의적인 새로운 연구

는 적당한 배경 소음이 고요함보다 혁신적인 사고에 더 도움이 된다

고 시사한다. 그러나 너무 많은 소음, 즉, 사무실 바로 밖에서 포장도

로를 파헤치는 드릴의 소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리를 듣기 어렵게 

할 것이다.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소음의 힘은 원래 창의적인 사람들

에게만 전적으로 효과가 있다.) 따라서, 해결책은 행복한 중도, 기분 

좋게 시끄러운 장소를 찾는 것이다.

Solution   적당한 소음이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

용으로,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소음의 능력은 창의적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의미인 ④는 글의 흐름과 무관하다.

구문 Solution  

9행_ But too much noise — like the sound of a jackhammer 
tearing up pavement right outside your office — can make it 
hard to hear yourself think.

 too much noise가 문장의 주어이고, can make가 동사이다. it은 가목적이

고, to hear 이하가 진목적어이다. 지각동사 hear의 목적격보어로 원형부정사인 

think가 쓰였다.

Words  solution[səlúːʃən] 해결책   solitude[sálət jùːd] 고독   

hopeful ly[hóupfəl i]  바라건대   moderate[mádərət]  적당한   

innovative[ínəvèitiv]  혁신적인   jackhammer[dʒǽkhæ̀mər] 휴대용 압

축 공기식 드릴   tear up 파헤치다   pavement[péivmənt] 포장도로   

enhance[inhǽns] 향상시키다   medium[míːdiəm] 중도, 중간

36  정답 ④ ▶ 유형: 글의 순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초콜릿이 건강 식품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것의 잠재적인 이점에 대해서 듣거나 읽어 보았을 

것이다. 초콜릿을 먹는 것은 몇 가지 건강상의 이익이 있겠지만, 실

제 효과는 확실하지 않다. 

(C)   플라바놀이라고 불리는 합성물이 초콜릿의 많은 이로운 효과의 

원인이라고 여겨진다. 이 합성물은 또한 차, 와인, 과일 그리고 

야채에서 발견된다. 

(A)   서로 다른 초콜릿은 그것들의 플라바놀 함유량이 매우 다를 수 

있다. 코코아 콩은 그것의 플라바놀 수준이 당연히 다르다. 플라

바놀의 상당한 부분이 또한 가공 과정에서 없어질 수 있다. 

(B)   사실, 회사들은 종종 이 합성물을 의도적으로 제거하는데, 이것

의 맛이 쓰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여러 분이 보고 있는 제품들이 

높은 수준의 플라바놀을 함유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방

법이 없다는 것이다. 

Solution   초콜릿의 건강상의 이점이 불확실하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 

초콜릿에 들어있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플라바놀이라는 합성물을 처음 언급한 

(C)가 나오고, 가공 과정에서 폴라바놀이 없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A)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A)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회사들이 폴라바놀의 쓴 맛 때문에 의도

적으로 이것을 제거한다는 내용인 (B)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12행_ there’s no way to know whether the products (that) 
you’re looking at contain high flavanol levels or not

 <whether A or not>은 ‘A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지닌 명사절이다. you’re 

looking at은 앞에 나온 products를 수식하는 관계사절로 관계대명사 that

〔which〕가 생략되었다.

Words  potential[pəténʃəl] 잠재적인   benefit[bénəfìt] 이점   plus 

[plʌs] 이점   far from certain 전혀 확실하지 않은   content[kántent] 함

유량   portion[pɔ́ː rʃən] 부분   processing[pràsesiŋ] 가공   compound 

[kámpaund] 합성물   intentionally[inténʃənəli] 의도적으로

37  정답 ② ▶ 유형: 글의 순서

책을 저장하는 데는 공간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책을 쌓아두든, 상자

에 넣든, 또는 여기 저기 바닥에 내버려 두든, 한 가지 사실은 남는

데, 그것은 더 많은 책을 갖고 있을수록, 여러분의 공간은 더 작아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B)   게다가, 종이책을 보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먼지, 세월, 작

은 먼지 진드기, 책벌레, 이 모든 것이 오늘날의 베스트셀러를 누

렇고 낱장으로 떨어지는 페이지들의 묶음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 

(A)   이와는 반대로, 전자책은 선반, 공간 그리고 상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들을 저장하든 안하든, 그것은 동일한 디지털 공간

을 차지한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그들은 그곳

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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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물론, 바이러스나 우연한 삭제가 전자책을 파괴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종이책을 백업하는 것은 불가능한 반면, 전자책은 백업

할 수 있다.

Solution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종이책의 단점을 말하는 주어진 글 다음에, 또 

다른 종이책의 단점인 먼지, 책벌레 등에 관해 언급한 (B)가 나와야 한다. 다음에 

On the contrary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전자책

의 장점을 말하는 (A)가 나오고, 백업이 가능한 전자책의 장점을 추가적으로 말하

는 (C)가 마지막에 나와야 한다.

구문 Solution  

3행_ the more books you have, the smaller your room seems to 
get

 <the + 비교급, the + 비교급> 구문은 ‘~하면 할수록 더욱 …한’이라는 의미이다.

Words  room[ruːm] 공간   stack[stæk] 쌓다   cupboard[kʌb́ərd] 선반   

preserve[prizə ́ːrv] 보존하다   mite[mait] 진드기   accidental 

[ӕ̀ksədéntl] 우연한

38  정답 ③ ▶ 유형: 문장의 위치

압박과 스트레스는 흔히 교환가능하게 쓰이는 두 용어이고 많은 면에

서 비슷하다. 원래, 그것은 둘 다 기압과 수압처럼 물리적인 힘과 다

리나 건물과 같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기계적인 압박을 지칭했다. 요

즈음 그것들은 더욱 흔히 심리적인 현상을 묘사하는 데 쓰이고 있다. 

즉, 사람들은 ‘압박감을 느낀다’,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다’에 관하여 

말한다. 주요 차이는 압박은 다소 더욱 상황에 따르고 시간에 구체적

인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것은 공을 차는 사람이 필드

골(모든 선수들이 움직이는 경기 중에 넣은 골)을 넣거나, 골프 선수

가 퍼팅한 골을 넣을 때 받는 것이 압박이고, 판매를 종결하고, 일을 

정각에 마치고, ‘일을 똑바로 하려고’ 할 때의 압박이다. 반면에 ‘스트

레스’는 더욱 일반적이고, 분산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대도시에 

사는 것이 스트레스가 더 심하다”라고 말한다. 요즈음 스트레스가 매

우 만연해 있어서 몇 사람이 그것을 “스트레스 받지 마.”처럼 동사로 

쓰는 것을 듣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다.

Solution   주어진 문장은 pressure와 stress의 차이 중 pressure가 쓰이

는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공을 차는 사람과 골프 선수의 예를 들어 

pressure의 쓰임새를 설명하는 문장 앞인 ③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15행_ Stress is so pervasive these days that it’s not uncommon 
to hear some use it as a verb like “Don’t stress.”

 <so ~ that …>은 ‘매우 ~해서 …하다’로 해석되며, 지각동사 hear의 목적격보

어로 원형부정사(use)가 쓰였다.

Words  principal[prínsəpəl] 주요한   situational[sìʧuéiʃənl] 상황에 따

른   term[təːrm] 용어   interchangeably[ìntəːrʧeindʒǝb́li] 교환 가능하

게   refer to ~을 지칭하다, 가리키다   mechanical[məkǽnikəl] 기계의   

operate[ápərèit] 작동하다   phenomenon[finámənàn] 현상  (pl. 

phenomena)   diffuse[difjúːz] 분산된, 산만한   pervasive[pərvéisiv] 

만연한, 널리 퍼진

39  정답 ④ ▶ 유형: 문장의 위치

몇몇 공공재는 더 많이 생산될수록 점점 더 좋아진다. 특정한 종류의 

네트워크 상품의 대표적인 예는 전화나 팩스 기기이다. 팩스 기기를 

처음 얻은 사람은 어떤 것도 팩스로 보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쓸모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팩스 기기를 

얻을수록, 그것들은 점점 더 가치가 높아진다. 네트워크 공공재의, 

더 추상적이긴 하지만, 비슷한 예는 신뢰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또한 신뢰하고 있을 때 매우 가치있다. 그러나 무임 승객들의 세상에

서 신뢰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다. 하지만 많은 다른 인간 행위와 

믿음은 이런 식으로 가치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 종교적 독실함이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평균적인 독실함이 더 높은 나라에서 

더 높다. 팩스 기기처럼, 종교는 다른 사람들이 또한 믿는다면 더욱 

유용하며,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종교가 사회적 유대감을 조성함으로

써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작동하기 때문이다.

Solution   주어진 문장은 인간의 행위와 믿음이 이런 식으로 가치가 증가한다

는 내용이므로, 역접을 나타내는 But과 연결되면서 this way가 가리키는 내용

인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설명이 앞에 나오

고, 그에 대한 예시가 이어지는 ④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13행_ For example, the positive effects of religiosity on well-
being is higher in countries where average religiosity is higher.

 where ~ higher는 관계부사절로 선행사 countries를 수식한다.

Words  public goods 공공재   worthless[wə ́ːrθlis] 가치 없는   

abstract[æbstrǽkt] 추상적인   free rider 무임 승객   religiosity 

[rilìdʒiásəti] (종교적) 독실함   well-being 행복   enhance[inhǽns] 향상

시키다   foster[fɔ́ː stər] 조성하다   social ties 사회적 유대감

40  정답 ④ ▶ 유형: 문단 요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팝콘 먹기에 관한 연구 자료를 보여주지만 용기 

크기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상상해 보자. 당신은 자료 요약을 보고, 

그 결과를 살펴본 후 사람들이 팝콘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쉽게 다음과 같이 속단할 것이다. 몇몇 사람

들은 합리적으로 간식을 먹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는다. 당

신과 함께 그 자료를 연구한 공중위생 전문가는 대식가를 다음처럼 

걱정하게 되기 쉬울 것이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더 건강한 간식을 

먹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그들에게 그렇게 

많이 먹는 것의 건강상의 위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나 잠시만 기다려 보라. 사람들이 팝콘을 덜 먹기를 바란다면, 

해결책은 매우 간단하다. 그들에게 더 작은 용기를 주어라. 그들의 

지식이나 태도에 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쉽게 바꿀 수 있는 문

제(사람들의 용기를 줄이는 것)를 어렵게 바꾸는 문제(사람들이 다르

게 생각하도록 설득하는 것)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알 

수 있다. 쉬운 해결책을 찾아라!

 

인간의 행동 변화에 관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상황의 문제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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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팝콘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대식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적게 먹을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게 하는 대신 그들이 먹는 팝콘 용기 크기를 줄이면 된다는 

내용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황을 바꾸라는 것이다. 따라서 빈칸 (A)

에는 ‘사람(people)’, (B)에는 ‘상황(situation)’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16행_ You can see how easy it would be to turn an easy change 
problem (shrinking people’s buckets) into a hard change 
problem (convincing people to think differently).

 how ~ differently는 의문사절로 se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며, it

은 가주어이고 to turn ~ differently의 to부정사구가 진주어이다.

Words  summary[sʌḿəri] 요약   scan[skæn] 살피다, 훑어보다   jump 

to conclusions 속단하다   reasonable[ríːzənəbl] 합리적인   big eater 

대식가   motivate[móutəvèit] 동기 부여를 하다   adopt[ədàpt] 채택하다   

hazard[hǽzərd] 위험   shrink[ʃriŋk] 줄이다   convince[kənvíns] 설득

하다

41 정답 ③  42 정답 ① ▶ 유형: 장문의 이해

자신의 책 ‘Think and Grow Rich’에서, Napoleon Hill은 우리에

게 대도시로 가서 위대한 발명가인 Thomas Edison을 만나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작은 마을 출신의 가난한 남자 James C. Barnes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Barnes의 꿈은 Edison과 사업 파트너가 되는 

것이었다. Barnes는 도시로 여행할 돈이 없었고, 교육이나 후원, 심

지어는 남 앞에 내놓을 만한 외모조차 없었음에도, 어떻게든 Edison
씨의 파트너가 되었다. Barnes는 자신이 성취하고 싶은 매우 강한 

꿈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표와 자기 자신을 매우 강하게 믿어서 

그가 처음 Edison을 만났을 때 그것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다. 

Thomas Edison은 한 번은 그가 처음 Barnes를 만났을 때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그를 만나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한 남자를 기억

한다. 그가 Barnes를 봤을 때, 그는 이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을 알

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Edison은 그에게 자신의 조직에서 매우 낮은 일을 주었다. 그러나 

Barnes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쉽게 ‘이거면 이미 아주 많은 성취

를 한 거야’라고 스스로를 설득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의 꿈은 위대한 Thomas Edison과 파트너가 되는 것이었다. 어

느 날, Edison은 타자기를 발명했고, 그의 판매원들은 그것이 잘 팔

릴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 Barnes는 이 기회를 잡았고 Edison
에게 그 기계를 팔기 위한 전력을 약속했다. 여러분은 Barnes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Edison의 새 발명품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곧 Barnes는 미국에서 유일한 타자기 보급자가 

되었으며, Edison과 파트너 관계를 맺기에 충분한 돈을 벌었다. 

Barnes는 세계의 위대한 발명가와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Solution   41. Barnes라는 한 남자가 가난하고 배운 것 없지만 Edison과 

사업 파트너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노력한 끝에 그 꿈을 이루었다는 내용이므

로, 이 글의 제목으로는 ③ ‘자신의 꿈에 대한 믿음이 그것을 실현시킨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너무 많은 자기애는 거만함으로 이어진다

②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순간 적어라

④ 오래 지속되는 성공은 좋은 습관에서 온다

⑤ 갈등 해결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라

42. Edison이 Barnes에게 자신의 조직에서 매우 낮은 일자리를 준 것에 만족

하지 않고, Edison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으므로, 빈칸에 들어

갈 말로 ①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다’가 가장 적절하다.

② 그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다

③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었다

④ 어떤 수치심도 느끼지 않았다

⑤ 그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다

구문 Solution  

11행_ He believed so strongly in his goal and in himself that it 
was evident in him when he first met Edison.

 <so ~ that ...> 구문은 ‘매우 ~해서 …하다’는 의미이다.

15행_ When he saw Barnes, he had the impression that this was 
a man who knew what he wanted.

 that ~ wanted는 the impression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절이다.

Words  presentable[pr izéntəbl]  (모습이) 남 앞에 내놓을 만한   

appearance[əpíərəns] 외모   evident[évədənt] 분명한   impression 

[impréʃən] 인상   achievement[əʧíːvmənt] 성취, 업적   convinced 

[kənvínst] 확신하는   predict[pridíkt] 예측하다   sole[soul] 유일한   

distributor[distríbjutər] 보급자, 배분자

43 정답 ③  44 정답 ⑤  45 정답 ④ ▶ 유형: 복합 문단의 이해

(A)   오늘 나는 NC (North  Carol ina )의 Charlot te에서 

IN(Indiana)의 South Bend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고 있었

다. OH (Ohio )의 Cincinnati에서 한 번 경유했는데, 

Charlotte에서 늦게 출발해서 집으로 가는 연결 항공편을 놓쳤

다. 나는 아슬아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중앙홀 C에서 A까

지 서둘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내가 데스크에 도착했을 때, 카

운터의 남자에게 거칠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한 여성이 있었

다. 그녀가 가버리고 내가 다가갔다.

(C)   나는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그는 내게 그 미친 여

자가 가는 방향과 몇몇 Delta 직통 전화를 가리켰다. 내가 그 전

화에 도착했을 때, 그 미친 여자는 연결 항공편을 놓친 자신의 비

통한 이야기와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잘못이 아닌지를 설명하면

서 전화기 너머에 있는 사람에게 필사적으로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차분히 전화기를 들고, 그 사람에게 한 문장으로 일어난 일

을 말했고, 그것이 Delta의 잘못이라는 것을 언급조차 하지 않

았다. 나는 오늘밤 집에 도착하고 싶다고만 말했다.

(D)   나를 도와주던 그 사람은 다른 여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내 곁에 매우 행복하게 들리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고 말했다. 나

는 그저 웃기만 했다. 그녀는 “오, 유일하게 남은 좌석이 하나 있

습니다. 당신한테 드릴게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게 내 표가 

인쇄되고 있을 데스크로 향해 가서 즐거운 여행을 하시라고 말했

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함을 표했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B)   그 여성은 꽤 오랫동안 게이트에 나타나지 않았고, 나는 정의가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불행하게도, 그녀는 아마도 압박감을 

크게 받으며 비행기에 좌석을 얻었겠지만, 내 경험은 스트레스가 

없고 편안했다. 나는 정중한 것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인 이 

세상의 서비스업 종사자를 다루는 데 더욱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생각한다.

Solution   43. Charlotte에서 늦게 출발한 것 때문에 Cincinnati에서 집으

로 가는 비행기를 놓치고 카운터의 남자에게 다가가는 (A) 다음에는 남자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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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직통 전화를 걸어 차분히 일어난 일을 말하는 (C)가 나오고, Delta의 여

직원을 통해 유일하게 남은 한 자리 좌석을 얻게 되는 (D)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불평을 늘어놓았던 여성과 달리,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좌석을 얻은 필자가 서

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정중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

히며 글을 맺는 (B)가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44. (e)는 필자와 전화 통화를 한 Delta의 여직원을 가리키지만, (a), (b), (c), (d)

는 모두 연결 항공편을 놓치고 불평을 늘어놓았던 여성을 가리킨다.

45. 필자는 연결 비행편을 놓친 것이 Delta의 잘못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didn’t even mention that it was Delta’s fault)고 했으므로, ④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13행_ I think being polite is not only more effective to deal with 
the service people in this world who are just doing their jobs, 
but it is also less stressful.

 <not only A but ~ also B(A뿐만 아니라 B도 또한)> 구문이 쓰였다.

19행_ When I arrived at the phones, the crazy lady was yelling 
desperately at the person on the other side of the line 
explaining her woeful story of missing a connecting flight and 
how it wasn’t her fault.

 explaining 이하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고, 명사구 her ~ flight

와 의문사절 how ~ fault는 explaining의 목적어로 병렬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30행_ She told me to head over to the desk where my ticket 
would be printing and to have a nice flight.

 where ~ printing은 관계사절로 the desk를 수식하고, <tell＋목적어＋to

부정사>구문에서 to head와 to have가 and에 연결되어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Words  connecting flight 연결 항공편   concourse[kánkɔːrs] (공항·

기차역의) 중앙 홀   to no avail 보람없이, 헛되이   complain[kəmpléin] 불

평하다   harshly[háːrʃli] 거칠게   approach[əpróuʧ] 다가가다   show 

up 나타나다   justice[dʒʌśtis] 정의   effective[iféktiv] 효과적인   direct 

phone 직통 전화   woeful[wóufəl] 비통한   comment[káment] 말하다

REVIEW
A  1. 좌절  2. ~을 찾다  3. 관여  4. 반대하다  5. 확인하다  6. 번

성하다  7. 성취하다  8. 단순화   9. 적응  10. 대략  11. 참전 

용사  12. 오직  13. 꾸준히  14. 가상의  15. 필수적인  16. 독

점(권)  17. 맨발로  18. 적당한  19. 조성하다  20. 합리적인

B  1. interaction  2. hindered  3. acquiring  4. impression

C  1. paralyzed  2. principal, situational   3. effective, 

stressful

본문 p.9008 회

01 ① 02 ②

빈칸 추론 본문 p.9104통합 유형

01  정답 ① ▶ 유형: 빈칸 추론

과학의 중요성은 사람들이 ‘객관성’이 세상을 바라보는 최선의 방법

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즉, 어떤 감정도 없이 사물을 보는 것이

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객관성은 단지 또 하나의 태도일 

뿐이다. 고의로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해석이다. 과학적 측정이 정확

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 등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유용하지만, 삶에 

관한 한 그것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흑백으로 보기 위해 여러분의 

TV에서 색상을 차단하며 그것이 더 진실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

다. 그것은 더 진실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삶의 풍성함을 줄이

는 필터일 뿐이다. 감정을 거부할 때, 여러분은 또한 즐거움의 가능

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Solution   과학의 중요성이 사람들에게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

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은 단지 TV의 색상을 차단하고 흑

백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과 같이 진실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즉, 감정을 거부

하는 것은 삶에서 즐거움을 얻을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빈칸에는 ① ‘삶의 

풍성함’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② 인간의 잔인성

③ TV 화면의 크기 

④ 이론의 부정확함

⑤ 과학적 발견에 대한 비판

Words  objectivity[àbdʒiktívəti] 객관성   interpretation[intə̀ː rprətéiʃən] 

해석   deliberately[dilíbərətli] 고의로   ensure[inʃúər] 확실하게 하다   

measurement[méʒərmənt] 측정   turn down 거부하다

02  정답 ② ▶ 유형: 연결사 넣기

자기 감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 주는 방식을 통

제하려고 노력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 높은 수준의 자기 감시를 지

닌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이기를 바

란다. 그들은 적절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알려주는 어떤 사회적 신

호에 자기 자신을 맞춘다. 예를 들어, 그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다른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을 본다면, 그들도 또한 제안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관리하는 일에 능숙

하다. 대조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기 감시를 지닌 사람들은 사회적으

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나타내는 신호에 그리 민감하지 않다. 그

들은 어느 특정 상황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 대단

히 걱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들이 한 조직의 장(長)과 함께  

회의에 참석한다면, 그들은 지루하다는 행동을 보일지도 모른다. 그

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깊이 걱정하지 않

는다.

Solution   (A) 빈칸 앞에는 자기 감시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언급되고 

뒤에는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For example

이 적절하다. 

(B) 빈칸 앞에는 자기 감시의 수준이 높은 사람에 관한 설명이 있고 뒤에는 그와 

대비되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므로, In contrast가 적절하다.

Words  present[prizént] 보여 주다, 나타내다   adjust[ədʒʌśt] 맞추다, 조

정하다   appropriate[əpróupriət] 적절한   sensitive[sénsətiv] 민감한, 

예민한   be concerned about ~에 대해 걱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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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③ 02 ① 03 ① 04 ②

  Actual TEST04통합 유형
본문 p.92 

01   정답 ③ ▶ 유형: 빈칸 추론

지난 몇 십년간, 아무리 적은 가치를 가진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아무

것도 버려지지 않았다. 구입한 모든 제품이 중요했고 한 푼이라도 저

축할 가치가 있었다. 오늘날, 제품은 내구성이 떨어지고 버려질 것으

로 여겨진다. 담배 라이터, 콘택트렌즈, 그리고 심지어 시계와 카메

라도 쓰고 버리는 것이 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옷과 액세서리는 일

단 유행이 지나면 버려진다. 새로운 쇼핑에 관해서 이것은 소비자들

이, 노소를 막론하고 물건이 빠르고 쉽게 처분되고, 새로운 것들이 

그것들을 대체하기 위해 가져와지는 세상에 사는 데 더욱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제품은 더욱 더 일시적이 

되어가고 있다.

Solution   과거에는 제품이 중요해서 좀처럼 버려지지 않았지만, 현대에는 유

행이 지나면 빠르고 쉽게 버려지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③ 

‘일시적인’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환영받는  ② 지능이 있는 

④ 전문화된  ⑤ 복잡한

구문 Solution  

8행_ In regard to the new shopping this means that consumers, 
young and old, are becoming more used to living in a world 
where things are disposed of quickly and readily, and new 
things are bought to replace them.

 that 이하는 mean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where ~ them은 a 

world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이다. <be used to -ing> 구문은 ‘~하는 데 익숙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Words  decade[dékeid] 십년   throw away 버리다   worth[wəːrθ]  

가치가 있는   dispose of ~을 처분하다, 없애다   throwaway[θróuəwèi] 

쓰고 버리는 것   out of style 유행이 지난   in regard to ~에 관해서   

replace[ripléis] 대체하다

02  정답 ① ▶ 유형: 빈칸 추론

Marsiela Gomez는 마야 혼혈인으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의 가치를 가르치는 문화에서 길러졌다. 이런 습관은 미

국에서 그녀에게 자주 문제를 야기했다. “사람들이 내가 덧붙일 말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좌절스럽다. 때때로 나는 여

러분이 말하려고 기다릴 때, 그 대답들이 이윽고 나타난다는 것을 발

견한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이 견해를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해서 모두

가 어떤 견해를 제안하는 첫 번째가 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종종 

내가 꽤 오래 기다린다면, 누군가가 내 견해를 표현할 것이다.” 그녀

는 “때때로 만약 누군가가 너무 오래 기다리면, 주제는 변하고 그 다

음 내 반응은 더 이상 관련이 없다.”고 덧붙인다.

Solution   Marsiela Gomez는 자신의 문화권에서 기른 습관과는 달리 미

국 사회에서는 개인이 먼저 견해를 내놓는 것을 중요시 여겨 문제를 겪는다고 이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말하기를 기다

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② 견해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 

③ 부정적인 생각을 표현해 내는 것

④ 어려운 질문에 힌트를 주는 것 

⑤ 개인의 행동 특성을 언급하는 것

구문 Solution  

6행_ In this society, it’s so important for individuals to have a 
point of view that everyone feels the need to be the first to put 
a certain opinion forward.

 it은 가주어이고 to have a point of view가 진주어이다. <so + 형용

사 + that + 주어 + 동사> 구문은 ‘너무 ~해서 …하다’의 의미이다. to be 이하는 the 

need를 수식하고 to put 이하는 the first를 수식한다.

Words  raise[reiz] 기르다   frustrating[frʌ ́streitiŋ] 좌절스러운   

upcoming[ʌṕkʌmiŋ] 이윽고 나타나는   a point of view 견해, 관점   put 

~ forward ~을 내놓다, 제안하다   often times 흔히, 자주(= often)   

response[rispáns] 반응, 응답   relevant[réləvənt] 관련된

03  정답 ① ▶ 유형: 빈칸 추론

과거 30년간, 아이의 모습과 역할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인

생의 보호받고 시련이 없는 시기로서의 어린 시절은 거의 사라져 버

렸다. 오늘날 아이들은 덜 ‘아이 같이’ 보인다. 아이들은 과거에 그랬

던 것보다 더 어른처럼 말하고, 더 어른처럼 옷을 입고, 더 어른처럼 

행동한다. 사실, 그 역도 또한 사실이다. 지난 20년 안에 성인에 이른 

많은 어른들이 덩치만 큰 아이처럼 계속해서 말하고 옷을 입고 행동

한다는 표시들이 많이 있다. 확실히,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정확히 

똑같이 행동하지도 행동할 수도 없지만, 과거에서보다 더 행동 면에

서 유사한 것들이 더 많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전통적인 경계가 사

라져 버렸다.

Solution   현대의 아이들은 어른처럼 말하고, 옷을 입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데 반해 어른들은 아이처럼 행동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과거보다 현재에 아이들과 

어른들의 행동이 많이 유사해졌다고 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① ‘전통적인 

경계가 사라져 버리다’가 가장 적절하다. 

② 오늘날에는 다 큰 아이들이 많이 있다 

③ 어른들과 아이들 둘 다 보호받기를 원하다  

④ 어른들은 아이들의 행동을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⑤ 오늘날 아이들은 그들의 역할을 더 빠르게 익힌다

구문 Solution  

7행_ There are indications [that many adults {who have come of 
age within the last twenty years} continue to speak, dress, and 
act much like overgrown children].

 that ~ children은 명사 indications의 동격절이고, who ~ years는 앞

의 many adults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다.

Words  remarkable[rimáːrkəbl] 주목할 만한   role[roul] 역할   protect 

[prətékt] 보호하다   sheltered[ʃéltərd] 시련이 없는   all but 거의

(=  almost)   reverse[rivə́ː rs] 역, 반대   indication[ìndikéiʃən] 표시, 징

후   similarity[sìməlǽrəti] 유사성   acquire[əkwáiər] 익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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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답 ② ▶ 유형: 연결사 넣기

돈은 여러분이 직업상 목표를 정할 때 유일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높은 급료의 일

과 긴 노동 시간에서 더 낮은 급료의 일로 떠난다. 가족의 요구가 여

러분의 직업상 목표에 주요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

의 출생, 배우자로부터의 이혼, 또는 노부모의 요구가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과 같은 개인적인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이나 일의 목표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라. 덧붙여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종교적이거나 인본주의적인 목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런 목표들은 분명하고 단순할 수도 있거나 더 복잡할 수도 있다.

Solution   (A) 직업상 목표를 정할 때 돈이 유일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가족

의 요구가 주요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내용에 이어, 그 예로 아이의 출생이나 

노부모의 요구와 같은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지므로, 예시의 접속사 For 

example이 적절하다.

(B) 가족의 요구에 덧붙여서 일의 선택에 공동체, 종교적, 인본주의적 목적이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있으므로 In addition이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8행_ Explore [whether personal situations such as these affect 
your life or work goal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므로 명령문이고, whether ~ indirectly는 동사 

Explor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Words  consideration[kənsìdəréiʃən] 고려(의 대상)   influence 

[ínfluəns] 영향, 영향력   divorce[divɔ́ː rs] 이혼   spouse[spaus] 배우자   

aging parents 노부모   explore[iksplɔ́ː r] 탐구〔탐험〕하다   situation 

[sìʧuéiʃən] 상황   humanitarian[hjuːmӕ̀nətԑ ə́riən] 인본주의적인   

complex[kəmpléks] 복잡한

18 ⑤ 19 ⑤ 20 ③ 21 ④ 22 ② 23 ⑤ 24 ④ 25 ⑤ 

26 ⑤ 27 ④ 28 ② 29 ② 30 ⑤ 31 ④ 32 ③ 33 ④ 

34 ② 35 ④ 36 ③ 37 ⑤ 38 ② 39 ④ 40 ④ 41 ① 

42 ③ 43 ② 44 ③ 45 ⑤

독해 기본 모의고사09회제
본문 pp.93~101

18  정답 ⑤ ▶ 유형: 목적 추론

Smith 씨께,

귀하의 중요한 문서가 제대로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데 어려움을 겪

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귀하께서는 보기 좋은 문

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시간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것이 바로 전문가가 귀하의 가장 중요한 문서를 관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Documents Makers에는 귀하께서 가능한 최

고의 인상을 만들도록 방문하여 도와줄 기술과 경험이 있습니다. 저

희가 방문하여 귀하의 문서를 보기 좋게 만드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드

는지에 관한 무료 견적을 제공해 드릴까요? 그러시다면 저희에게 전

화하셔서 약속을 잡아주세요.

사장, Richard Brown 드림

Solution   문서 작성을 도와주는 Documents Makers의 서비스 이용을 권

유하는 내용의 글이다.

구문 Solution  

3행_ If you are like most business owners, you have trouble 
finding the time to economically produce good-looking 
documents.

 to부정사구인 to ~ documents는 the time을 수식한다. to와 동사원형

(produce) 사이에 부사 eocnomically가 삽입되었는데, 이런 형태를 분리부정사

라고 한다. have trouble -ing는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이다.

6행_ This is why it is important to have a specialist take care of 
your most important documents.

 why ~ documents는 is의 보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why절 안에 있는 it은 

가주어이고, to have 이하가 진주어이다.

Words  document[dákjumənt] 문서, 서류   format[fɔ́ː rmæt] 체제를 갖

추다; 구성 방식   economically[èkənámikǝli]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specialist[spéʃəlist] 전문가   impression[impréʃən] 인상   estimate 

[éstəmət] 견적(서)   appointment[əpɔíntmənt] 약속

19 정답 ⑤ ▶ 유형: 필자의 주장

훌륭한 교사는 보다 크고 작은 규모의 어려움을 여러 가지로 쉽게 다

룰 수 있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말이 없는 학생에게, 어떤 것을 

가리키라고 요청하면서 시작할 수 있다. 그 다음 그 학생에게 “예” 또

는 “아니오” 반응 단계로 이동하도록 가르치고, 다음 단계는 문장 전

체로 하는 대답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때때로 성미 급한 교사들은 대

부분의 말을 하고, 반면에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옆에 앉아 있다. 이

것은 불행한 것인데, 학생들에게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게 하여  개념

을 형성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바로 토론과 경험의 상호작용이기 때문

이다. 아마도 최고의 교육 방법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다. 훌륭

한 교사는 설명을 짧게 하고 증명으로 설명을 뒷받침한다.

Solution   훌륭한 교사의 자질에 대한 글로, 학생들을 수동적으로 있게 하지 말

고, 그들이 능동적으로 열심히 생각을 하게 하여 개념을 형성하도록 토론과 경험

을 할 수 있게 하라는 취지이므로 필자의 주장으로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6행_ Sometimes teachers, who are impatient, do most of the 
talking, while students sit by passively.

 who ~ impatient는 앞에 있는 teachers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사절이다.

8행_ This is unfortunate, because it is the interplay of discussion 
and experience that encourages students to use their minds 
actively to form ideas.

 <it is ~ that> 강조 구문이 쓰였으며, 원래 문장의 주어인 the interplay of 

discussion and experience를 강조하고 있다.

Words  scale[skeil] 규모   point to ~을 가리키다   response[rispá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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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대답   impatient[impéiʃənt] 성미 급한, 조급한   passively[pǽsivli] 

수동적으로   interplay[íntǝːrplei] 상호작용   back up 강화하다, 뒷받침하다

20 정답 ③ ▶ 유형: 심경 추론

마이애미에 착륙하자마자 세 명의 무장 경찰관이 나타나서 나를 체포

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물론 나는 체포된 이유를 알지 못했

다. 보통의 지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체포를 정당화하는 어떤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해낼 수 없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내가 

범했을지도 모르는 죄를 항의하러 다가온 사람은 없었다. 마이애미 경

찰은 내가 감옥에 수용될 것이며 결국 추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

가 무엇을 잘못했나요?”라고 나는 물었다. 그들은 나에게 말해주지 않

았다. 나는 구금되었고 항공사 여성 승무원을 폭행한 것이 내 혐의라

고 말해 준 두 명의 FBI 요원들에게 각각 따로 심문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나중에 이것이 모두 거짓말투성이라는 것을 알았다.

Solution   공항에서 이유 없이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명으로 구금된 상황이다. 하지만, 나중에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상황에서 필자가 느꼈을 심경은 ③ ‘화나고 억울한’이 가장 적절하다.

① 지루하고 외로운

② 활기 넘치고 기분 좋은

④ 차분하고 편안한

⑤ 기대하고 결의에 찬

구문 Solution  

1행_ On landing in Miami, three armed police officers 
appeared and I was arrested and taken off the aircraft.

 <On -ing>는 ‘~하자마자’의 뜻으로, <As soon as＋주어＋동사>로 바꿔 쓸 수 

있다.

4행_ Being of average intelligence, I could not perceive of 
anything [that I had done] {that warranted arrest}.

 두 개의 관계사절 [ ]와 { }이 모두 anything을 수식하고 있다.

Words  arrest[ərést] 체포하다   perceive[pərsíːv] 인지하다   warrant 

[w�ːrənt] 정당하게 만들다   be committed to ~에 수감되다   deport 

[dipɔ ́ːrt] 추방하다   detain[ditéin] 억류하다, 구금하다   allegation 

[ӕligéiʃən] 혐의, 주장   a tissue of lies 거짓말투성이

21  정답 ④ ▶ 유형: 요지 추론

몇 년 전에 한 심리학자가 사고사의 사망률이 이상하게 정지 상태로 

유지되어 온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 현상에 관심을 갖고 흥미로운 

이론을 펼쳤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특정한 수준

의 위험을 지니며 살아간다. 어떤 것이 더 안전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조치를 피하게 되어 원래의 위험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그들이 안전띠를 매어야 하면, 그들은 더 

안전하게 느껴서 좀 더 빠르고 좀 더 무모하게 운전하여, 통계학적으

로 안전띠가 부여하는 혜택을 상쇄시킨다. 그리고 교차로가 더 안전

하게 만들어지면, 사고율은 반드시 떨어지지만 같은 일직선 도로의 

다른 곳에서 상쇄하는 수준으로 증가한다.

Solution   하나의 안전 장치가 생기면 그것으로 인한 사고는 줄어들지만, 다른 

곳에서 안전에 소홀하게 되어 위험이 증가된다는 내용이다. 결국, 위험 수준이 일

정하게 유지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④가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3행_ He became interested in this phenomenon and developed 
an intriguing theory.

 became 이하와 developed 이하는 He를 공통의 주어로 삼아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8행_ If, for instance, they are required to wear seat belts, they 
will feel safer and thus will drive a little faster and a little more 
recklessly, thereby statistically canceling out the benefits that 
the seat belt confers.

 thereby ~ confers는 분사구문으로, 앞의 내용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앞 문장의 내용 전체가 현재분사 canceling의 의미상의 주어이자, 분사의 주

체로 해석되어 능동 의미를 갖는 현재분사 형태로 분사구문을 썼다.

Words  mortality rate 사망률   oddly[ádli] 기묘하게, 이상하게   static 

[stǽtik] 정적인   intriguing[intríːgiŋ] 흥미를 자아내는   get around 피하

다   reassert[rìːəsə́ː rt] 거듭 주장하다, 영향을 미치다   recklessly[réklisli] 

무모하게   cancel out 상쇄하다   invariably[invɛə́riəbli] 변함없이, 반드시

22  정답 ② ▶ 유형: 제목 추론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고 마는 하루의 결혼식에 수천 달러가 들 수 

있어서 뉴햄프셔의 한 커플은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매를 

이용하려고 한다. Stacey Libby는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이 늘 꿈꿔 왔던 동화 같았지만 그 때 가격표를 보게 되었다고 말했

다. 그래서 그녀는 후원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결심을 했고 사람들

에게 자기 결혼식에 광고할 수 있는 권리를 놓고 입찰을 하게 한 것

이다. 그녀의 약혼자 Jim MacNevin은 한 기자가 전화를 할 때까지 

eBay 등록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후원 기업은 결혼식 비용 전

부 혹은 일부분을 부담하기 위해 입찰을 할 수 있고, 그 커플은 그들

에게 광고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웨딩드레스는 Libby가 직접 

결정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녀는 누군가가 이 드레스 또는 저 드레

스를 입으라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Solution   결혼식에 드는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매 방식을 이용하여 결

혼식을 올리려고 하는 한 커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제목으로는 ② ‘경

매를 통한 결혼식 후원’이 가장 적절하다.

① 결혼식 날 미인이 되기 위한 비결

③ 웨딩드레스에 관한 낭만적인 이야기

④ 결혼식 기부와 결혼 선물

⑤ 경매장에서 책임감 있는 사람들

구문 Solution  

6행_ So she decided to try to get a sponsor, letting people bid 
on the rights to her day.

 letting ~ day는 분사구문으로 연속 상황을 나타낸다. 주절의 주어인 she가 현

재분사 letting의 의미상의 주어이자 분사의 주체로 해석된다.

Words  in the blink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ease[iːz] 완화하다, 진

정시키다   financial[finǽnʃəl] 재정적인   burden[bə́ː rdn] 부담, 짐   fairy 

tale 동화   price tag 가격표   bid[bid] 입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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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답 ⑤ ▶ 유형: 주제 추론

이마의 주름살이 당신의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한다고 

느껴서 이마의 주름살을 없애고 싶다면, 쉽게 그리고 놀라울 만큼 빠

르게 할 수 있다. 열쇠는 당신의 피부를 존중하며 다루고 피부가 필

요로 하는 영양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선, 피부에 약간의 신선한 

공기와 햇볕을 제공하라. 약간의 햇볕은 피부 건강에 아주 좋다. 그

것은 많은 양의 비타민 D를 당신에게 공급해주는 자연적인 방법이

다. 햇볕에 타게 하지는 마라. 태양 아래에서 몇 분이 지나면 모자를 

쓰고 (피부를) 덮어라. 당신은 화상을 입을 정도로 어리석지 않으며, 

당신의 피부는 더 좋은 취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 또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라.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 당신의 피부는 피부 노화를 

일으키고 이마와 다른 곳에 주름살을 생성하는 산화에 의한 손상을 

막기 위해서 산화 방지제를 필요로 한다.

Solution   주름살을 없애면서 피부 건강을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신선한 공기와 

적절한 햇볕, 산화 방지제 등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⑤ ‘이마의 주름살을 없애

고 젊어 보이는 방법’이 글의 주제로 적절하다.

① 피부 주름과 노화의 징조

② 이마에 있는 주름살의 진정한 의미

③ 얼굴 피부 농도에 미치는 영양분의 영향

④ 주름살과 노화의 밀접한 관계

구문 Solution  

1행_ If you want to get rid of forehead wrinkles because you 
feel they make you look older than you really are, it can be 
done easily and surprisingly quickly.

 사역동사 make의 목적격보어로 원형부정사 look이 쓰였다. 대명사 it은 앞에 있

는 to get rid of forehead lines를 가리킨다.

9행_ You know better than to get burned ― your skin deserves 
better!

 <know better than＋to부정사> 구문은 ‘(~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는 뜻

으로 부정의 의미를 표현한다.

Words  get  r id  of  ~을 제거하다   forehead [ fɔ ́ ː rhèd]  이마   

nourishment[nə́ː riʃmənt] 영양(물)   sunburned[sʌńbə̀ː rnd] 햇볕에 탄   

antioxidant[ӕntiáksidənt] 산화 방지제

24  정답 ④ ▶ 유형: 내용 일치

부모님이 외출하는 밤

배우자와 함께 밤에 외출하고 싶지만 아기를 봐주는 사람이 없나요? 

귀하께서 쇼핑, 식사, 영화 관람을 즐기는 동안 Airborne Gymnastics
가 아이를 돌봐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아이는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이

나 실외 게임과 보드 게임과 같은 다른 신체 활동을 하면서 좋은 시

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날짜: 10월 18일, 토요일

•시간: 오후 5시 30분 ~ 오후 11시

•나이: 대소변을 가리는 아이 ~ 12살

•비용:   회원 - 15달러  

(추가되는 형제자매는 각 10달러)  

비회원 - 20달러  

(추가되는 형제자매는 각 15달러)

피자와 음료가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아이가 물병 하나

를 가져와야 합니다! 

등록과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410-697-0084로 전화주세요.

Solution   형제자매가 추가되면 회원은 10달러씩, 비회원은 15달러씩 추가 금

액을 내야 한다고 했으므로 ④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구문 Solution  

4행_ Let Airborne Gymnastics take care of the kids while you 
have fun shopping, eating, or watching a movie!

 원형부정사구인 take care of the kids는 사역동사 let의 목적격보어이다. 목

적어인 Airborne Gymnastics가 원형부정사의 주체로 해석되어 능동 의미를 나

타낸다.

Words  spouse[spaus] 배우자   gymnastics[dʒimnǽstiks] 체육, 체조   

physical[fízikəl] 신체의, 물리적인   potty-train (유아에게) 변기 사용 훈련을 

시키다   additional[ədíʃənl] 추가의   register[rédʒistər] 등록하다

25  정답 ⑤ ▶ 유형: 내용 불일치

연례 독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세요!

5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사전 접수는 4월 3일에 시작됩니다.

수속은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아침과 점심이 제공됩니다.

8세 이상의 어린이가 오후 4시까지 혹은 한 명의 경연자만 남을 때까

지 지속적으로 50분 동안 독서를 하고, 10분 휴식을 합니다. 상은 남

아 있는 사람들에게 매번 휴식 시간에 수여될 것입니다. 최우수상은 

결승에 남은 한 명에게 수여될 것입니다. 휴식 시간 중 다과가 제공

될 것입니다. 경연참가자는 아무 때나 시작할 수 있지만, 오전 10시

에 시작하는 사람들만이 최우수상의 자격이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웹사이트인

www.uppermidwaylibrary.org를 방문하세요.

Solution   참가자는 아무 때나 시작할 수 있다(Contestants can start at 

any time, ~)고 했으므로, ⑤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8행_ Prizes will be awarded at each break for those remaining.

 분사 remaining은 앞에 있는 대명사 those를 수식한다.

Words  annual[ǽnjuəl] 연례의   read-a-thon 독서 마라톤   pre-

registration 사전 접수   continuously[kəntínjuəsli] 지속적으로   

contestant[kəntéstənt] (경연) 참가자   eligible[élidʒəbl] 자격이 있는

26  정답 ⑤ ▶ 유형: 도표의 이해

위 도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의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 수

와 인터넷 이용자 비율을 보여 준다. 중국의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 

수와 인터넷 이용자 비율은 둘 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2012년에 중국의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 수는 3억 명을 

넘었는데, 2011년보다 약 5,000만 명 증가한 것이다. 2014년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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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 수는 4억 1,450만 명이었는데, 그것은 이

전 년도에 비해 가장 적게 증가한 것이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비율은 5퍼센트 포인트 증가하였다. 2013년

(→ 2014년)은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비율이 60퍼센트를 초과한 첫 

해였다.

Solution   2013년도에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비율은 59%였고, 60%를 넘은 것

은 2013년도가 아니라 2014년도였으므로 ⑤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7행_ In 2014, the number of social network users in China was 
414.5 million, which was the smallest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the number가 주어이고, of ~ China는 the number를 수식하는 수식어

구이다. 단수 주어에 일치하여 단수 동사 was를 썼다.

Words  steadily[stédili] 꾸준하게   million[míljən] 100만   previous 

[príːviəs] 이전의   exceed[iksíːd] 초과하다

27  정답 ④ ▶ 유형: 내용 불일치

Winchester Mystery House는 유령이 출몰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유명하고 방문객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의 저택이다. 저택의 건축은 

1884년에 시작되었고, William Winchester의 미망인인 소유주 

Sarah Winchester가 자금을 댔다. 건축은 1년 365일 계속되었고 

1922년 9월 5일에 그녀가 죽은 38년 후까지 계속되었다. 그 저택의 

가격은 미국 달러로 약 550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그 저택은 그 크기

와 건축 종합 계획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1906년의 지진이 있기 

전에 그 집은 7층 높이로 건축되었지만, 오늘날 가장 높은 지점은 4
층이다. 그 집은 기초가 벽돌로 된, 주로 골격이 목조인 건축물이다. 

오늘날, 그 집에 대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관광이 마련되어 있다.

Solution   그 저택은 건축 종합 계획이 없는(lack of a master building 

plan) 상태로 7층 높이로 건축되었다고 했으므로 ④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구문 Solution  

3행_ Construction of the mansion began in 1884, financed by 
owner Sarah Winchester, the widow of William Winchester.

 financed 이하는 수동 분사구문으로 Construction of the mansion을 

의미상의 주어로 삼아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Words  be reputed ~로 여겨지다   haunt[hɔːnt] (유령 등이) 출몰하다   

finance[finǽns] 자금을 조달하다   widow[wídou] 미망인, 과부   

estimate[éstəmèit] 견적을 내다, 산정하다   renowned[rináund] 유명한, 

명성이 있는   lack of ~이 없는   predominantly[pridámənəntli] 주로   

foundation[faundéiʃən] 기초

28  정답 ② ▶ 유형: 문법성 판단

운전할 때 우리는 왜 같은 순간에 반대편에 차가 오고 있는 좁은 다

리 같은 장애물에 이르게 될까? 많은 과학자들은 이것을 아마도 선택

적 기억으로 치부해 버릴지도 모른다. 즉, 사람들이 그러한 장애물을 

만나 방해받지 않고 운전하여 지나친 시간을 그냥 잊어버린다는 것이

다. 이것이 물론 그럴듯한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더 많은 무엇이 있

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즉, 앞에 장애물을 보게 되면 우리는 반

대편에 오고 있는 차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지 있는지 보게 된다

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분명 장애물에 우리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

는 차들 또는 훨씬 멀리 있는 차들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어서 아

주 현명하게 우리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차들에 대해서 가장 

초조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Solution   (A) 뒤에 명사구인 narrow bridges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전치사 

like를 써야 한다. alike는 서술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이다.

(B) 뒤에 <there is＋주어>로 구성된 완전한 절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관계대명사

가 아닌 접속사 역할을 하는 that이 적절하다.

(C) 동사 fret을 수식하려면 부사 sensibly를 써야 한다.

구문 Solution  

1행_ When driving, why do we arrive at obstacles like narrow 
bridges at the same moment with a car coming the other way?

 When driving은 When we are driving에서 we are가 생략된 구문이

다. 부사절에서는 <주어+be동사>의 형태를 생략할 수 있다.

6행_ While this may well be part of the explanation, I suspect 
that there is something more going on ― tied to the fact that, 
on seeing an obstacle ahead, we come to see what cars coming 
the other way cause problems.

 that ~ on은 suspect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that ~ problems는 

the fact와 동격을 이룬 절로 접속사 that과 주어 we 사이에 전치사구 on 

seeing an obstacle ahead가 삽입되었다.

Words  obstacle[ábstəkl] 장애물   dismiss[dismís] 간단히 처리하다   

selective memory 선택적 기억   encounter[inkáuntər] 마주치다   

unhindered[ʌǹhíndərd] 방해받지 않은   suspect[səspékt] 의심하다

29  정답 ② ▶ 유형: 어휘 의미 파악

매우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어떤 생명체들은 살아 있지 않은 것에서 

생겨난다고 믿어왔다. 어떤 사람들은 개구리와 두꺼비가 연못 속의 

진흙에서, 쥐가 나일강에서, 곤충은 이슬이나 썩어가는 쓰레기에서 

생겨난다고 생각했다. 살아있는 것이 생명이 없는 물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개념은 자연발생설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우리는 살아있는 

것은 다른 살아있는 것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1668년에 Francesco Redi는 곤충은 썩어가는 물질에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의 실험에서, Redi는 파리의 알이 썩어

가는 고기에서 부화되기 때문에 단지 거기서 구더기가 생겨나는 것이

지 자연발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적었다.

Solution   (A) 생명이 없는 물질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 과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므로, ‘생명이 없는’이라는 뜻의 lifeless가 적절하다. 

(lively: 활기찬)

(B) 곤충이 썩어가는 물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다는 의미이

므로, ‘생겨나다’라는 뜻의 originate가 적절하다. (eliminate: 제거하다)

(C) 파리의 알이 썩어가는 고기에서 부화한다는 문맥이므로 ‘부화하다’라는 뜻의 

hatch가 적합하다. (patch: 헝겊 조각을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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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Solution  

5행_ The notion that living things can come from lifeless 
matter is known as the theory of spontaneous generation.

 that ~ matter는 The notion과 동격을 이루는 절이다. The notion이 주

어이고, ‘~로 알려지다’라는 뜻의 is known as가 동사이다.

Words  come into being 생기다   toad[toud] 두꺼비   pond[pand] 연

못   dew[djuː]  이슬   rot[rat]  썩다   notion[nóuʃən]  개념   

spontaneous generation 자연발생(설)   decay[dikéi] 썩다

30  정답 ⑤ ▶ 유형: 지칭 추론

많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매를 들었을 때 그들이 본능적으로 어떤 느

낌을 가지는 지 연구는 확인해주고 있지만, 그들은 다른 어떤 일을 

해야 할지는 모른다. 사실 그들은 자신에게 시간을 갖지 못할 때 매

를 드는 경향이 더 많았으며 그들은 힘이 빠지고 허둥대는 느낌을 받

는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것이 그들 자신을 화

나게 할 때, 그들이 운동, 독서, 산책 또는 기도를 하며 혼자서 시간

을 좀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의 연구는 매를 드는 것이 아이들

에게 더 많은 폭력을 가르친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것은 그

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도록 그들

을 가르칠 뿐이다. 이 연구는 심지어 매를 맞은 아이들이 낮은 자신

감, 우울증을 더 많이 가지는 경향이 있고 어른이 되었을 때 월급이 

더 낮은 직장을 수용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 준다.

Solution   ① ~ ④는 모두 many parents를 가리키지만, ⑤는 앞 문장의 

children을 가리킨다.

구문 Solution  

5행_ So, when their children are doing something wrong and it 
makes them angry, it is important for them to take some time 
for themselves to exercise, read, take a walk or pray.

 첫 번째 it은 something wrong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두 번째 it은 가주어

로 쓰였고, to take 이하가 진주어이다. for them은 to take의 의미상의 주어이다.

Words  confirm[kənfə ́ːrm] 확인하다, 증명하다   instinctively 

[instíŋktivli] 본능적으로   spank[spæŋk] 때리다   be prone to ~하기 쉽

다   depleted[diplíːtid] 소모된, 고갈된   depression[dipréʃən] 우울증

31  정답 ④ ▶ 유형: 빈칸 추론

19세기 공학의 최고 업적으로 여겨지는 Brooklyn Bridge는 세계

에서 가장 긴 현수교라는 영예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Brooklyn 
Bridge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홍역을 치뤘다. 건설이 시작되기도 전

에 교각 건설 책임자였던 John A. Roebling이 파상풍으로 죽었다. 

그 계획은 그의 아들인 Washington Roebling에게 넘겨져 완성되

었다. 3년 후에 Roebling은 다리를 절게 되는 질병을 가지게 되었

다. 책임을 다하기로 결심한 Roebling은 망원경을 이용하여 교각의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했다. 그는 아내인 Emily에게 지시사항을 구

술했고, 그녀는 그의 명령을 작업자들에게 전달했다. 그 시간 동안에

도 예기치 못한 폭발이 일어나 교각의 기초를 산산조각냈고, 화재가 

일어나 또다른 기초에 손상을 주었으며, 케이블이 고정된 곳에서 끊

어져 강으로 빠지기도 했다.

Solution   건설이 시작되기도 전에 책임자가 죽고, 책임자의 아들이 건설을 넘

겨 받고 나서 병에 걸리게 되었으며, 화재 및 폭발이 있었다는 내용을 포괄하려면 

빈칸에는 ④ ‘문제들’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명령들 ② 발상들 ③ 죽음들 ⑤ 발전들

구문 Solution  

1행_ Considered a brilliant feat of 19th-century engineering, 
the Brooklyn Bridge was crowned the longest suspension 
bridge in the world.

 Considered ~ engineering은 분사구문으로 동시상황을 표현한다. 주절의 

주어인 the Brooklyn Bridge가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인데, 의미상의 주어

가 분사의 대상으로 해석되어 수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

을 썼다.

Words  feat[fiːt] 위업, (뛰어난) 솜씨   suspension bridge 현수교   

plague[pleig] 역병에 걸리게 하다, 성가시게 하다   crippling[krípliŋ] 다리

를 저는, 심하게 손상한   dictate[díkteit] 구술하다, 글을 받아쓰게 하다   

instruction[instrᴧ́kʃən] 지시사항   blast[blæst] 폭발하다; 폭발   wreck 

[rek] 파괴하다; 난파   foundation[faundéiʃən] 기초   snap[snæp] 부러지

다, 끊어지다   anchorage[ǽŋkəridʒ] 정박, 묶은 곳   crash[kræʃ] 충돌하다, 

추락하다

32  정답 ③ ▶ 유형: 빈칸 추론

시너지 효과는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에 있어 너무나 흔한 양

상이어서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않는다. 특별히 맛있

는 사례는 레몬 파이인데, 그것은 버터, 달걀, 레몬주스, 설탕, 밀가

루, 그리고 소금의 조합이다. 그것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

리가 어떻게 아는가? 건망증이 있는 제빵사가 규정된 설탕의 양(1과 

4분의 1컵)과 소금의 양(찻숟가락 8분의 1)을 바꾼다면 어떤 일이 일

어날지 상상해보라. 아니면 가령 버터, 노른자, 레몬주스, 소금, 후

추, 식초처럼 약간 다른 재료들이 약간 다른 방식으로 준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라. 우리는 그것을 네덜란드 소스라고 부르게 

마련이다. 이런 각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입맛이 반응하는 것이 결

합 효과이다.

Solution   음식 조리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설명하는 글이다. 음식의 재료를 

조금 바꾸면 전혀 다른 맛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으로 각각의 재료들이 결합하여 

음식을 만들어 낸다는 취지의 글이므로 빈칸에는 ③ ‘결합 효과’가 가장 적절하다.

① 시각 신호 ② 구체적인 물체 ④ 완전히 다른 물체 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

던 냄새

구문 Solution  

1행_ Synergy is such a commonplace aspect of the way we 
prepare our food that we don’t even notice it most of the time. 

 the way와 we 사이에는 관계부사 how가 생략되어, we ~ food가 선행사 

the way를 수식하고 있다. <such ~ that …>은 ‘너무 ~해서 …하다’는 뜻이다.

Words  synergy[sínərdʒi] 시너지 (효과)   commonplace[kàmənpleis] 

흔한   aspect[ǽspekt]  양상, 측면   tasteful[ té i s t f l ]  맛있는   

combination[kàmbənéiʃən] 조합, 결합   flour[fláuər] 밀가루   absent-

minded 건망증이 심한   prescribed[priskráibd] 규정된, 미리 정해진   

quantity[kwántəti] 양   differentiation[dìfərènʃiéiʃən] 차별화, 차별   

egg yolk 노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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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답 ④ ▶ 유형: 빈칸 추론

“도움이 필요해요.” 혹은 “약간의 지원을 얻어야 해.”와 같이 말하며 

당신이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얻을 필요가 있다

고 느끼는가? 우리 중 몇몇은 공동 작업을 하거나, 상의하거나, 혹은 

조언을 받기 위해 사정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이것은 가끔 

똑똑한 행동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전문가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무언가를 할 때와 같은 경우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일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조언 찾기는 행동에 대한 대체물이다. 우

리는 심지어 우리가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실제로 그 

일을 해줄 것으로 생각할 지도 모른다. 자신들의 숙제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아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일을 떠맡을 우리보다 더 잘 

갖추고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중이다.

Solution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조언에 대한 글인데, 그들의 의견이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의 글이므로, 빈칸에는 ④ ‘행동에 대한 대체물’이 가장 적절하

다.

① 장기 전략 ② 모든 사람에게 이용 가능한 ③ 전문적인 서비스 ⑤ 우리의 개인

적인 지침

구문 Solution  

1행_ Do you feel that you need to get a second opinion before 
you start on something, saying “I need a hand,” or “I must get 
some support.” 

 that ~ support는 feel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고, saying ~ support

는 분사구문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동작을 표현한다.

Words  second opinion 다른 사람의 의견   test the water 사정을 살피다   

collaborate[kəlǽbərèit] 공동으로 작업하다, 협력하다   consult[kənsʌlt] 

상의하다   specialist[spéʃəlist] 전문가   expertise[èkspərtíːz] (전문) 지식   

equipped[ikwíp] 갖추고 있는

34  정답 ② ▶ 유형: 연결사 넣기

탈취제 제조업계의 상식과는 달리, 어떤 것을 감추는 사람은 분명한 

양심을 가진 사람보다 심신의 문제가 실제로 더 적게 나타났다. 반면 

매사를 비밀로 하는 사람, 즉 골프 핸디캡에서 엄마의 처녀 시절 이

름까지 모든 것을 보호하는 사람은 보다 공개적인 유형보다 더 많은 

정신적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왜 이런 걸까? 생각해보면 개인적

인 사안을 말하지 않는 것에 커다란 이익이 있는 사회적 상황이 많

다. 예컨대 술버릇이 나쁜 사람은 자신의 버릇을 다른 사람들이 모를 

때 의심할 여지 없이 더 안심이 될 것이다. 그런 비밀을 상사나 동료

와 공유하면 스트레스만 쌓일 뿐이다. 비밀도 잘만 선택하면 보다 이

상적이고 건전한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게 한다.

Solution   (A) 자신의 비밀스런 일부를 감추는 사람은 비밀을 모두 드러내는 사

람보다 심신의 문제가 덜하지만, 대조적으로 매사 모든 것을 비밀로 하는 사람은 

정신적 괴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흐름이므로 By contrast를 써야 한다.

(B) 비밀을 간직할 때가 더 득이 되는 사회적 상황을 술버릇이 나쁜 사람의 예를 

통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예시를 유도하는 for example을 써야 한다.

구문 Solution  

1행_ Contrary to the wisdom of deodorant marketers, the 

people hiding something actually had fewer psychosomatic 
symptoms than did those with clear consciences.

 did는 앞에 있는 had psychosomatic symptoms를 대신하는 대동사로 

쓰였고, 주어인 those with clear consciences는 길어서 동사의 뒤로 도치되

었다.

Words  contrary to ~와 반대로   deodorant[diːóudərənt] 탈취제; 탈취

의   symptom[símptəm] 문제, 증상   conscience[kánʃəns] 양심   

secretive[síːkritiv] 비밀로 하는, 비밀주의의   personality[pə̀ː rsənǽləti] 

사람, 인격   distress[distrés] 괴로움, 곤궁; 괴롭히다   problem drinker 

술버릇이 나쁜 사람

35  정답 ④ ▶ 유형: 무관한 문장

부엌에는 싱크대의 배수관을 포함하여 세균들이 살 만한 곳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세균이 득실대는 부엌의 모든 곳마다 (세균을) 소탕할 

간편하고 영리한 방법이 있다. 음식을 씻거나 요리를 한 다음 싱크

대, 조리대, 그리고 수도꼭지를 비누와 물로 세척하라. 축축한 행주

나 스펀지와 같은 세척 도구들을 다음 날에 쓰려고 걸어 두려는 마음

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세균 번식의 온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대

신 스펀지나 솔을 식기 세척기에 넣어 소독하고 행주는 세탁기에 넣

어 소독하라. (여기서 자연 건강 옹호자들은 천연 스펀지가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는 효소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싱크대와 배수관을 

확실하게 소독하려면 한 스푼의 표백제를 일 쿼트의 물에 푼 용액을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그 곳을 세척하라.

Solution   부엌에서 생길 수 있는 세균을 없애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므로 천

연 스펀지의 장점을 언급하고 있는 ④가 글의 흐름과 무관하다.

구문 Solution  

6행_ It’s tempting to leave your cleaning implement ― a damp 
rag or sponge ― hanging around to use the next day, but that 
could create a germ breeding ground.

 It은 가주어이고 to leave ~ day가 진주어이다. <leave+목적어+-ing> 구문

은 ‘~을 …한 채로 내버려 두다’는 뜻이다.

Words  drain[drein] 배수관, 배수   germy[dʒə́ːrmi] 세균이 가득한   

counter[káuntər] 조리대, 계산대   faucet[fɔ́ː sit] 수도꼭지   implement 

[ímpləmənt] 도구, 기구   breeding[bríːdiŋ] 번식   sanitize[sǽnitàiz] 소

독하다   dishrag[díʃræ̀g] 행주   proponent[prəpóunənt] 옹호   inhibit 

[inhíbit] 억제하다   disinfect[dìsinfékt] 소독하다   solution[səlúːʃən] 용

액   bleach[bliːʧ] 표백제, 표백

36  ③ ▶ 유형: 무관한 문장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인들은 영어를 아는 것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다행스럽

게도, 많은 기업과 정치와 교육 지도자가 뒤늦게나마 전세계가 모두 

영어로만 의사소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제 2언어로 영어를 습득한 외국인들조차 그들의 모국어로 사

업을 하거나 협상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미

국인들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주로 지적인 능력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신적 훈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외국어는 현재 늘어가는 수많은 직업을 위한 기본적 준비에서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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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부분이 되고 있다. 미국인들의 외국어 능력이 자주 직업 이동성을 

높여주고 승진의 기회를 증대시켜준다는 것이 또한 많이 보도된다.

Solution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인들도 다른 외국어를 배워두는 것이 그들의 

승진이나 직업 이동성의 기회를 높여준다는 것이 글의 요지이다. 따라서 미국인들

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정신적 훈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③이 글의 

흐름과 무관하다.

구문 Solution  

4행_ They started to realize that even foreigners who have 
learned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prefer to do business 
and to negotiate in their native tongue.

 that ~ tongue은 realize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that절 안에서는 관

계사절 who ~ language가 수식하는 foreigners가 주어, prefer가 동사로 

쓰였다.

Words  tend to ~하는 경향이 있다   sufficient[səfíʃənt] 충분한   

belatedly[biléitidli] 뒤늦게   negotiate[nigóuʃièit] 협상하다   

discipline[dísəplin] 훈련   intellectual[ìntəlékʧuəl] 지적인   capacity 

[kəpǽsəti] 능력, 용량   promotion[prəmóuʃən] 승진

37  정답 ⑤ ▶ 유형: 글의 순서

내가 했던 첫 번째 세미나를 기억한다. 나는 너무나 긴장이 되어서 

말 그대로 내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또한, 나는 청중

을 충분히 마주보지도 못했고 슬라이드를 읽기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청중에게서 등을 돌렸다. 

(C)   발표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중요한 실수이다. 그러나 

나는 내 메시지의 가치를 정말로 믿었다. 내 청중을 좋아했으며 

그들도 그것을 느꼈다. 

(B)   그 마지막 결과는 그 당시에 덜 다듬어진 언변에도 불구하고 청

중은 나,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말해야 했던 것들과 통하게 되었

다는 것이었다. 

(A)   이런 경험을 통해, 나는 청중은 감동을 줄 임무를 수행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진실된 

사람의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Solution   주어진 글에서 필자의 세미나에서의 실수 내용이 제시되었고, 그 내

용을 (C)의 지시대명사 this로 받고 있다. (C)의 However 이후에 실수에도 불

구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내용이 나오고 (B)에서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 제시되었다. (A)는 글의 결론부로 필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에 관

한 내용이다.

구문 Solution  

5행_ From this experience, I have learned that audiences prefer 
to listen to someone who is authentic but not polished rather 
than self-focused individuals who are on a mission to impress.

 who ~ polished와 who ~ impress는 모두 관계사절로 각각 someone

과 self-focused individuals를 수식한다. 이 두 대상이 rather than이라는 

표현으로 병렬연결되어 있다.

Words  literally[lítərəli] 문자 그대로   authentic[ɔːθéntik] 진정한   

polished[páliʃt] 다듬어진   self-focused 자기 중심적인   mission 

[míʃən] 임무   impress[imprés] 감동을 주다   presentation 

[prèzəntéiʃən] 발표   perspective[pərspéktiv] 관점   

38  정답 ② ▶ 유형: 글의 순서

세상에 대한 스스로의 탐구의 결과로 생기는 성격의 성숙한 부분인 

어른들의 목소리와 달리, 아이의 목소리는 주로 삶의 첫 몇 년 동안 

축적된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감정과 반응들이다.

(B)   이런 종류의 목소리는 각양각색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 아

이들이 강력하고 복잡한 감정을 말하기 훨씬 이전에 그런 감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A)   그것은 또한 우리 성격의 많은 어린아이 같고, 긍정적인 측면 

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호기심, 어떤 일에 스스로를 전적

으로 내던지는 능력, 그리고 순수한 재미를 위한 능력과 같은 것

이다. 

(C)   더 이상 이런 종류의 재미를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

신의 안에 있는 어린 아이를 억압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린

아이 같은 목소리는 또한 문제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데, 특히 인

간관계 문제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Solution   우리들 내부에 있는 아이의 목소리에 관한 글로 (B)의 This kind 

of voice는 주어진 글의 the child voice를 가리키고, (A)의 This kind of 

voice를 가리키는 It과 추가 설명을 나타내는 also로 보아 (B) 뒤에 (A)가 이어

져야 함을 알 수 있다. (C)의 this kind of fun은 (A)에 제시된 childish, 

positive aspects of our personality를 가리키므로 (C)는 마지막에 와야 

한다.

구문 Solution  

1행_ Unlike the adult voices, the mature part of your personality 
as a result of your own explorations of the world,  the child 
voices are those feelings and responses in you that were 
mainly laid down during the first years of the lives.

 the mature part ~ world는 앞에 있는 the adult voices와 동격을 이

룬 어구이다. that ~ lives는 those feelings and responses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다.

Words  personality[pə̀ː rsənǽləti] 성격   lay down ~을 축적하다, 내려 

놓다   childish[ʧáildiʃ]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wholeheartedly 

[hóulháːrtidli] 전적으로, 진심으로   sheer[ʃiər] 순수한   intense[inténs] 

강렬한, 집중적인   repress[riprés] 억압하다

39  정답 ④ ▶ 유형: 문장의 위치

미국에는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과 분리된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

이 있다. 이런 경향은 유아기 때부터 미국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훈

련된다. 한 엄마가 아장아장 걷는 아기와 함께 그림책을 보고 있는 

것을 보라. 많은 초기 그림책들은 소박한 배경에 개별 물체를 보여주

는데, 그것은 아이들에게 물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모든 문화가 같은 방식으로 물체에 가치를 두지는 않는다.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물체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탐구하는 

것이 더 흔하다. 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 들판, 그리고 농부 사

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Solution   주어진 문장은 미국과 대비되는 다른 문화의 예를 들기 위한 도입문

이므로 개별 물체의 확인에 초점을 맞추는 미국인의 경향에 대한 설명이 끝나는 

④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④ 이후의 문장들은 주어진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

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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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Solution  

9행_ In East Asian cultures, it is more common to explore how 
things are related to each other.

 how ~ other는 explore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로 간접의문문이다.

Words  value[vǽljuː] 가치를 두다   object[ábdʒikt] 물체   tendency 

[téndənsi] 경향   drill[dril] 반복 훈련시키다   plain[plein] 소박한, 무늬가 

없는   identify[aidéntəfài] 확인하다, 동일시하다

40  정답 ④ ▶ 유형: 문단 요약

우리 중 아무도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사치가 없으며, 한 가지 

활동에 연관된 감정들은 다른 활동으로 흘러가기가 매우 쉽다. 큰 거

래가 막 실패했다면 실망감의 일부를 당신이 대화를 나눌 다음 사람

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혹은 당신이 특별히 아주 

지쳤다고 느끼고 있다면, 참을 수 없는 감정이나 짜증스러움이 자주 

통화나 회의 속으로 살금살금 들어갈 수 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의 

감정을 그 상황이라는 범위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은 충고하기는 쉽지

만 실천하기는 아주 어렵다. 나는 부분적인 해결책이 하루와 한 주를 

기능적으로 나누는 것 즉, 오전에는 답장 편지를 쓰고, 오후에 응답 

전화를 걸고, 회의를 특별히 회의가 있는 날들로 한정시키는 등임을 

알게 되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한 업무에서 생긴 감정이 다른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업무들을 분류하는 것을 조언할 만하다.

Solution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감정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업무에서 

생긴 감정이 다른 업무에 ‘영향을 주지(influence)’ 않게 업무를 ‘분류하라

(classify)고 조언하고 있다.

구문 Solution  

1행_ None of us has the luxury of doing one thing at a time, 
and it is very easy to allow the emotions attached to one 
activity to spill over into another.

 it은 가주어이고 to allow 이하가 진주어이다. attached ~ activity는 과거

분사구로 the emotions를 수식한다.

Words  attached[ətǽʧt] 연관된   spill over 넘치다, 번지다   convey 

[kənvéi] 전달하다   harassed[hərǽst] 잔뜩 지친   impatience 

[impéiʃəns] 참을성 없음   irritation[ìrətéiʃən] 짜증   creep[kriːp] 살금살

금 움직이다   confine[kanfáin] 범위, 경계   partial[páːrʃəl] 부분적인   

functionally[fᴧ́ŋkʃənəli] 기능적으로

41 정답 ①  42 정답 ③ ▶ 유형: 장문의 이해

Maven이란 단어는 이디시어에서 유래하고, 지식을 축적하는 사람

을 의미한다. 최근에, 경제학자들은 Maven을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

을 소비했는데, 시장이 정보에 의존한다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사

람이 분명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명백한 이유에서이다. 예를 들어, 한 

슈퍼마켓이 때때로 주어진 상품의 판매를 신장시키고 싶으면, ‘상시 최

저가!’와 같은 내용이 쓰여진 판촉 스티커를 슈퍼마켓 앞에 붙일 것이

다. 가격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제품은 (판매가) 치솟을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충격적인 정보일 것이다. 판매 또는 슈퍼마켓의 특별 

판매가의 이면에 있는 전반적인 전제는 소비자로서 우리는 물건의 가

격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맞춰 반응할 것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저가에 더 많이 반응하고 고가에는 덜 반응하며 구매한다. 하

지만 가격이 인하되지도 않았는데, 뭔가를 더 많이 구입하게 되면, 

무엇이 그들이 우리를 의미 없는 ‘상시 최저가’ 표지판에 속지 않도록 

할 것인가? 정답은 Maven이다. 만약 그들이 실제로는 전혀 판촉이 

아닌 판촉과 같은 어떤 잘못된 것을 찾아내면, 그들이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할 것이다. 한 가게가 판매에 대한 곡예를 너무 자주 시도했

다면, 이 사람들(Mavens)이 그것을 알아내 경영진에 항의하고 친구

나 지인들에게 그 가게에 가지 말라고 말해줄 사람들이다. 이들이 시

장을 정직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Solution   41. Mavens의 가치를 경제학적 측면에서 풀이한 글로, Mavens를 

통해 판매자가 소비자를 속이지 않도록 바로잡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이다. 따라

서 글의 제목으로는 ① ‘Mavens를 칭찬하며’가 가장 적절하다.

② 가격 안정의 혜택 ③ 바가지요금의 경제학 ④ 제품의 질에 대한 신뢰 ⑤ 소비

자 지능의 미래를 위하여

42. Mavens의 활약을 통해 속임수가 없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므로 빈칸에는 ③ ‘정직하게’가 가장 적절하다.

① 안전하게 ② 안정되게 ④ 고지되도록 ⑤ 경쟁적으로

구문 Solution  

4행_ ~, for the obvious reason that if marketplaces depend on 
information, the people with the most information must be the 
most important.

 that ~ important는 앞에 있는 the obvious reason과 동격을 이루고 있

는 절이다. that절 안에 조건을 나타내는 if절과 주절이 포함되어 있다.

14행_ The whole premise behind sales, or supermarket specials, 
is that we, as consumers, are very aware of the prices of things 
and will react accordingly: we buy more in response to lower 
prices and less in response to higher prices.

 that ~ prices는 is의 보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that절에서는 are 이하와 will 

react 이하가 we를 공통의 주어로 병렬 연결되었다.

Words  accumulate[əkjúːmjulèit] 축적하다, 쌓다   obvious[ábviəs] 명

백한, 분명한   promotion[prəmóuʃən] 판촉, 승진   go through the 

roof 치솟다   potentially[pəténʃəli] 어쩌면, 잠재력 있게   disturbing 

[dis tə ́ ː rb iŋ]  충격적인, 불안감을 주는   premise[prémis]  전제   

accordingly[əkɔ́ː rdiŋli] 그에 맞춰, 따라서

43 정답 ②  44 정답 ③  45 정답 ⑤ ▶ 유형: 복합 문단의 이해

(A)   노쇠한 한 노인이 아들, 며느리, 그리고 네 살 된 손자와 함께 살

고 있었다. 노인은 손을 떨었고, 눈이 흐렸으며, 걸음이 불안정

했다. 가족은 식탁에서 함께 식사했지만, 나이든 할아버지의 떨

리는 손과 안 보이는 눈은 그가 식사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했

다. 완두콩은 포크에서 바닥으로 굴러 나왔다. 아들과 며느리는 

곧 엉망진창이 된 것에 대해 매우 짜증이 났다.

(B)   “아버지에 대해 뭔가를 해야 겠어. 엎질러진 우유, 먹을 때 나는

시끄러운 소리,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저 모든 음식에 정말 지쳤

어!”라고 아들이 말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구석에 작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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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을 차렸다. 다른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즐기는 동안 할아버지

는 거기서 혼자 식사를 했다. 할아버지가 접시를 한 두개 깬 후

에는 그의 음식은 나무 사발에 담겨졌다.

(D)   가족이 할아버지 방향을 보았을 때, 가끔 할아버지는 눈에 눈물

을 머금고 계셨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음식을 흘렸을 때, 부부

가 그에게 했던 유일한 말은 날카로운 훈계뿐이었다. 네 살짜리 

꼬마가 그것을 모두 조용히 지켜보았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Jim이 나무 조각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이에게 상냥하게 “뭘 만들고 있니?”라고 물었다. 소년은 

상냥하게 “오, 내가 자라고 두 분이 늙으시면 아빠하고 엄마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작은 나무 사발을 만들고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C)   네 살 아들은 미소를 짓고 다시 일을 했다. 그 말에 그의 부모는 

너무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었다. 그 때, 그들의 뺨에 눈물이 흐

르기 시작했다. 비록 말은 없었지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고 있었다. 바로 그 날 저녁, 남편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정

하게 그를 식탁으로 다시 모셔왔다. 여생 내내, 할아버지는 가족

과 함께 모든 식사를 했다. 그리고 어떤 까닭인지 남편과 아내 누

구도 포크가 떨어지든, 우유가 엎질러지든, 식탁보가 더렵혀지든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Solution   43. 글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A) 할아버지가 음식을 흘리

며 식사를 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짜증을 낸다. → (B) 할아버지가 나무 사발에 담

긴 음식을 구석에서 혼자 먹게 된다. → (D) 아들이 아빠, 엄마를 위한 나무 사발

을 만든다. → (C) 다시 식탁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된다.

44. (c)는 4살 짜리 손자를 가리키고, (a), (b), (d), (e)는 모두 할아버지를 가리킨다.

45. 4살 짜리 Jim이 만든 나무 사발은 할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

모님을 위한 것이었다(I am making a little wooden bowl for you and 

Mom to eat your food)는 것이 (D)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⑤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19행_ The words so  struck his parents that  they were 
speechless.

 ‘너무 ~ 해서 …하다’는 뜻의 <so ~ that …> 구문이 쓰였다.

25행_ And for some reason, neither husband nor wife seemed 
to care any longer when a fork was dropped, milk spilled, or 
the tablecloth soiled.

 <neither A nor B> 구문은 ‘A와 B 둘 다 ~ 하지 않다’는 뜻이다.

Words  frail[freil] 노쇠한, 허약한   tremble[trémbl] 떨다, 진동하다   

falter[fɔ́ː ltər] 비틀거리다   irritated[íritèitid] 짜증난   mess[mes] 엉망

(진창)인 상태   spill[spil] 엎지르다   cheek[ʧiːk] 뺨   remainder 

[riméindər] 나머지   soil[sɔil] 더럽히다; 흙   glance[glæns] 흘끗 보다   

direction[dirékʃən] 방향, 지시

REVIEW
A  1. 견적(서)  2. 상호작용  3. 혐의, 주장  4. 보상하다  5. 재정적

인  6. 연례의  7. 등록하다  8. 자격이 있는  9. 초과하다   

10. 기초  11. 방해받지 않은  12. 폭발하다  13. 우울증   

14. 지시사항  15. 규정된  16. (전문) 지식  17. 양심  18. 충분

한  19. 도구, 기구  20. 진정한

B  1. intriguing  2. symptoms  3. discipline  4. impatience

C  1. economically  2. damage, forehead  3. germs, drain

본문 p.10209 회

18 ⑤ 19 ① 20 ④ 21 ② 22 ② 23 ③ 24 ④ 25 ⑤ 

26 ④ 27 ③ 28 ② 29 ③ 30 ⑤ 31 ③ 32 ② 33 ① 

34 ② 35 ④ 36 ④ 37 ④ 38 ② 39 ④ 40 ② 41 ④ 

42 ① 43 ② 44 ④ 45 ⑤

독해 기본 모의고사10회제
본문 pp.103~111

18  정답 ⑤ ▶ 유형: 목적 추론

James 씨께,

저희에게 포장에 관한 훌륭한 제안을 적어 보내시는 데 시간을 내주

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플라스틱 튜브가 오래전에 첫 

출시되었을 때, 저희는 저희 제품인 Marshmallow Fluff의 포장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 물론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Fluff의 

튜브 구멍이 말라 버려서 내용물을 더 짜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약간의 물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용 요

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완제품의 비용을 네 배로 만들었습니

다. 새 눌러 짜는 병의 용량이 다소 더 큰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부적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귀하의 제안을 받아

들이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희는 Marshmallow Fluff를 가능한 한 

쉽게 사용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눈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귀

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DOURKEE-MOWER 주식회사 드림

Solution   소비자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보하는 글로, Sorry that 

we couldn’t accept your suggestion.에 이러한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

되어 있다.

구문 Solution  

7행_ At that time, there were some physical problems with the 
Fluff drying up at the tube opening [making it next to 
impossible to squeeze out additional content].

 making ~ content는 분사구문으로 앞에 있는 physical problems를 의

미상의 주어로 삼아 동시상황 또는 연속상황을 표현한다. it은 가목적어이고 to 

squeeze ~ content가 진목적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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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packaging[pǽkidʒiŋ] 포장   investigate[invéstəgèit] 조사하다   

application[ӕpləkéiʃən] 적용   physical[fízikəl] 물리적인, 신체의   

next to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한   squeeze[skwiːz] 짜(내)다   

additional[ədíʃənl] 추가의   quadruple[kwadrúːpl] 네 배가 되다   

capacity[kəpǽsəti] 용량   unsound[ᴧ̀nsáund] 부적절한

19  정답 ① ▶ 유형: 필자의 주장

가장 자주 당신을 우울하거나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과거의 일이며, 

그것은 불필요한 집착, 진부한 공식의 반복, 그리고 과거의 승리나 

패배에 대한 기억이라는 형태로 온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과거를 상

대로 전쟁을 벌여야 하며 스스로 현재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자신을 무자비하게 대하라. (과거에 썼던) 같은 진부한 방법을 다시 

사용하지 마라. 가끔은 새로운 방향을 개척하도록 애써야 한다. 그것

에 위험이 따르더라도 말이다. 안락과 안정감에 빠져 있다면 얻지 못

했을 것을 놀랍게도 성취할 것이며 그로 인해 적은 당신이 무엇을 할

지를 예상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고정적인 방어선을 정해두지 

말고, 노출된 요새를 만들지 않으면서 머릿속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하

라. 그리고 모든 것을 유동적이고 기동성 있게 유지하라.

Solution   과거보다는 현재에 반응하라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게릴라전을 

벌이듯 유동적이고 기동성 있게 모든 것을 유지하라는 말은 결국 그때그때의  

전략으로 현실에 대처하라는 뜻으로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

이다.

구문 Solution   

9행_ What you may lose in comfort and security, you will gain 
in surprise, [making it harder for your enemies {to guess what 
you will do}].

 What ~ security가 동사 will gain의 목적어이다. making ~ do는 분사

구문으로 연속상황을 나타낸다. it이 가목적어로 쓰였고, to guess ~ do가 진목적

어로 쓰였다. what you will do는 명사절로 tell의 목적어이다.

Words  weigh down 침울케 하다, 압박하다   misery[mízəri] 비참   

attachment[ətǽʧmənt] 집착, 부착   repetition[rèpətíʃən] 반복   

formula[fɔ́ː rmjulə] 공식   consciously[kánʃəsli] 의식적으로   wage 

[weidʒ] (전쟁 등을) 벌이다   ruthless[rúːθlis] 무정한, 무자비한   fort[fɔːrt] 

요새   fluid[flúːid] 유동적인

20  정답 ④ ▶ 유형: 분위기 추론

예전에 Hortons Bay는 제재업 마을이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 중 호

숫가에 있는 공장에서 나는 커다란 톱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해 목재를 만들 통나무가 더 이상 없었

다. 목재를 싣는 범선이 만으로 들어왔고 마당에 쌓여 있었던 공장의 

잘라 낸 (목재) 덩어리들을 실었다. 쌓여있었던 모든 목재를 가져가 

버렸다. 떼어낼 수 있는 모든 기계류들이 커다란 공장 건물에서 빠져

나갔다. 범선은 커다란 톱 두 개, 모든 롤러, 바퀴, 벨트, 그리고 목재 

더미 위에 쌓여 있던 철재를 싣고 만에서부터 개방호를 향해 이동했

다. 1층짜리 합숙소, 회사 상점, 그리고 커다란 공장 그 자체는 톱밥 

더미에 그대로 버려진 채 있었다.

Solution   한 때 제재업이 활황이었던 마을이 썰렁하게 버려진 상황이다.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글의 분위기는 ④ ‘황량한’이 가장 적절하다.

① 평화로운 ② 흥겨운 ③ 우아한 ⑤ 신비스러운

구문 Solution  

2행_ No one [who lived in it] could avoid the sound of the big 
saws in the mill by the lake.

 who ~ it은 주어인 No one을 수식하는 관계사절이다.

7행_ The big mill building had all its machinery [that was 
removable] taken out.

 that ~ removable은 목적어인 all its machinery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

다. 사역동사로 쓰인 had는 목적격보어로 과거분사구 taken out을 취하고 있다.

Words  lumbering[lᴧ́mbəriŋ] 제재업, 벌목업   saw[sɔː] 톱(질하다)   

mill[mil] 공장   schooner[skúːnər] 범선   be loaded with ~을 싣다   

cut[kʌt] (잘라 낸) 덩어리   stack[stæk] 쌓(이)다   removable[rimúːvəbl] 

떼어낼〔제거할〕수 있는   bunk house 합숙소   deserted[dizə́ː rtid] 버려진

21  정답 ② ▶ 유형: 요지 추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든가 “부유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와 

같이 포괄적인 말로 목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잦다. 그러나 정

말로 성과를 거두려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보다 친절한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지 말고, “회사에서 모든 

직원에게 아침인사를 하겠다.”고 말하라. 그렇게 하면 성과가 눈에 

띄고 측정될 수 있다. 당신의 결심은 바꾸고자 하는 것(그날 벌어 그

날 쓰지 않는다)뿐만 아니라, 왜 바꾸고자 하는지(더 좋은 집을 위해 

저축하기 위해) 그리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도(급여가 더 높은 일을 

구하고 예산에 맞춘다) 포함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기술

될 때에만 당신의 목표 달성을 시작할 수 있다.

Solution   자기가 목표하는 일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다음, 추상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를 들고 있으므로, 이 글의 요지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7행_ Your resolution should include not only what you want to 
change (“stop living from paycheck to paycheck”), but [why 
you want to change (“to save for a better house”)] and [how 
you’re going to change (“get a higher-paying job and stick to a 
budget”)].

 ‘A뿐만 아니라 B도’의 뜻을 가진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 쓰였다. 

but 다음에는 why ~ house와 how ~ budget이 등위접속사 and에 의해 병

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12행_ [Only when all three elements have been stated] can you 
begin to fulfill your goal.

 Only when ~ stated가 문두에 나오면서 이로 인해 뒤의 주어와 동사가 <조

동사＋주어＋동사원형>의 형태로 도치되었다.

Words  couch[kauʧ] 말로 표현하다, 넌지시 말하다   sweeping[swíːpiŋ] 

포괄적인, 광범위한   resolve[rizálv] 결의하다, 결정하다   resolution 

[rèzəlúːʃən] 결심, 결의   paycheck[péiʧèk] 봉급, 임금   budget[bᴧ́dʒit] 

예산(안)   fulfill[fulfíl] 이행하다, 성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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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답 ② ▶ 유형: 제목 추론

미성숙한 아기에게 있을 위험을 줄이기 위해, 특히 뇌에 가해지는 위

험을 줄이기 위해, 신체의 생체 시계는 아기들에게 지방 비축물을 제

공했다. 침팬지나 인간이 아닌 다른 영장류의 아기는 인간에 비해 꽤 

깡마르다. 우리의 아기에게 있는 지방은 비축된 에너지를 나타낸다. 

첫 번째 해의 대부분 동안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아기들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의 대부분은 뇌를 위한 것이다. 

인간의 태아는 임신 마지막 달 동안 지방을 축적하기 시작하는데, 그

때 그들은 매주 0.5 파운드 정도 체중이 는다. 이 지방은 엄마의 젖이 

그들의 수요를 충당하기에 불충분하게 될 때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 

증서이다.

Solution   뇌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방이 꼭 필요한데, 다른 영장류와 달리 인간

은 그것을 비축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는 ② 

‘지방: 아기를 위한 생존 기제’가 가장 적절하다.

① 생존에 있어서 동물의 우위

③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성장률 

④ 동물의 권리: 동물 연구를 옹호하여

⑤ 아기의 뇌: 태어날 때는 완벽하게 발달해 있지 않다

구문 Solution  

6행_ To grow rapidly for most of their first year, they require a 
tremendous amount of energy, most of it for the brain.

 To grow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목적을 나타낸다. 대명사 it은 앞에 있는 

a tremendous amount of energy를 가리킨다.

8행_ Human fetuses begin to store fat during the last month of 
pregnancy, when they gain about half a pound each week.

 관계부사 when은 앞에 있는 the last month of pregnancy를 부연 설명

하고 있다.

Words  premature[prìːməʧúər] 미성숙한   Biological Clock 생체 시계   

endow[indáu] 부여하다, 제공하다   reserve[rizə́ː rv] 비축(물)   primate 

[práimeit] 영장류, 유인원   skinny[skíni] 깡마른, 저지방의   represent 

[rèprizént] 나타내다, 보여주다   tremendous[triméndəs] 엄청난   fetus 

[fíːtəs] 태아   pregnancy[prégnənsi] 임신 (기간)   insurance policy 보

험 증권〔증서〕   insufficient[ìnsəfíʃənt] 불충분한

23  정답 ③ ▶ 유형: 주제 추론

제조업자들은 완전히 매끄러운 표면보다는 표면이 거친 골프공이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날아간다는 발견을 100년쯤 전에 이용했다. 이

것은 확실히 직관에 반하는 것이다. 분명히 표면이 거친 것은 그것이 

공중을 날아갈 때 더 많은 마찰을 겪게 되지 않는가? 여기에 설명이 

있다. 공중을 날아갈 때는 공 뒷부분에 돌풍 같은 거친 바람이 일고, 

이것이 공으로부터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데, 결국 멀리 날아가지 못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 표면에 있는) 오목한 부분은 공 주위로 흐르

는 약간 ‘끈끈한’ 공기를 형성하고, 그 결과 그것이 공의 표면을 더욱 

부드럽게 둘러싸게 되어 돌풍 같은 거친 바람의 크기를 감소시킨다. 

그런 식으로 결국 저항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줄어들고 공이 더 멀

리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Solution   골프공의 오목한 부분을 통해 공기 저항이 줄어들어 골프공이 더 멀

리 날아가는 비결을 설명한 글이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③ ‘오목한 부분이 있

는 골프공이 더 멀리 날아가는 이유’가 가장 적절하다.

① 골프 스윙의 물리학

② 난기류의 특징

④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식

⑤ 마찰과 마모를 줄이는 표면 코팅의 효과

구문 Solution  

1행_ Manufacturers took advantage of the discovery around a 
century ago [that a golf ball with a rough surface travels 
further and higher than one that is perfectly smooth].

 that ~ smooth는 앞의 the discovery와 동격을 이루는 절이고 that is 

perfectly smooth는 앞에 있는 one(= a golf ball)을 수식하는 관계사절이다.

Words  manufacturer[mӕnjufǽkʧərər] 제조업자   take advantage 

of ~을 이용하다   decidedly[disáididli] 확실히   counter-intuitive 직관

에 반대되는   encounter[inkáuntər] 만나다, 마주치다   friction[fríkʃən] 

마찰   wake[weik] 항적, 지나간 자국   turbulent[tə́ː rbjulənt] 몹시 거친, 사

나운   extract[ikstrǽkt] 짜내다, 끄집어내다   dimple[dímpl] 움푹 들어간 

곳, 보조개   energy loss 에너지 손실   drag[dræg] 저항

24  정답 ④ ▶ 유형: 내용 일치

Hill Country 골프 토너먼트

* 종목: Veteran Guide Dogs의 기금 모금을 위한 골프 토너먼트

* 일자: 2014년 10월 25일 토요일

* 등록: 오전 8시 - 오전 9시

* 첫 번째 티샷: 오전 9시

* 장소: Forest Hills 골프장

* 참가비: 팀(4명)당 120 달러

참가비에는 18홀의 골프, 모든 팀을 위한 골프 카트, 클럽하우스에서

의 점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편물 발송 마감은 10월 17일입니다. 혹은 전화로 등록해주시고, 

토너먼트 당일에 골프장에서 (참가비를) 지불하세요.

* 추가 정보: 

Jeep(218-204-0891) 혹은 Mike(218-255-1738)에게 연락하세요.  

Solution   참가비에 18홀의 골프, 모든 팀을 위한 골프 카트, 클럽하우스에서

의 점심이 포함되어 있다(Entry fee includes ~ lunch in the 

clubhouse.)고 했으므로 ④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Words  raise[reiz] (자금을) 조성하다, 기르다   fund[fʌnd] 기금, 자금   

registration[rèdʒistréiʃən] 등록   tee shot 티샷(골프에서 각 홀의 최초의 

샷)   deadline[dédlàin] 마감일

25  정답 ⑤ ▶ 유형: 내용 불일치

Catch 레스토랑

Santa Monica의 그림 같은 현대식 해산물 음식점인 Catch는 음식

점이 위치해 있는 캘리포니아 연안의 분위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

다. 저희는 현지에서 나는 해산물에서 농산물 직판장의 채소와 샐러

드까지 제공합니다.

* 영업시간

아침 매일 오전 7시-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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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 오후 3시

아침 겸 점심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3시

저녁 매일 오후 5시 30분-오후 10시

수석 주방장인 Sven Mede가 신선한 해산물 요리 모음을 제공하는 

Catch의 모든 메뉴를 감독합니다. Catch 레스토랑은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주말에는 아침 겸 점심을 위해 문을 열고 매주 일요일 

오후에는 라이브 음악이 연주됩니다. 둘 만의 특별한 행사든, 친구들 

간의 점심이든, 아니면 출장 중에 혼자 하는 만찬이든, 여기가 태평

양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Solution   매주 일요일 오후에는 라이브 음악이 연주된다(with live music 

every Sunday afternoon)고 했으므로 ⑤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다.

구문 Solution  

2행_ Catch — Santa Monica’s picturesque modern seafood 
restaurant — is all about catching the vibe of the California coast 
it sits on.

 it sits on은 관계대명사 which〔that〕을 생략하고 있는 관계사절로 the 

California coast를 수식한다.

Words  picturesque[pìkʧərésk] 그림 같은, 생생한   vibe[váib] 분위기   

coast[koust] 해안, 연안   operation[àpəréiʃən] 영업, 운영   head chef 

수석 주방장   oversee[òuvərsíː] 감독하다   array[əréi] 모음, 집합체, 배열   

dish[diʃ] 요리

26  정답 ④ ▶ 유형: 도표의 이해

위 그래프는 미국에서 나이와 성별이 심장마비의 빈도에 어떻게 영향

을 주는지 보여준다. 세 연령층 중에서 29세에서 44세의 연령층이 심

장마비 발생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 연령층에서 심장마비에 걸린 여

성의 수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일 년에 고작 3천명인데, 12만 3천

명의 남자와 비교되었다. 그러나 심장마비를 일으킨 남성과 여성의 

숫자는 45세에서 64세 사이의 연령층에서 극적으로 증가하여, 일 년

에 총 50만 명 이상이었다. 이 연령층에서 남성의 심장마비 발병은 여

성의 심장마비 발병의 세 배에 미치지 못했다(→ 세 배가 조금 넘었

다).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심장마비를 겪은 남성의 숫자는 조금 

증가했지만, 심장마비를 일으킨 여성의 숫자는 크게 증가했다.

Solution   45세에서 64세의 연령층에서 심장마비 발병이 남녀 각각 424,000

명과 136,000명으로, 남성의 발병이 여성의 발병의 세 배(408,000명)를 조금 

넘는다. 그러므로 ④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9행_ The incidence of heart attack of men in this age group was 
less than three times of that of women.

 대명사 that은 앞에 있는 The incidence of heart attack을 가리킨다.

Words  gender[dʒéndər] 성   frequency[fríːkwənsi] 빈도   heart 

attack 심장마비   suffer[sᴧ́fər] (고통 등을) 겪다   negligible[néglidʒəbl] 

무시할만한   dramatically[drəmǽtikəli] 극적으로   incidence 

[ínsədəns] 발생 (정도)   slightly[sláitli] 조금

27  정답 ③ ▶ 유형: 내용 불일치

John Singer Sargent는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미국인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며,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독일에서 교육을 받았다. 

1874년 그는 파리로 가서, Carolus-Duran 밑에서 공부하였다. 그

는 미국, 스페인 그리고 아프리카를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 그곳에서 

10년 동안 머물렀다. 1878년에 Salon에서의 첫 전시회로 그는 이른 

나이에 인정을 받았으며, 그가 런던으로 이주한 1884년 무렵에는 이

미 초상화가로서 높은 명성을 누리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그의 남

은 여생의 대부분을 보내면서, 미국과 영국의 사회 유명인사들의 화

려한 초상화들을 그렸다. 1890년에 그는 보스턴 공립 도서관을 위해 

일련의 벽화로 알려진 ‘The History of Religion’을 그려달라는 의

뢰를 받았다. 그는 그 벽화들을 1916년에 완성하였다.

Solution   1884년에 런던으로 이주했을 때, 이미 초상화가로서 높은 명성을 

누리고 있었다(by 1884, when he moved to London, he already 

enjoyed a high reputation as a portrait painter)고 했으므로 ③이 글

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3행_ In 1874 he went to Paris, [where he studied under Carolus-
Duran].

 where ~ Carolus-Duran은 관계부사절로 선행사 Paris를 부연 설명한다.

9행_ He spent most of the remainder of his life there, [painting 
the dashing portraits of American and English social celebrities].

 painting ~ celebrities는 분사구문으로 동시상황을 나타낸다.

Words  except for ~을 제외하고   exhibit[igzíbit] 전시(회)   recognition 

[rèkəgníʃən] 인정, 인지   reputation[rèpjutéiʃən] 명성, 평판   portrait 

[pɔ́ː rtrit] 초상화   remainder[riméindər] 나머지(= rest)   dashing 

[dǽʃiŋ] 화려한, 기운찬   celebrity[səlébrəti] <-ies> 유명 인사   commission 

[kəmíʃən] 의뢰하다, 주문하다   mural[mjúərəl] 벽화

28  정답 ② ▶ 유형: 문법성 판단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뭐라고 말하는가? “고맙습니다!”라고 

할 것이다. 칭찬은 진정 선물이다. 시간을 들여 누군가를 칭찬하는 

수고를 들이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면전에 칭찬을 되돌려 주도록 하

는 것보다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선

물은 되돌려주지 않으면서, 왜 칭찬은 되돌려주려고 하는가? 칭찬을 

받을 때마다, 사과도 하지 말고, 논의도 하지 말고 그저 “고맙습니

다!”라고 말하라. 그것이 좋은 예절이다. 하지만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과 ‘아첨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아첨꾼’은 사람들이 자기

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것이면 어느 것이나 말하는데, 아첨꾼을 좋아

하는 사람은 없다. 칭찬은 누군가의 자질에 대한 진지한 인정이다.

Solution   (A) to have the other person say ~와 (to) have him/

her throw ~이 병렬구조가 되어야 하므로 have가 적절하다.

(B) 주어, 동사, 목적어를 모두 갖춘 완전한 절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복합관계부

사 Whenever를 써야 한다.

(C)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도록 만든다는 문맥이 되어야 하므로 Crawlers를 

가리키는 대명사 them이 적절하다. it은 가리킬 수 있는 말이 anything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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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문맥상 어색하다.

구문 Solution  

11행_ “Crawlers” will say anything to get people to like 
them ― and nobody likes a crawler.

 people이 get의 목적어이고 to like them이 목적격보어이다. ‘사람들이 그들

을 좋아하도록 만들다’는 의미이다.

Words  compliment[kámpləmənt] 칭찬, 찬사   trouble[trᴧ́bl] 수고   

in one’s face 면전에 대고   apology[əpálədʒi] 사과   argument 

[áːrgjumənt] 논의, 논쟁, 말다툼   crawler[krɔ ́ː lər] 아첨꾼   sincere 

[sinsíər] 진지한   quality[kwáləti] 자질

29  정답 ③ ▶ 유형: 어휘 의미 파악

만약 학부모가 교사를 면담하고자 한다면 보통의 상황이라면 교사들

이 수업이 있고 비상시가 아닌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의무를 

빼앗는 것은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고

의 방책은 학교에 전화해서 상호간에 편리한 약속 시간을 합의하는 

것이다. 이것은 요청대로 정보를 수집할 기회를 제공하며 결국 보다 

편안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면담할 수 있게 해 준다. 긴급한 주의를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그것

들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관

련자들에게 최고의 이익을 주기 위해 위에 약술된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Solution   (A) 교사에게 수업에 대한 의무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문맥이 되어

야 하므로 ‘빼앗다’라는 뜻을 가진 relieve를 써야 한다. (warn: 경고하다)

(B) 미리 연락해서 학부모와 교사 간에 편한 시간으로 약속을 잡으라는 뜻이므로 

‘상호간에’라는 뜻의 mutually를 써야 한다. (mentally: 정신적으로)

(C)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 되려면 긴급한 것이 되어야 하므로 ‘긴급한’이라는 뜻을 

가진 urgent가 적절하다. (unimportant: 중요하지 않은)

구문 Solution  

1행_ If parents wish to see a teacher, they should remember 
[that in normal circumstances teachers have classes and {it is 
not possible, or appropriate, to relieve them of their teaching 
duties, other than in the case of an emergency}].

 that ~ emergency는 동사 remember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that

절 안에 있는 it은 가주어이고 to relieve 이하가 진주어이다.

Words  circumstance[sə́ː rkəmstӕns] <-s> 상황   relieve A of B A에게 

B를 빼앗다   in the case of ~의 경우에   emergency[imə́ː rdʒənsi] 비상

(시), 응급   practice[prǽktis] 방책, 관습   appointment[əpɔíntmənt] 약

속   arise[əráiz] 일어나다, 발생하다   procedure[prəsíːdʒər] 절차   

outline[áutlàin] ~을 약술하다; 개요

30  정답 ⑤ ▶ 유형: 지칭 추론

Julie는 이례적인 강아지이다. 그녀의 첫 생애 16개월 동안, 그녀는 

Mary Carroll Smith와 함께 살아 왔다. 그녀는 맹인안내견 강아지 

기르기 프로그램을 후원한다. 그 프로그램은 미래의 안내견들을 그 

강아지들이 앞으로 하게 될 일을 준비하는 것을 시작할 자원봉사 강

아지 사육자에게 배치한다. Mary는 그녀의 맹인 아버지가 그의 안

내견과 함께 누리는 것과 같은 자유를 다른 사람들이 가지도록 돕고 

싶었고, 그래서 그녀는 강아지를 기른다. Julie를 낯선 사람들과 새

로운 장소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그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Mary는 Julie를 축구와 소프트볼 경기, 가게와 식당 안으로 데리고 

가고, 그녀는 가끔 Julie와 함께 학교를 간다. “처음에 그녀는 긴장했

어요. 하지만 그녀를 더 많이 데리고 나갈수록, 더 좋아졌어요. 이제 

그녀는 느긋해졌어요!”라고 Mary Carroll은 말했다.

Solution   ⑤는 Julie라는 강아지를 가리키는 반면에 ①, ②, ③, ④는 모두 

Mary Carroll을 가리킨다.

구문 Solution  

8행_ [Getting Julie used to strangers and new places] is her 
most important task.

 동명사구(Getting ~ places)가 문장의 주어이므로 단수 취급하여 동사 is를 썼다.

Words  exceptional[iksépʃənl] 이례적인, 예외적인   support[səpɔ́ː rt] 

후원하다   volunteer[vàləntíər] 자원봉사자; 자원봉사하다   blind[blaind] 

맹인의   mellow[mélou] 느긋해진

31  정답 ③ ▶ 유형: 빈칸 추론

캘리포니아 주 Palo Alto에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 경영자인 

Nancy Johnson은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걷는 2마일이 그녀의 뱃

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4주 후, 그녀

의 몸무게는 1온스(약 28그램)도 줄지 않았고, 남편은 15파운드(약 

6.8킬로그램)나 줄었다. 남편과 함께 살을 빼 본 여자는 누구라도 

Johnson의 좌절감을 공유해 왔다. 키와 몸무게가 똑같은 남자와 여

자가 같은 양의 음식을 먹고 같은 양의 운동을 하면, 남자의 몸무게

가 더 많이 더 빨리 줄어든다. 왜 그럴까? 파운드 당 지방이 부족한 

조직을 남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조직들이 지방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남자가 얻는 결과의 절반 정도라도 얻기 위해서, 

많은 여자들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운동을 해야 한다.

Solution   같은 시간과 같은 강도로 운동을 했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체중이 덜 

빠졌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③ ‘좌절감’이 가장 적절하다.

① 성공 ② 근면 ④ 지능 ⑤ 전환

구문 Solution  

6행_ Any woman [who has ever tried to lose fat with her 
husband] has shared Johnson’s frustration.

 who ~ husband는 woman을 수식하는 관계사절이다.

Words  firm[fəːrm] 회사; 단단한   middle[mídl] 허리, 몸통   ounce 

[auns] 온스(약 28.35그램), 아주 적은 양   pound[paund] 파운드(약 0.4킬로그

램)   share[ʃɛər] 공유하다   lean[liːn] 부족한, 빈약한   tissue[tíʃuː] 조직

32  정답 ② ▶ 유형: 빈칸 추론

간단한 조치가 신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데, 예컨대, 운동과 분

별 있는 식단 등이다. 우리는 더 이상 아플 때만 신체 건강을 생각하

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운동을 어떻게 하는가는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의존한다. 사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첫째로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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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동기부여의 자리이기 때문인데, 사실 그것이 우리가 연습을 

얼마나 잘하고 유용하게 하며 그리고 자주 하는지를 결정한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경기를 하는 것을 즐기

는지를 결정한다. 진정한 챔피언처럼, 중요한 순간에 난국에 잘 대처

하는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시점에 스스로 내려가는지를 결정하는 것

도 마음이다. 요약하자면, 신체 활동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내적인 

요인이 지극히 중요하다.

Solution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이나 식단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글이므로, 빈칸에는 ② ‘내적인 요인’가 들어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충분한 휴식 ③ 다양한 식단 ④ 사교 모임 ⑤ 감정적 경계

구문 Solution  

6행_ For the mind is the seat of motivation: it determines [how 
well and usefully and frequently we practice] ,  and it 
determines [whether we want to do it and whether we enjoy 
playing the game]. 

 두 개의 it은 모두 앞에 나온 the mind를 대신하는 대명사이다. how ~ 

practice와 whether ~ game은 동사 determines의 목적어로 쓰인 간접의

문문과 명사절이다.

Words  measure[méʒər] 조치; 측정하다   sensible[sénsəbl] 분별 있는   

depend on ~에 의존하다   foremost[fɔ́ː rmòust] 우선   motivation 

[mòutəvéiʃən] 동기부여   determine[ditə́ː rmin] 결정하다   rise to the 

challenge 난국에 잘 대처하다   matter[mǽtər] 중요하다   critical 

[krítikəl] 중요한

33  정답 ① ▶ 유형: 빈칸 추론

내 부모님의 세대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가 구식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도 구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들은 살림에 

대해 자신들의 아이들인 우리에게 가르쳐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

각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집이 그들이 살았던 집과 완전히 다

를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우 현대적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그

들이 똑같은 오래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그들은 살

림 스타일이나 과학 기술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지만, 우리

는 그런데 뜻밖에 그러지 않았다. 1955년의 집이 1915년의 집과는 

엄청나게 달랐지만, 그 집이 1995년의 집과는 현저히 비슷하다는 것

이 판명될 것이다. 이러한 지속성이 중요하다. 우리 집에 대한 내 감

정은 그 집이 우리 어머니의 집과 비슷하다는 인식에 의해 깊어졌다. 

즉, 어느 날 내 아들도 자신의 집이 우리의 집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

리라는 나의 기대에 의해 아들에 대한 나의 희망이 따뜻해진다는 것

이다.

Solution   필자의 할머니의 세대, 부모님의 세대, 그리고 자신의 세대를 비교하

며 살림의 변화에 대해 말하는 글이다. 할머니와 부모님의 세대는 집이나 살림이 

크게 달랐지만, 자신과 부모님의 세대는 비슷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했으므

로, 빈칸에는 ① ‘자신의 집이 우리의 집과 같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② 자신의 희망이 완전히 실현될 것이다 

③ 살림은 기술과 경력이다

④ 과학 기술은 더 이상 비싸지 않다 

④ 세대 차이는 극복하기 힘든 그 무언가다

구문 Solution  

3행_ They thought [that they had nothing to teach us, their 
children, about housekeeping because our homes were going 
to b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irs]. 

 that ~ theirs는 thought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to teach는 형용사

적 용법으로 쓰여 nothing을 수식한다.

6행_ It is ironic, then, [that in trying to be very modern, they 
made the same old mistake].

 It은 가주어이고 that ~ mistake가 진주어이다.

Words  generation[dʒènəréiʃən] 세대   out of date 구식의   

housekeeping[háuskìːpiŋ] 살림, 집안 일 하기   ironic[airánik] 역설적인   

unexpectedly[ᴧ̀nikspéktidli] 뜻밖에, 예상외로   startlingly[stáːrtliŋli] 

엄청나게   remarkably[rimáːrkəbli] 현저히   continuity[kàntənjúːəti] 

지속(성)   deepen[díːpən] 깊게 하다   expectation[èkspektéiʃən] 기대

34  정답 ② ▶ 유형: 연결사 넣기

기업들은 약속 어음, 기업 간 신용 등을 사용하여 단기 자금을 얻을 

수 있다. 기업의 장기 부채는 보통 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형태로 되

어있다. 어느 면에서 채권은 기업의 장기 약속 어음이다. 채권에는 

액면가와 원금이 상환되어야 할 만기일이 있다. 게다가, 각 증서에는 

정해진 이자율이 있다. 발행한 기업은 채권 소유주에게 채권의 액면

가의 이자율과 같은 금액의 돈을 반드시 지불할 의무가 지어진다. 예

를 들어, 1,000달러의 액면가와 6퍼센트의 이자율이 적힌 채권은 채

권 만기가 될 때까지 1년에 60달러의 지불금을 필요로 할 것이다.

Solution   (A) 앞 문장에서 설명한 채권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이어서 추가하고 

있으므로, In addition이 적절하다.

(B) 여러 가지 채권 중에 1,000달러 채권을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예시의 연

결사 For example이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2행_ Long-term debt of the corporation is usually in the form of 
bonds [issued by the corporation].

 issued ~ corporation은 bond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5행_ Bonds have a face value and a maturity date, [at which 
time the principal must be repaid].

 at which ~ repaid는 관계사절로 a maturity date를 부연 설명한다. 관

계사절의 at which time은 관계부사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다.

Words  corporation[kɔ̀ː rpəréiʃən] 기업   obtain[əbtéin] 얻다, 획득하다   

term[təːrm] 기간   trade credit 기업 간 신용   bond[band] 채권   

issue[íʃuː] 발행하다   face value 액면가   maturity date 만기일   

principal[prínsəpəl] 원금   certificate[sərtífikət] 증(명)서, 증권   

interest rate 이자율   obligate[ábləgèit] ~에게 의무를 지우다   mature 

[mətjúər] (어음 등이) 만기가 되다

35  정답 ④ ▶ 유형: 무관한 문장

색깔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모든 것이 같은 색깔의 다른 색조라면 

세상은 얼마나 따분할까! 심리학 전문가들은 색깔이 우리의 정신적 

관점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즉, 색깔이 우리를 흥분시키거나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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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는 것이다. 오늘날 아름다운 색깔의 조합에 관심을 가진 사람

은 예술가와 패션계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다. 편의점, 휴양지 호텔, 

그리고 관광버스 주인들도 자신들의 건물이나 차량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방법에 관한 조언을 구하러 온다. (이러한 이유로, 지

필 고사에 합격하고 조건부 고용 제안을 받은 후보자가 색맹 검사에

서 탈락하면 또한 낙방할 수 있다.) 새로운 상업지역에서는 각 상점

의 색깔뿐만 아니라 그 건물들이 주변의 다른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

는지의 여부도 고려되어야 한다.

Solution   이 글은 색깔이 우리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색깔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증대에 관한 글이다. 따라서, 색맹인 후보자의 고용 탈락을 언급한 

④는 글의 흐름과 무관하다.

구문 Solution  

13행_ In new shopping areas, not only the colors of each shop 
but whether they are in harmony with other buildings around 
them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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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명사구가 B 부분에는 접속사 whether가 이끄는 명사절이 위치했다.

Words  shade[ʃeid]  색조, 음영   outlook[áutlùk]  관점, 견해   

combination[kàmbənéiʃən] 조합   convenience store 편의점   

sightseeing[sáitsìːiŋ] 관광   vehicle[víːikl] 자동차, 탈 것   reject 

[ridʒékt] 거절하다   be in harmony with ~와 조화를 이루다   take A 

into consideration A를 고려하다

36  정답 ④ ▶ 유형: 무관한 문장

평범함에서 장엄함을 발견하는 일은 과학적 관찰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대 예술의 많은 영역에서 일상적인 현상의 가치를 재고하

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한 작곡가는 “가장 평범하고 사소한 것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템을 찾아내는 능력에 의해 항상 진정

한 창조자를 식별할 수 있다”고 썼다. 선구적인 안무 작품에서 무용

가 Merce Cunningham은 또한 그가 스튜디오 창문으로 내다본 

거리의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을 통해 작은 동작들을 탐구했다. (이런 

측면에서 현 시대의 예술을 현대 예술이라고 명명하기 위해 우리는 

현 세상의 사고방식과 특질, 그리고 오늘날 예술이 예술가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 오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들은 대개 큰 동작으로 옮겨가기 직전에 사람들이 행하는 

동작들이었다.

Solution   이 글은 평범함에서 장엄함을 발견하고자 하는 현대 예술의 현상을 

설명하는 글이다. 따라서, 현대 예술의 정의에 관한 문장인 ④는 글의 흐름과 무관

하다.

구문 Solution  

2행_ [Much of modern art] has focused on rethinking the value 
of everyday phenomena.

 Much of modern art가 주어부이고, Much가 주어부의 핵심이므로 단수 동

사 has focused가 쓰였다.

Words  majesty[mǽdʒəsti] 장엄(함)   commonplace[kámənplèis] 평

범(함)   observer[əbzə́ː rvər]  관찰자   phenomenon[finámənan] 현상

(pl. phenomena)   humble[hʌḿbl] 사소한, 초라한   note[nout] 주의, 

주목   pioneering[paiəniəriŋ] 선구적인   label A as B A를 B로 명명하다

37  정답 ④ ▶ 유형: 글의 순서

병이 있을 때 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후에는 어디에서 수술을 

받게 될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당신은 외과 의사, 의료진, 그

리고 병원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고 싶을 것이다.

(C)   그들이 당신이 받게 될 특정 유형의 수술에 확실한 경험을 가지

고 있는가? 전문 병원을 가야 하는가? 수술 센터 또는 외래 시설

에서 수술이 시행될 수 있는가? 

(A)   당신의 아이가 환자라면, 그 병원이 소아과 환자를 다뤄 본 경험

이 있는지 확인하라. 노인들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은 또한 건강

보험회사에 그들이 어떤 기관을 보험으로 보장해 줄 것인지 확인

하길 원할 것이다. 

(B)   몇몇 보장 계획은 그 기관이 ‘망 내에’ 있지 않는 한 수술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1차 진료 제공

자가 특정 기관과 연관을 맺고 있어야 할 수 있다.

Solution   (C)의 they가 주어진 글의 surgeon, staff, and hospital을 가

리키고 있으므로 (C)가 주어진 글 다음에 와야 한다. 또한 의료진과 병원의 경험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A)가 (C) 다음에 이어져야 하고, (A)에 이어 건강보험회

사 관련한 구체적 주의사항을 설명한 (B)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15행_ Do they have established experience with the particular 
type of surgery you are having?

 you are having은 관계대명사 that〔which〕가 생략된 관계사절로, the 

particular type of surgery를 수식한다.

Words  surgery[sə́ːrdʒəri] 수술   expertise[èkspərtíːz] 전문 지식   

surgeon[sə ́ːrdʒən] 외과 의사   pediatric[pìːdiǽtrik] 소아과의   

insurance carrier 보험 회사   facility[fəsíləti] 기관, 시설   procedure 

[prəsíːdʒər] 수술, 절차   primary[práimeri] 주된, 기본적인   established 

[istǽbliʃt] 확실한, 인정받는   outpatient facility 외래 시설

38  정답 ② ▶ 유형: 문장의 위치

거대한 어떤 것은 항상 시작할 때는 작은 어떤 것으로부터 나온다. 

작은 이유들, 작은 상품들, 작은 회사들, 작은 시장들, 작은 체제들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자주 거대한 무언가의 시작이다. 하지만 그것들

은 거대한 재산으로 거의 인식되지 않으며 사람들은 그것들의 잠재력

을 보지 못한다. 우리의 관심은 보통 작은 현상 속에 분명히 존재하

는 경향이 아니라 다수로 이미 존재하는 것에 있다. 우리는 보통 뭔

가가 이미 거대해진 다음에야 그것을 인식할 뿐인데, 그때는 이미 성

장이 속도를 늦추고 있다. 부는 여전히 그것이 작고 가속화되고 있는 

중에 성장을 거머쥔 극도의 소수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 성장을 경험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부자가 되기 위한 그것의 중요성이나 잠재력

을 인식하지 못한다.

Solution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첫 문장의 내용이

며 이 글의 요지이다. 주어진 문장의 주어 they는 Small causes, ~ small 

systems(= all of these)를 가리키므로 주어진 문장은 ②에 들어가는 것이 적

절하다.



정
답

과
 해

설
·

채
움

  093

구문 Solution  

12행_ Even those who are experiencing the growth rarely 
realize its significance or potential to make a fortune.

 those who는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때 those는 문장의 주어로 쓰였

고 realize는 문장의 동사로 쓰였다. to make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목적)으

로 쓰였다.

Words  rarely[rɛə́rli] 거의 ~않는   fortune[fɔ́ː rʧən] 재산, 부   potential 

[pəténʃəl] 잠재력   firm[fəːrm] 회사   evident[évədənt] 명백한   notice 

[nóutis] 알아차리다   decelerate[diːsélərèit] 속력을 늦추다   seize[siːz] 

거머쥐다, 손에 넣다   accelerate[æksélərèit] 가속화되다, 진척시키다   

significance[signífikəns] 중요성   make a fortune 부자가 되다

39  정답 ④ ▶ 유형: 문장의 위치

젖은 그냥 젖이 아니다. 그것은 소의, 토끼의, 혹은 사람의 젖인데, 

해당하는 종의 갓난아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다. 소 

젖에는 사람 젖보다 두 배 많은 단백질이 있고, 토끼 젖에는 (단백질

이) 여섯 배 혹은 일곱 배 더 많다. 이 젖은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설

계되었다. 하지만, 사람 젖에는 당이 많은데, 이것은 두뇌의 강력한 

식욕을 채우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모유는 아기의 필

요에 아주 이상적으로 맞추어져 있어서 그것이 그 환경의 다른 결핍

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처음 6개월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서 충분히 (젖을) 먹은 아기들 사이에는, 비록 선진국 아기들에게 환

경적인 이점이 부여된다고 할지라도 성장에 거의 아무 차이가 없었다.

Solution   주어진 문장은 다른 동물의 젖과 대조되는 사람 젖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므로 동물의 젖에 대한 언급이 끝나고 사람 젖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는 ④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9행_ Human breast milk is so ideally suited to a baby’s needs 
that  i t  seems to override other shortcomings in the 
environment.

 ‘너무 ~해서 …하다’는 뜻의 <so ~ that …> 구문이 쓰였다.

Words  be designed to ~하도록 설계되다 appetite[ǽpətàit] 식욕   

meet[miːt] 충족시키다   newborn[njúːbɔ́ː rn] 갓난아기; 갓 난   species 

[spíːʃiːz] 종   protein[próutiːn] 단백질   muscle mass 근육량   ideally 

[aidíːəli] 이상적으로   override[òuvərráid] 압도하다   shortcoming 

[ʃɔ́ː rtkᴧ̀miŋ] 단점, 결핍   adequately[ǽdikwitli] 충분히, 적절히   bestow 

[bistóu] 수여하다, 주다

40  정답 ② ▶ 유형: 문단 요약

여러 해 동안 도시환경이 그곳에서 발견되는 동물의 다양성을 제한한

다고 여겨져왔다. 그러나 최근에 보통 시골 지역에서 발견되는 동물

들이 도시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의 이유는 간단하다. 도시의 환경에

는 작은 동물들에게 줄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다. 모진 겨울 날씨로부

터 따뜻함과 방호물을 찾는 동물들은 공기 오염이나 스모그가 열을 

지면에 가깝게 유지해주는 도시에 몸을 숨긴다. 도시의 동식물은 또

한 시골의 작은 동물들을 유인한다. 한때 보호종으로 간주되었던 검

정새는 도시의 상록수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 두 종의 매우 흔한 도

시 새인 많은 비둘기와 찌르레기는 천적인 올빼미와 매를 도시 환경

으로 끌어들였다. 

 

도시 지역은 동물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도시는 그

들이 살 수 있는 더욱 편안한 곳이 되고 있다. 

Solution   시골에서만 발견되던 동물이 최근에는 도시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 환경이 동물들에게 살기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 (A)와 (B)에는 각각 ‘유리한 환경(advantageous 

environment)’과 ‘더욱 편안한(more comfortable)’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1행_ For years, it’s been assumed [that the city environment 
limits the variety of animals that are found there].

 it은 가주어이고 that ~ there가 진주어이다. that are found there는 

animals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다.

Words  assume[əsúːm] 추측하다   rural[rúərəl] 시골의, 전원의   

protection[prətékʃən] 방호(물)   harsh[haːrʃ] 가혹한, 모진   attract 

[ətrǽkt] ~을 끌다〔유인하다〕   species[spíːʃiːz] 종   thrive[θraiv] 번성하

다, (동식물이) 무럭무럭 자라다   starling[stáːrliŋ] 찌르레기   natural 

enemy 천적   setting[sétiŋ] 환경   hostile[hástl] 적대하는, 반대하는   

41 정답 ④  42 정답 ① ▶ 유형: 장문의 이해

식품 포장 기술에 있어서 지속적인 추세는 차단력이 매우 높은 속성

을 가진 새로운 물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차단력이 높은 물

질은 필요한 포장 재료의 전체 양을 줄일 수 있는데, 그것들이 차단

력이 높은 얇거나 가벼운 물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차단력이 높

은 포장 재료의 사용은 자재 관리, 유통/운송, 그리고 폐기물 감량에 

드는 비용을 줄여준다.

편리성도 식품 포장 개발의 ‘인기 있는’ 추세이다. 제조, 유통, 운송, 

판매, 마케팅, 소비, 그리고 폐기물 처리 단계에서의의 편리성은 매

우 중요하고 경쟁력이 있다. 편리성의 변수는 생산성, 가공성, 창고 

관리, 추적 가능성, 쉬운 개봉, 그리고 요리 준비와 연관될 수 있다.

세 번째 중요한 추세는 안전인데, 공중 보건과 연관되어 있다. 즉석

에서 먹는 제품, 최소한도로 가공된 식품, 그리고 미리 잘라서 나오

는 과일과 채소의 소비 증가로 인해 이것은 특히 중요하다. 식품으로 

인한 질병과 식품을 악의적으로 변형하는 것은 식품 사슬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

식품 포장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사안은 그것이 자연적이고 환경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식품 포장 재료에 있는 인공 화학 성분

을 자연 성분으로 대체하는 것은 언제나 소비자에게 매력적이다. 많

은 성분이 자연적인 요소와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재료로 대체되어 왔

다. 이런 추세가 식품 포장 체계 설계 영역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Solution   41. 식품 포장 기술에 있어 지속적인 추세로 차단성, 편리성, 안전

성, 환경친화성을 언급한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는 ④ ‘식품 포장의 미래 

추세’가 가장 적절하다.

① 식품: 디자인과 문화

② 수중에 있는 식품의 금전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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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폐쇄 위험에 있는 식품 은행

⑤ 식품 포장의 환경적 영향

42. 공중 보건과 관련이 있다는 언급과 질병이나 악의적인 변형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은 ① ‘안전’이 가장 적절하다.

② 노화 ③ 시각성 ④ 경제성 ⑤ 다양성

구문 Solution  

1행_ A continuing trend [in food packaging technology] is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that possess very 
high-barrier properties].

 전치사구 in ~ technology의 수식을 받은 A continuing trend가 문장의 

주어이고 is가 동사이다. that ~ properties는 관계사절로 new materials를 

수식한다.

25행_ Another significant issue in food packaging is [that it 
should be natural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that ~ friendly가 동사 is의 주격보어로 쓰였다.

Words  high-barrier 차단력이 높은   property[prápərti] 속성, 성질  

lightweight[láitwèit] 가벼운, 경량의   distribution[dìstrəbjúːʃən] 유통, 

분배   waste disposal 폐기물 처리  parameter[pərǽmətər] 변수, 한도  

processibility[pràsesǝbíləti] 가공〔처리〕할 수 있음   traceability 

[trèisəbíləti] 추적 가능성   precut[priːkᴧ́t] 잘라서 나오는   malicious 

[məlíʃəs] 악의적인   alteration[ɔ ̀ː ltəréiʃən] 변형, 개조   eliminate 

[ilímənèit] 없애다, 제거하다   substitution[sᴧ̀bstətjúːʃən] 대체, 교체   

artificial[àːrtəfíʃəl] 인공의   degradable[digréidəbl] 분해되는

43 정답 ②  44 정답 ④  45 정답 ⑤ ▶ 유형: 복합 문단의 이해

(A)   바람 부는 어느 날, 내가 상점 주차장에 주차하고 차 문을 여는

데 바람이 불어와 종이 몇 장이 땅에 떨어졌다. 나는 ‘저 종이들

은 정말로 필요 없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쓰레기를 버리고 싶

지도 않았다. 종이를 쫓아다니며 그 주차장을 돌아다녔다. 바람

이 거세질 때마다 종이는 훨씬 더 멀리 날아갔다. 나는 “그냥 그

것들을 놔두고 가면 되잖아. 아마 상점에는 매일 밤 오는 도로 

청소부가 있을 거야.”라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C)   하지만 나는 내 차에서 날아간 종이를 모두 주웠다고 확신할 때

까지 계속 종이를 주웠고 다른 사람의 차에서 나온 종이 여러 장

도 주웠다! 그것들을 주우러 갈 때마다 돌풍이 종이를 약 15피트 

또는 20피트 멀리 사방으로 날려버렸다. ‘이제, 하루 종일 주차

장을 뛰어다닐 수는 없잖아.’라고 나는 생각했다.

(B)   주차장을 둘러보니 이미 거기에 다른 쓰레기가 많이 있는 게 보

였다. 나는 좀 바쁘기도 했다. (종이)연을 쫓아다니면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좋은 핑곗거리를 좀 생각해 

냈다. 쓰레기 회수를 그만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려는데, ‘아니

야, 해야 겠어. 가서 그것을 주워야겠어.’라고 결심했다.

(D)   마침내 나는 모든 종이를 주워서 내 차로 돌아왔다. 그런데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내 옆 차 안에는 남녀 한 쌍이 타고 있었다. 그

들은 창문을 내렸고 나를 알아봤다. 우리는 거기에서 몇 초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젊은 여자가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이 모든 

그 종이로 무엇을 하시는지 보려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는 ‘옳

은 일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했다.

Solution   43. 주차장에서 바람에 날아간 종이와 그것을 줍는 필자의 행동을 

중심 내용으로 한 글이다. 주차하고 차 문을 여는 데 바람이 불어 종이가 날아간 

상황에서 그냥 두고 가려고 생각한 (A) 다음에, 생각을 바꿔 주차장의 종이들을 

줍다가 다시 그만둘까 생각하는 (C)가 이어져야 한다. 다시 종이를 줍기로 마음을 

다잡는 (B)가 온 다음, 이 모든 일을 한 커플이 보고 있었다는 내용의 (D)가 마지

막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44. (d)는 옆 차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남녀 한 쌍을 가리키고, (a), (b), (c), (e)

는 모두 바람에 날아간 종이를 가리킨다.

45. 옆 차에 타고 있던 남녀 한 쌍과 몇 초 동안 이야기를 했다(We talked 

there for a couple of seconds.)는 내용이 (D)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⑤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13행_ I came up with several good excuses [why I shouldn’t 
waste any more time chasing kites].

 관계부사 why가 이끄는 이유의 관계부사절이 several good excuses를 수

식한다. <waste＋시간＋-ing>는 ‘~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다’라는 의미이다.

25행_ When I finally got it all gathered up, I came back to my 
car.

 <get＋목적어＋목적격보어(과거분사)> 구문으로, 목적어가 목적격보어의 대상으로 

해석되므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분사로 나타냈다.

Words  parking lot 주차장   litter[lítər] 쓰레기; 버리다   wander 

around 주변을 헤매다   chase[ʧeis] 쫓아다니다   every time ~할 때마다

(=  each time)   street sweeper 청소부   glance at ~을 흘끗 보다   

excuse[ikskjúːs] 핑계   kite[kait] 연   retrieve[ritríːv] 회수하다

REVIEW
A  1. 조사하다  2. 물리적인  3. 공식  4. 결심, 결의  5. 미성숙한   

6. 짜내다  7. 쌓(이)다  8. 빈도  9. ~을 제외하고  10. 명성, 평

판  11. 초상화  12. 칭찬, 찬사  13. 논의, 논쟁  14. 절차   

15. 이례적인  16. 타고난  17. 유동적인  18. 추측하다  19. 인

공의  20. ~을 흘끗 보다

B  1. tremendous  2. deepened  3. surgery  4. thrive

C 1. suggestion  2. represents  3. degradable

본문 p.11210 회

01 ④ 02 ②

간접 쓰기 본문 p.11305통합 유형

01  정답 ④ ▶ 유형: 문장의 위치

Tom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는 한 맹인이 길을 건너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교통은 혼잡했고 그 맹인은 차에 치일 것 같

았는데, 그가 횡단보도로 건너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Tom은 

주위를 돌아보았고 도와줄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서 그 맹인에

게 길을 건너는 데 도움을 원하는지 물었다. 그 맹인은 즉시 ‘예’라고 

말한 뒤 Tom의 팔에 매달렸고 그들은 빨리 달려가는 자동차들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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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며 길을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다. Tom은 그 맹인이 길을 건너

도록 도와주었을 때, 자신의 책가방을 버스 정류장 벤치에 놓아두었

다는 것을 깨달았다. Tom이 버스 정류장 벤치를 돌아보았을 때 그

는 다른 남자가 그의 책가방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Tom이 버스 정류장 벤치에 도달했을 때 그 남자는 “나는 당신이 하

고 있는 일을 보았기에 여기 앉아서 당신의 책가방을 지키기로 결심 

했어요.”라고 말했다.

Solution   주어진 문장은 Tom이 버스 정류장 벤치에 책가방을 놓고 왔다는 것

을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책가방이 잘 있는지 돌아보았다는 내용이 나오

는 문장 앞인 ④에 위치해야 한다.

Words  crosswalk[krɔ́ː swɔ̀ː k] 횡단보도   readily[rédəli] 즉시   latch 

onto ~을 붙들다   speeding[spíːdiŋ] 빠르게 움직이는

02  정답 ② ▶ 유형: 문단 요약

개미가 오른쪽, 왼쪽으로 돌고 모래 언덕을 넘어 전진한다. 개미가 

선택한 길의 복잡성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개미

의 뇌 속에 있는 정교한 프로그램을 생각해 낼 수 있지만, 그것은 해

결책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간과한 것은 개미의 환경이다. 개미는 

단순한 규칙, 즉 태양에서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규칙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복잡한 행동이 복잡한 정신적 전략을 암시하는 것

은 아니다. 똑같은 것이 인간에게도 적용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겉 

보기에 복잡한 인간의 행동은 주로 인간이 처한 환경의 복잡성을 반

영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젤라틴과 매우 비슷하게 자신의 환경에 적

응하는데 젤라틴이 굳어질 때에 어떤 모양이 될 것인지 알고 싶다면, 

젤라틴을 담는 틀의 모양을 살펴보라. 행동을 이해하려면, 정신과 환

경을 둘 다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복잡한 행동을 복잡한 정신적 작용과 관련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한 행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Solution   복잡한 행동을 복잡한 정신 작용과 관련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복잡

한 행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들도 고려해

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A)에는 ‘관련시키다(associate)’, (B)에는 ‘환경적인

(environmental)’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7행_ The apparent complexity of a man’s behavior over time is 
largely a reflection of the complexity of the environment in 
which he finds himself.

 in ~ himself는 관계사절로 the environment를 수식한다. in which는 

관계부사 where로 바꾸어 쓸 수 있다.

Words  complexi ty[kəmpléksət i]  복잡성   sophist icated 

[səfístəkèitid] 정교한, 복잡한   overlook[òuvərlúk] 간과하다, 못 보고 넘어

가다   strategy[strǽtədʒi] 전략, 계획   apparent[əpǽrənt] 겉보기에   

solidify[səlídəfài] 굳어지다   mold[mould] 틀, 거푸집

01 ④ 02 ② 03 ④ 04 ②

  Actual TEST05통합 유형
본문 p.114

01  정답 ④ ▶ 유형: 무관한 문장

전자 시대의 초기에 건물과 도시가 간단하고 원시적인 신경계를 발달

시키기 시작했다. 전신, 전화, 그리고 라디오 통신 체계는 최초의 인

공 신경을 제공했다. 이런 것들이 건축과 도시의 체계가 단순 반사작

용과 피드백 회로를 발달시키도록 해주었다. 온도 조절 장치는 난방 

체계를 제어했고, 엘리베이터는 누름단추 제어에 의해 불러와졌으며, 

전신 체계는 철도의 작동을 제어했다. (철도의 초기 몇 년 동안, 사고

는 빈번했으며 기차는 승객들과 행인들 모두에게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었다.) 정보와 통제가 건물과 도시의 효율적인 작동의 핵심이라는 

것이 점점 더 명백해졌다.

Solution   전자 시대 초기에 건물과 도시가 간단하고 원시적인 신경계를 발달

시키기 시작하여 난방장치, 엘레베이터, 철도의 작동 등을 제어했다는 내용이 이 

글의 요지이다. 그러나 철도의 초기 몇 년 동안 사고가 빈번하여 승객들과 행인들

에게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었다는 ④의 내용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다.

구문 Solution  

4행_ These allowed architectural and urban systems to develop 
simple reflexes and feedback loops.

 <allow＋목적어＋to부정사> 구문으로 ‘~에게 …을 하도록 허락하다’는 의미이다.

12행_ It became increasingly apparent that information and 
control were key to the efficient operation of buildings and 
cities.

 It은 가주어이고 that ~ cities가 진주어이다.

Words  electronic[ilektránik] 전자의   era[íərə] 시대   primitive 

[prímətiv] 원시적인   nervous system 신경계   telegraph[téligrӕ̀f] 전

신, 전보   artificial[áːrtəfíʃəl] 인공의, 인위적인   architectural 

[áːrkətékʧərəl] 건축(상)의, 건축학의   thermostat[θə́ː rməstӕ̀t] 온도 조절 

장치   operation[àpəréiʃən] 작동, 운영   passer-by (통)행인   

apparent[əpǽrənt] 명백한, 분명한

02  정답 ② ▶ 유형: 글의 순서

다리는 세계에서 기본적인 기능을 한다. 그것들은 차량이 강이나 도

로와 같은 장애물을 넘어가도록 해주지만, 그것들은 또한 상징적인 

사용을 지닌다.

(B)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일본 정원의 월교는 원래 실용적인 것으로 

디자인되었다. 그것들의 높은 아치는 운하용 배와 바지선이 밑으

로 통과하도록 해주었다.

(A)   시간이 지나면서, 그 디자인은 떠오르는 달의 상징이 되었다. 다

리는 또한 왕궁으로의 진입로와 같은 인공 수로 위에 건설되기도 

한다. 

(C)   이런 다리들은 참된 마음의 상태로 가는 통로 또는 일상적인 것

에서 장엄한 것으로 가는 통로를 상징한다. 중국 북경에 있는 금

단의 도시는 이와 같은 다리를 갖고 있는데, 오직 황제와 황후에 

의해서만 사용되던 것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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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주어진 글에서 다리의 실용성과 상징성을 언급했다. 그 예로, 중국과 

일본의 정원에 있는 월교가 실용적인 것으로 디자인 되었다는 내용을 언급하는 

(B)가 이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과 그 외 

다리가 건설되는 사례를 언급한 (A)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러한 

다리가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지를 설명하는 (C)가 마지막에 이어지는 것이 자연

스럽다.

구문 Solution  

7행_ Moon bridges in Chinese or Japanese gardens, for 
example, were originally designed to be practical.

 Moon bridges가 문장의 주어이고 were designed가 동사인 수동태 문장

이다.

12행_ The Forbidden City in Beijing, China, has bridges like 
this, including one that was used only by the emperor and 
empress.

 including ~ empress는 분사구문으로, which include로 바꿔 쓸 수 있다.

Words  function[fᴧ́ŋkʃən] 기능   construct[kənstrᴧ́kt] 건설하다, 건축하

다   royal palace 왕궁   practical[prǽktikəl] 실용적인, 실질적인   arch 

[áːrʧ] 아치   canal[kənǽl] 운하   barge[baːrdʒ] 바지선   proper 

[prápər] 참된, 적정한   state[steit] 상태   grand[grænd] 숭고한, 장엄한

03  정답 ④ ▶ 유형: 문장의 위치

살아있는 유기체는 생존을 위해 많은 방법으로 서로 의지한다. 동물

은 꽃가루 매개자나 씨앗 분산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며 식물을 돕

는다. 일부 동식물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켰으며 서로에게 이

익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아카시아 개미는 아카시아 나무

의 부푼 가시의 맨 아랫 부분에 산다. 그것들은 잎의 끝부분에서 발

견되는 넥타와 특수한 단백질 조각을 먹고 산다. 보답으로, 그들은 

잎을 먹는 곤충과 다른 초식 동물을 공격하여 그 나무를 보호한다. 

개미들은 아카시아 꽃을 찾아드는 꽃가루 매개자를 공격하지 않으며 

그 나무가 번식하도록 해준다. 식물은 동물에게 식량과 피신처를 제

공할 수 있다.

Solution   주어진 문장에서 they는 African acacia ants를, the tree는 

acacia tree를 가리킨다. 또한 In return으로 보아 아카시아 나무가 개미들에

게 혜택을 준 내용이 앞에 있어야 하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는 ④가 가

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9행_ They feed on nectar and special protein particles found in the 
tips of the leaves.

 found ~ leaves는 과거분사구로 앞의 nectar ~ particles를 수식한다.

11행_ The ants do not attack the pollinators which visit the 
acacia’s flowers, allowing the tree to reproduce.

 which ~ flowers는 앞의 the pollinators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며, 

allowing ~ reproduce는 분사구문이다.

Words  in return 보답으로, 답례로   organism[ɔ ́ːrgənìzm] 유기체   

dispersal[dispə́ː rsəl] 분산, 확산   base[beis] 맨 아랫 부분   swollen 

[swóulǝn] 부푼, 부어오른   thorn[θɔːrn] 가시   protein[próutiːn] 단백질   

particle[páːrtikl] 작은 조각   reproduce[rìːprədjúːs] 번식하다, 재생산하다

04  정답 ② ▶ 유형: 문단 요약

최근의 한 연구에서 10세의 아이들이 각 학급에 16, 23, 30 그리고 

37명의 네 가지 규모의 학급에 놓여졌다. 교사들은 학생 수가 적은 

학급들이 더 많은 개인적 관심을 받기 때문에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시험을 봤을 때 수학을 제외하고

는, 학생수가 적은 반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다. 더욱이, 학생 수가 많은 학급의 학생들은 똑같이 학교

를 많이 좋아했다.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결과는 교사들이 예상한 것과 

획득된 실제 결과 사이의 차이였다. 연구원들에 의하면, 상당한 차이

가 없다는 것이었다. 차이는 그들이 얻은 결과에서가 아니라 단지 교

사 자신의 태도에 있었다.

 

선생님들이 예상한 것과 달리, 학급 학생의 수는 수학을 제외하고 그

들의 성취도와 거의 관계가 없었다.

Solution   인원수를 달리해서 학급을 편성하였지만 선생님들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인원수에 따른 시험성적(성취도)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내용이므로, 요약문

의 빈칸 (A)에는 ‘수(number)’ , (B)에는 ‘성취도(achievement)’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3행_ The teachers expected that the smaller classes would 
result in better marks as they would get more individual 
attention.

 that ~ attention은 동사 expect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as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종속절을 이끈다.

9행_ Perhaps the most surprising result was the difference 
between what teachers expected and the actual results 
obtained.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명사절(what ~ expected)을 이끌고 

obtained는 앞의 the actual result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이다.

Words  result in ~의 결과를 낳다, 초래하다   individual[ìndəvídʒuəl] 

개인의   attention[əténʃən] 관심, 주의   pupil[pjúːpəl] 학생   just as 

much 똑같이, 꼭 그 만큼   actual[ǽkʧuəl] 실제의   obtain[əbtéin] 얻다, 

획득하다   researcher[risə́ː rʧər] 연구자   have little to do with ~와 관

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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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가정과 학교에서 남아의 정서 발달을 돕고, 스스로 감정이입을 경험

하고 표현하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①이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3행_ They need to [experience empathy at home and at school] 
and [be encouraged to use it] if they are to develop conscience.

 두 개의 동사구 experience ~ school과 be ~ it이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

어 있다. if절 내의 be to 는 ‘~하고자 하다’는 의도의 의미로 해석한다. 

6행_ Throughout their lives, but especially during adolescence, 
they need close, supportive relationships [that can protect them 
from becoming  victims of their turbulent ,  disowned 
emotions]. 

 that ~ emotions는 close, supportive relationships를 수식하는 관

계사절이다. <protect ~ from -ing>는 ‘~가 …하는 것을 막다’의 의미이다.

Words  expand[ikspǽnd] 확장하다   aggression[əgréʃən] 공격성   

empathy[émpəθi] 감정이입, 공감   conscience[kánʃəns] 양심   no 

less than  ~와 마찬가지로   adolescence[ӕ̀ dəlésns] 청소년기   

supportive[səpɔ́ː rtiv] 협력적인, 지지하는   turbulent[tə́ː rbjulənt] 사나운   

disown[disóun]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하다   literacy[lítərəsi]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identity[aidéntəti] 정체성 

20  정답 ①  ▶ 유형: 심경 추론

나는 교실 벽에 붙어 있는 시계를 응시했다. 그것은 크게 똑딱거렸

고, 시계바늘은 천천히 움직였으며, 붉은색 초침은 칙칙 지나갔다. 

2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는 컴퓨터 공학 중간고사에서 퇴장하는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나는 치르고 있는 그 시험에 대해 극단

적인 생리적 반응을 겪고 있었다. 내 관자놀이는 뜨겁게 욱신거렸고, 

시험을 보려고 애쓸수록 머리는 더 저항했으며, 시냅스는 툭 부러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러한 순간이 일어날 것이

라고는 꿈도 꾼 적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학기말에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수업이었다. 지금 걸어 나가는 것은 학문적으로 내게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지갑을 털어갈 것이다. 

Solution   필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컴퓨터 공학 시험을 치르다가 극단적인 

생리적 반응을 겪게 되어 교실에서 나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 과목이 졸업을 위

한 필수 과목이라 갈등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필자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초조하고 주저하는’이다. 

② 부러워하면서 의심하는 

③ 만족스럽고 기쁜 

④ 호기심이 있고 자신 있는 

⑤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는 

구문 Solution  

1행_ It ticked loudly, [the hands moving slowly], [the red 
second hand sweeping around and around].

 the hands ~ slowly와 the red ~ around는 모두 동시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7행_ My temples were hot and throbbing, and the more I tried 
to take the exam, the more my brain rebelled and my synapses 
felt ready to snap.

 <the+비교급 ~, the+비교급 …> 구문으로, ‘~하면 할수록, 더 …하다’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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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 기본 모의고사11회제
본문 pp.115~123 

18  정답 ④ ▶ 유형: 목적 추론

Texas City에 있는 Moore 기념 도서관은 대중의 요구를 받아들이

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매달 세 번째 금요일에 보드 게임을 제공

하려고 합니다. 게임에는 여러분이 전에 결코 해 본 적이 없는 전략 

게임과 카드 게임이 포함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해 본 적이 있는 

그 어떤 보드 게임과도 완전히 다른 재미있고 상을 받은 게임을 선별

했습니다! 저희에게는 Settlers of Catan, Fluxx, Munchkin, 
Forbidden Island, 그리고 Fresco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전통

적인 것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열렬히 체스 한 판을 두거나 옛날 

전략 게임인 Go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Monopoly, 
Scrabble, Sorry 등처럼 여러분 전부가 좋아하는 고전 보드 게임뿐

만 아니라 Apples to Apples, Cranium, 그리고 Scattergories와 

같은 아주 재미있는 파티 게임도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

면 123-456-7891로 Moore 기념 도서관에 전화주세요.

Solution   도서관에서 매달 세 번째 금요일에 다양하고 재미있는 보드 게임을 

제공한다고 하며 그 종류를 알리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목적으로  

④가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11행_ We also have [the super fun party games like Apples to 
Apples, Cranium, and Scattergories] as well as [all your 
favorite classic board games like Monopoly, Scrabble, Sorry, 
and more]. 

 <A as well as B> 구문이 쓰여 ‘B뿐만 아니라 A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Words  give in to ~을 받아들이다, ~에 굴복하다   strategy[strǽtədʒi] 전략   

award-winning 상을 받은   rousing[ráuziŋ] 열렬한   round[raund] 한 차례 

19  정답 ① ▶ 유형: 필자의 주장

남자아이들에게는 분노나 공격성 이외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넓혀 주는 정서적 어휘가 필요하다. 그들이 양심을 

계발하고자 한다면, 가정과 학교에서 감정이입을 경험하고 그것을 사

용하도록 권장될 필요가 있다. 여아와 마찬가지로 남아들은 정서적 

관계를 느낄 필요가 있다. 그들의 인생에서, 하지만 특히 청소년 시

기에, 그들은 자신이 사납고 제 것이 아닌 듯한 감정의 희생자가 되

는 것을 막아 줄 수 있는 친밀하고 의지가 되는 관계를 필요로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아가 풍부한 정서 생활을 지닌 남성 모델을 필

요로 한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엄마와 다른 여성들에게서 만큼이

나 자신의 아빠와 다른 남성들로부터 정서를 읽고 표현할 줄 아는 법

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혼자 힘으로 남성의 정체성을 

지니고 말하는 삶과 언어를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남아는 정서

가 남성의 삶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고 믿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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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hand[hænd] 시계바늘   second hand 초침   extreme[ikstríːm] 

극단적인, 극심한   physiological[fìziəládʒikəl] 생리적인   throb[θrab] 

욱신거리다   rebel[rebəĺ] 저항하다   snap[snæp] 툭 부러지다 

21  정답 ⑤ ▶ 유형: 요지 추론

거의 50년 전에, 미국의 수사학자인 Karl Wallace는 효과적인 설득

이 표현법과 구조 이상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타당한 이유를 제

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Wallace가 주장을 위한 증거를 제

시하는 것에 관해 말할 때 명백한 것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처

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에 더 많은 것을 두고 있었다. 

‘타당한 이유’라고 말했을 때, 그는 여러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근

거를 의도하지 않았다. 그는 청중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의

도했다. 청중의 동기와 추론이 여기에서 특히 강력하다. 여러분은 아

무리 비합리적이거나 터무니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내가 (혹은 나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내가 생각하기에 

타당한 이유를 제공해야만 할 것이다. 

Solution   설득을 할 때에는 타당한 이유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것은 화자가 아

니라 청중이 생각하기에 타당한 이유를 의미한다는 것이 글의 요점이다. 따라서 

⑤가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4행_ This may sound [as though Wallace had a firm grasp of 
the obvious, {talking about giving proof for your arguments}].

 as though는 ‘마치 ~처럼’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talking ~ 

arguments는 동시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10행_ You can believe anything you want, no matter how 
irrational or ridiculous it may seem.

 <no matter how+형용사+주어+동사>는 ‘마무리 ~하더라도’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Words  rhetorician[rètəríʃən] 수사학자   persuasion[pərswéiʒən] 설

득   style[stail] 표현법   reason[ríːzn] 근거   have a firm grasp of ~

에 관해 확실히 알다   obvious[ábviəs]  명백한   motivat ion 

[mòutəvéiʃən] 동기   reasoning[ríːzǝniŋ] 추론   irrational[irǽʃənl] 비

합리적인   ridiculous[ridíkjuləs] 터무니없는 

22  정답 ③  ▶ 유형: 제목 추론

여러분이 California와 Alaska 사이의 Rocky 산맥의 서부에 살고 

있다면, 심지어 여러분이 도시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사는 

곳에는 아마도 연어가 있었을 것이다. 연어 서식지를 복원하는 것은 

단순히 시골 지역의 숲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

한 연어가 도시의 개울로 귀환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다. 도시에서, 

대부분의 개울은 땅 속에, 배수로와 호우용 배수구에 묻혀 있다. 몇

몇 지역 사회에서는 이 개울에 ‘햇빛을 쬐어’ 오고 있다. 이것은 그들

이 도시의 개울을 햇빛에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곳에서 사

람들은 그 개울을 볼 수 있고 나무들이 개울을 따라 심어질 수 있다. 

적절한 산란 서식지를 갖게 된다면, 연어는 돌아올 수 있다.

Solution   도시의 개울을 햇빛에 노출시키고 개울가에 나무를 심어 연어에게 

적절한 산란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은 연어를 도시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이므

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연어를 다시 도시로 데려오라’이다. 

① 개울에 햇빛을 쬐는 법 

② 여러분의 물고기를 주의 깊게 선택하라 

④ 모든 연어가 같은 것은 아니다 

⑤ 연어의 미래는 무엇인가?

구문 Solution  

9행_ This means that they have opened up the urban streams to 
the light of day, where people can see them and trees can be 
planted alongside the water.

 where ~ water는 앞 문장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관계부사절로, 

where는 and there의 의미이다. 

Words  salmon[sǽmən] 연어   restore[ristɔ ́ː r] 복원하다   habitat 

[hǽbitӕ̀t] 서식지   rural[rúərəl] 시골의, 농촌의   sewer[súːər] 배수구, 하

수구   spawn[spɔːn] 산란하다 

23  정답 ③ ▶ 주제: 주제 추론

사람들은 흔히 이 대륙의 천연자원의 양과 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다.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는 부분적으로 국립공원에 제한 없

이 접근하게 한 결과이다. 적절한 입장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용자들

에게 천연자원의 가치를 새기고 적절한 이용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 

낼 것이다. 전부는 아니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대부분의 국립공원이 

입장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료는 사람들이 덜 찾는 몇몇 공

원의 몇 달러에서부터 캐나다의 Banff 국립공원의 7달러, 그리고 캘

리포니아의 Yosemite 국립공원의 20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자원을 보존하고 이용과 즐거움을 촉진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세금 이외의 자원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공원을 유지해

야 할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인데, 입장료가 바로 그 일

을 한다. 

Solution   국립공원과 같은 천연자원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입

장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③ ‘국립공원 입장료

의 필요성’이 가장 적절하다. 

① 대중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공원의 영향 

② 지구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 

④ 오염에 대항하는 국제적 협조의 중요성 

⑤ 천연자원 보호를 위한 국립공원의 기능 

구문 Solution  

4행_ Charging a modest fee will [impress upon users the worth 
of the natural resources] and [establish an understanding of 
appropriate use]. 

 impress와 establish가 이끄는 두 개의 동사구가 and에 의해 will에 연결되

어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11행_ The only hope of fulfilling the mandate of conserving 
our resources and promoting use and enjoyment is to educate 
the public about the need to maintain the parks with revenue 
from sources other than taxes, and fees do just that.

 fulfilling과 promoting이 이끄는 두 개의 동명사구가 병렬구조를 이루어 전

치사 of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to educate ~ taxes는 주어의 의미를 보충해 주

는 역할을 하는 to부정사구이다. 



정
답

과
 해

설
·

채
움

  099

Words  take ~ for granted ~을 당연히 여기다   appreciation 

[əprìːʃiéiʃən] 감사   charge[ʧaːrdʒ] 부과하다   fee[fiː] 요금, 입장료   

appropriate[əpróupriət] 적절한   range from A to B 범위〔영역〕가 A에

서부터 B까지 다양하다   fulfill[fulfíl] 수행하다   mandate[mǽndeit] 임무   

conserve[kənsə́ː rv] 보존하다   promote[prəmóut] 촉진하다   maintain 

[meintéin] 유지하다   revenue[révǝnjùː] 수입   other than ~ 이외에

24  정답 ⑤ ▶ 유형: 내용 일치

졸업식 날 밤 파티

사진 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pchspg2013@gmail.com으로 3장

에서 5장까지의 사진을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보낼 수 없다면, 저희가 그것을 반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보를 표시한 봉투에 담아 내고 가십시오. 우편물 투입함은 학교 주

차장 입구에 있습니다. 

• 다음의 사진이 가능합니다:

1. 아기였을 때의 사진

2. 중학교 시절의 사진

3. 고등학교 시절의 사진

• 여러분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러분의 성명

2. 연락처

3. 여러분이 제공하는 단체 사진에 있는 급우의 이름

•   마감시한: 사진은 2015년 5월 3일까지 수령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슬라이드 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졸업식 날 밤 파티에 참석하는 모든 졸업생은 슬라이드 쇼의 사본을 

받게 될 것입니다. 

Solution   ‘All graduates who attend Project Graduation will 

receive a copy of the slide show.’에서 알 수 있듯이, ⑤가 안내문의 내

용과 일치한다. 

구문 Solution  

5행_ If you can’t email these, please drop them off in an 
envelope with your information so we can return them.

 <so (that)+주어+can+동사원형> 구문은 ‘~가 …할 수 있도록’의 목적의 의미를 

나타낸다. 

Words  drop off (가던 길에) ~을 전달하다, 내다   drop box 우편물 투입함   

entrance[éntrəns] 입구 

25  정답 ⑤ ▶ 유형: 내용 불일치

Sunflower 청소년 농구 프로그램

저희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모든 Sunflower 학생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  등록은 10월 29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Sunflower 
시청에 있는 사무소에서 시작됩니다. 

•  모든 참가자의 등록 마감일은 1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  등록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서둘러 등록할 것을 명심하세요!

(조기 등록 요금은 아이당 25달러인데, 11월 9일 이후에는 35달러가 

됩니다.)

코치, 보조 코치, 그리고 심판은 항상 필요하므로 언제나 환영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123-4567로 전화주세요

Solution   조기 등록을 하면 등록 요금이 25달러이고, 그 이후에는 35달러를 

내야 하므로(The early registration fee is $25 per child ― after 

November 9th the fee will be $35.), 그 차액은 10달러이다. 따라서 ⑤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10행_ We will have limited enrollment, so remember to register 
early!

 remember의 목적어로 to부정사가 사용되면 ‘~할 것을 기억하다’의 의미를 나

타낸다. 

Words  registration[rèdʒistréiʃən] 등록   town hall 시청   participant 

[paːrtísəpənt] 참가자   enrollment[inróulmənt] 등록   assistant 

[əsístənt] 보조의 

26  정답 ③ ▶ 유형: 도표의 이해

위의 도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 아시아계와 히스패닉계 

이민자 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아시아계 미국인 이민자 수는 아시아

에로부터의 지속적인 큰 유입의 결과로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

다. 대조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새로운 이민은, 비록 여전히 

상당하지만, 지난 10년 중반부 이후 상당히 감소했다. 그 결과, 새로 

미국에 도착한 아시아계 이민자의 수는 2008년에(→ 2009년에) 새

로 미국에 도착한 히스패닉계 이민자의 수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구

체적으로, 약 370,000명의 히스패닉계 이민자들과 비교해서 약 

430,000명의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2010년에 미국에 도착했다. 불과 

2007년 무렵에, 그 (이민자) 수는 대략 아시아계가 390,000명, 그리

고 히스패닉계가 540,000명이었다.

Solution   아시아계 이민자 수가 히스패닉계 이민자 수를 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이다. 따라서 ③이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5행_ By contrast, new immigration from Latin America, while 
still significant, has fallen considerably since the middle of 
the last decade.

 while still significant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while과 

still 사이에는 it is가 생략되었다.

Words  surpass[sərpǽs] 넘어서다   immigrant[ímigrənt] 이민자   

populat ion[[pàpjuléiʃən] 인구수   by contrast  대조적으로   

significant[signífikənt] 상당한   specifically[spisífikəli] 구체적으로 말

하자면

27  정답 ③ ▶ 유형: 내용 불일치

여행 비둘기의 이야기는 현대에 가장 비극적인 멸종에 관한 이야기 

중의 하나이다. 약 200년 전 무렵에, 그것들은 결코 멸종에 가까이 

있지 않았다. 사실, 그것들은 실제로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흔한 새였

고, 몇몇 보고서에는 합한 수가 수십억 마리에 이르는 하나의 무리들

이 계산되어 있었다. 비둘기 고기는 특히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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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식품으로 인식되었는데, 그 점으로 인해 대규모 사냥 활동이 초

래되었다. 게다가, 그 무리의 큰 규모 때문에, 그 새들은 농부들에게 

위협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Martha라는 이름을 가진 마지막 

여행 비둘기는 1914년 9월 1일 Cincinnati 동물원에서 외로이 죽었

다.

Solution   노예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값싼 식품으로 인식되었다(Pigeon 

meat was recognized as cheap food, especially for slaves and 

the poor)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③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6행_ Pigeon meat was recognized as cheap food, especially for 
slaves and the poor, which led to a hunting campaign on a 
massive scale.

 which 이하의 관계사절은 앞에 나온 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Words  tragic[trǽdʒik] 비극적인   extinction[ikstíŋkʃən] 멸종   

flock[flak] (새의) 떼   campaign[kæmpéin] 조직적인 운동〔활동〕   

massive[mǽsiv] 대량의   scale[skeil] 규모   due to ~ 때문에   

threat[θret] 위협

28  정답 ③ ▶ 유형: 문법성 판단

1951년에 코미디언인 Red Skelton과 일단의 친구들이 유럽으로 비

행기를 타고 날아갔는데, 거기에서 Skelton은 어느 쇼의 주연으로 

공연할 예정이었다. 그들이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 위를 날고 있었을 

때, 비행기 엔진 3개가 고장이 났다. 그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였고 

승객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 Skelton은 비행기가 고도를 잃고 그 

불길한 산맥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을 때, 그 비상 사태에서 승

객들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자신의 최고의 코미디 공연 중 

하나를 시작했다. 마지막 순간에, 조종사는 가파른 비탈 사이에 있는 

넓은 들판을 인지하고 완벽하게 착륙했다. Skelton은 안도감이 깃든 

침묵을 깨며 “자, 신사 숙녀 여러분, 여러분이 20분 전에 포기했던 모

든 사악한 습관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Solution   (A) 문맥상 미래의 예정을 나타내야 하므로 be to 용법을 사용하여 

to star가 와야 한다. 

(B) to distract의 의미상 주어는 Skelton인데, distract의 대상인 승객들이 

의미상 주어와 다르므로 them이 적절하다. 

(C) 동사구인 noticed a large ~ slopes와 and에 의해 대등하게 연결되고 

있으므로 과거 동사인 made가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1행_ In 1951, comedian Red Skelton and a group of friends flew 
to Europe, where Mr. Skelton was to star in a show.

 where 이하의 관계부사절은 선행사 Europe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며, 

where은 and there의 의미이다. 

Words  star[staːr] 주연을 맡다   grave[ɡreiv] 중대한   routine[ruːtíːn] 

틀에 박힌 연기   distract[distrǽkt]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다   altitude 

[ǽltətjùːd] 고도   ominous[ámənəs] 불길한

29  정답 ④ ▶ 유형: 어휘 의미 파악

생식 위주의 완전 채식주의 식단을 따르는 것은 동물을 착취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야생생물, 황무지, 바다, 호수와 강, 그리고 지

구를 보호하기도 한다. 이것은 생식 위주의 완전 채식주의 식단이 육

류, 유제품, 계란, 그리고 상당히 오염을 일으키는 정크 푸드로 구성

된 미국인의 표준 식단보다 지구에 훨씬 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구에서 재배되는 대부분의 식량을 가축에게 먹이고 있다는 

사실로 시작된다. 이는 지구에 식량 부족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에

게 놀라울 수 있다. 인간은 도저히 지구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식량

을 소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먹이기에 

충분하지 못한(→ 충분하고도 남는) 식량이 있다. 그 문제의 가장 큰 

부분은 지구에서 재배되는 대부분의 식량이 부유한 나라들이 육류와 

유제품을 얻을 수 있도록 가축을 먹이는 데 사용된다는 점이다. 

Solution   지구에는 인간이 소비하기에 충분한 식량이 있으나, 상당한 양의 식

량이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어 식량 부족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④의 

less는 more로 고쳐 써야 한다. 

구문 Solution  

1행_ Not only does following a raw vegan diet protect animals 
from exploitation, ~. 

 only를 포함한 부정어가 앞으로 나가면서 <조동사(does) + 주어(following a 

raw vegan diet) + 동사(protect)>의 어순으로 도치되었다. 

13행_ The largest part of the problem is [that most food grown 
on the planet is used to feed farm animals {so that the rich 
countries can have their meat and dairy products}].

 that ~ products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명사절이다. <be used to+ 동사원

형>은 ‘~하는 데 사용되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so that + 주어 + can + 동사원형> 구

문은 ‘~가 …할 수 있도록’의 목적의 의미를 나타낸다. 

Solution   raw[rɔː] 생것의, 날것의   vegan[védʒən] 완전 채식주의자(의)   

exploitation[èksplɔitéiʃən] 착취   consist of ~로 구성되다   dairy 

product 유제품   farm animal 가축   shortage[ʃɔ ́ːrtidʒ] 부족   

consume[kənsúːm] 소비하다 

30  정답 ③ ▶ 유형: 지칭 추론

Henry 2세(1133~89)는 자신의 아들들, 특히 장남인 Richard의 

배신에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시체조차도 새로운 왕이 다가서자 코피

를 흘렸다고 한다! Henry 2세는 ‘마치 그의 정신이 Richard가 다가

오는 것에 분개한 것처럼’ 피가 코에서 흐르기 시작할 때 안치된 상태

였다. Richard는 전쟁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이기고는, 그 늙은 왕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는 Henry에게 자신의 지지자들의 이름을 읽어 

주어 Henry가 공식적으로 그들 각각을 용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는 Henry의 지지자들로 인해 그의 사후에 충성심이 분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 명단의 꼭대기에 있는 바로 그 첫 번

째 이름은? 다름 아닌 바로 Henry가 가장 좋아했던 막내아들 John
이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의 유명한 마지막 말은 “정복당한 

왕이라서 부끄럽고 부끄럽구나.”였다. 

Solution   ③은 Richard를 가리키지만, ①, ②, ④, ⑤는 Henry 2세를 가리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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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Solution  

1행_ Henry Ⅱ(1133-89) was said to have been so angered by the 
betrayal of his sons, particularly his eldest, Richard, that even 
his dead body had a nosebleed ~!

 <so ~ that ...> 구문으로 ‘너무 ~해서 …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8행_ ~, he read him the names of his supporters so that Henry 
could officially pardon each of them to avoid any divided 
loyalty from Henry’s supporters following his death. 

 <so that+주어+can+동사원형> 구문은 ‘~할 수 있도록’의 목적의 의미를 나타낸

다. to avoid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Words  betrayal[bitréiəl] 배신   nosebleed[nóuzblìːd] 코피를 흘리다   

lie in state 안치되어 있다   trickle[tríkl] 졸졸 흐르다   indignant 

[indíɡnənt] 분개한   defeat[difíːt] 패배시키다   officially[əfíʃəli] 공식적

으로   pardon[páːrdn] 용서하다   none other than 다름 아닌 바로   

allegedly[əlédʒidli]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31  정답 ① ▶ 유형: 빈칸 추론

위대한 독창성이 없어도 위대한 예술 작품은 있을 수 있다. 예술가가 

주로 독창적이거나 ‘(기존의 것과는) 다르기’ 위해 의도했던 위대한 

예술 작품은 거의 있을 수 없다. 진정한 예술가의 주된 목적은 자신

의 작품의 완성이다. 독창성은 신과 같은 천진난만함의 선물이라서, 

요청한다고 가질 수 있거나 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진지하게 독창적이거나 다르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예술 작품의 ‘완전성’이라고 불

리는 것을 방해함에 틀림없다. 위대한 예술 작품에서 예술가는 자신

의 작은 개인적인 야망을 작품에 강요하려고 애쓰는 대신 자신의 작

품에 도움이 되도록 그것을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한 개인으로서 성장할지도 모른다. 일

종의 피드백을 통해 그는 장인의 솜씨와 예술가를 만드는 다른 힘을 

얻을 것이다. 

Solution   예술가의 주된 목적은 독창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의 ‘완전성’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

는 표현인 ① ‘자신의 작품의 완성’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② 자신의 이상의 실현 

③ 영감의 획득 

④ 대중적 평가의 확보 

⑤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구문 Solution  

7행_ Trying seriously to be original or different, and also 
trying to express one’s own personality, must interfere with 
what has been called the “integrity” of the work of art. 

 Trying ~ different와 trying personality의 두 개의 동명사구가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한다. 

Words  originality[ərìdʒənǽləti] 독창성  hardly[háːrdli] 거의 ~않는   

godlike[ɡádlàik] 신과 같은  interfere with ~을 방해하다   integrity 

[intégrəti] 완전성  impose[impóuz] 강요하다   ambition[æmbíʃən] 야

망   serve[səːrv] 도움이 되다   gain in ~을 얻다   craftsmanship 

[krǽftsmənʃìp] 장인의 솜씨 

32  정답 ② ▶ 유형: 빈칸 추론

시간 엄수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여러분이 언제 태어났는

지에 달려 있다. 노동자 중 베테랑에게, 시간 엄수는 15분 일찍 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정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을 의

미한다. 노동자 중 X세대는 느닷없이 정각에 오거나, 기껏해야 1분 

일찍 온다. Y세대의 직원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 30분 이른 시간과 30분 늦은 시간 

그 사이 어디쯤에 도착할 수 있다. 분명히 이것은 매우 대략적인 분

류이지만, 그것은 노동자의 사회적 기질의 영향력을 확인해 주는데, 

그것은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의 원인

이 될 수 있다. 시간 엄수는 단 하나의 정의만을 가지지 않는데, 그것

의 의미는 사람과 그 사람의 배경, 기질,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나이

에 달려 있다. 

Solution   베테랑과 X세대, 그리고 Y세대가 시간 엄수라는 말도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행동한다는 내용으로 예를 들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② ‘여

러분이 언제 태어났는지’가 가장 적절하다. 

①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③ 여러분의 지위가 무엇인지 

④ 여러분의 연봉이 얼마인지 

⑤ 여러분이 어떤 계급에 속해 있는지 

구문 Solution  

6행_ The Gen Y employee can be somewhere ~, depending on 
how much they care about what they are attending.

 의문사절 how much attending은 depending on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10행_ ~, but it identifies the impact of the social makeup of the 
workforce, [which can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r lack 
of understanding, of these traits]. 

 which 이하의 관계대명사절이 선행사인 the social makeup workforce

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Words  punctuality[pᴧ̀ŋkʧuǽləti] 시간 엄수   veteran[vétərən] 베테랑   

workforce[wəːrkfɔ́ː rs] 노동자, 노동 인구   if that 기껏해야   depending 

on ~에 따라서   broad[brɔːd] 대강의   classification[klӕ̀səfikéiʃən] 분

류   identify[aidéntəfài] 확인하다   makeup[méikʌp̀] 기질   contribute 

to ~의 원인이 되다, ~에 기여하다   lack[læk] 부족, 결핍   trait[treit] 특성   

definition[dèfəníʃən] 정의 

33  정답 ② ▶ 유형: 빈칸 추론

여러분은 혼자서 대학 캠퍼스에서 성공할 수 없다. 환경은 미로를 닮

았다. 규칙과 규정은 복잡하고 종종 혼란스럽다. 다른 사람들은 끊임

없이 여러분에게 요구를 하고, 여러분에게 무지에 대해 애원하거나 

변명할 여지를 거의 주지 않는다. 다양한 시점에서, 여러분은 전제 

조건, 주요하고 사소한 집중 사항들, 그리고 졸업을 위한 필수 요건

들을 알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분이 기꺼이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가

의 지원을 얻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멸하지는 않더라도 버둥거릴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고등학교와의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아무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여러분을 찾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틀림없이, 어떤 지도 교사도 여러분의 상태를 가까

이에서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이 필요할 때 도

움을 요청해야 하는 바로 그 사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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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대학교에서는 학생의 어려움을 살피고 도움을 

주는 지도 교사가 없으므로 직접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② ‘여러분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한다’가 빈칸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① 여러분의 건강을 보존한다 

③ 여러분이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한다 

④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교정해 준다 

⑤ 여러분이 배운 것을 현실 세계에 적용한다 

구문 Solution  

8행_ Unless you are willing to ask for help and get expert 
assistance, you will flounder, if not self-destruct.

 <be willing to+ 동사원형>은 ‘기꺼이 ~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if 절은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고, if 뒤에는 you are가 생략되어 있다. 

Words  make it 성공하다   maze[méiz] 미로   regulation[rèɡjuléiʃən] 

규정   room[ruːm] 여지   plea[pliː] 간청, 애원   juncture[dʒᴧ́ŋkʧər] 시

점, 단계   prerequisite[priːrékwəzit] 전제 조건   assistance[əsístəns] 

도움, 원조   flounder[fláundər] 버둥거리다   self-destruct 자멸하는, 자폭

하는   seek out 찾아내다   get along 해나가다   more than likely 틀림

없이, 십중팔구   follow[fálou] 지켜보다 

34  정답 ③ ▶ 유형: 연결사 넣기

전문 운동선수들은 흔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읽어내’ 적절한 

시간에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한 가지 이유는 전문가들은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상

하고 적절한 반응을 결정할 수 있는 단서를 이용하는 데 능숙하기 때

문이다. 예를 들면, 라켓 스포츠에서, 숙련된 선수들은 공이 쳐지기 

전에 서브의 종류와 위치를 예상하기 위해 상대방의 어깨와 몸의 움

직임, 라켓의 위치, 공 던지기와 같은 단서를 이용하여 공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예측한다. 마찬가지로, 야구와 소프트볼의 야수는 타자

의 발을 보고 공이 어디로 쳐질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고, 농구나 미

식축구의 수비수는 패스하는 선수의 눈을 보고 투구의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움직임을 예상하거나 예측하는 능력은 전문 운동선수들에게 

경험이 적은 상대방보다 뚜렷한 이점을 제공하는데, 그들은 적절한 

단서에 집중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Solution   (A) 빈칸 다음의 내용은 전문 운동선수들이 무엇이 일어날지 예상하

고 적절한 반응을 결정할 수 있는 단서를 이용하는 것의 예에 해당하므로 예시의 

연결사 For example이 적절하다. 

(B) 빈칸 다음에 앞에서 제시한 예와 비슷한 예를 더 제시하고 있으므로 부가를 

나타내는 연결사 Similarly가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14행_ The ability to anticipate or predict movements gives 
expert athletes a distinct advantage over their less experienced 
counterparts, ~.

 to ~ movements의 to부정사구가 문장의 주어 The ability를 수식하며 동

사는 gives이다. <주어 + 동사 + 간접목적어 + 직접목적어> 형태의 4형식 문장이다.

Words  uncanny[ᴧ̀nkǽni] 초인적인   skilled at ~에 능숙한   cue[kjuː] 

단서   anticipate[æntísəpèit] 예상하다   determine[ditə́ː rmin] 결정하다   

predict[pridíkt] 예측하다   trunk[trʌŋk] 몸통   location[loukéiʃən] 위

치   fielder[fíːldər] 야수   defender[diféndər] 수비수   passer[pǽsər] 

패스하는 사람   distinct[distíŋkt] 뚜렷한   advantage[ædvǽntidʒ] 이점   

counterpart[káuntərpàːrt] 상대 

35  정답 ② ▶ 유형: 무관한 문장

우리의 말하기와 듣기는 우리들 대부분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말하고 

듣는 방식 때문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의 가장 흔한 

말하기 방식은 말하는 것, 즉 다른 진실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과 존재해야 하는 방식

에 관한 진실을 주장하는 것이다. (다행히, 이런 방식은 삶 속에서 우

리가 대면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

고 우리의 가장 흔한 듣기 방식은 듣지 않는 것, 즉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말만을 경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하기와 듣

기 방식은 권위자나 전문가가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해결 방법을 적

용하면서 문제를 서서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간단한 문제를 푸는 데

에는 효과가 좋다. 하지만 복잡한 문제는 그 문제의 일부분인 사람들

이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협동한다면 평

화롭게 해결될 수 있을 뿐이다. 

Solution   우리의 말하기와 듣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잡한 문제 해결

을 위해서는 말하기와 듣기에 있어 창의적인 협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이다. 

②는 기존의 말하기와 듣기 방식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는 내용이므로 글의 전체 흐름에 어긋난다. 

구문 Solution  

11행_ ~ for solving simple problems, where an authority or expert 
can work through the problem piece by piece, applying 
solutions that have worked in the past.

 where 이하의 관계부사절은 선행사인 simple problems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applying 이하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15행_ ~ if the people who are part of the problem work together 
creatively to understand their situation and to improve it. 

 to ~ situation과 to ~ it의 to부정사구가 and로 연결되어 목적(~하기 위해

서)의 의미를 나타내며, it은 their situation을 의미한다. 

Words  assert[əsə́ː rt] 주장하다, 단언하다   possibility[pàsəbíləti] 가능성   

authority[əθɔ́ː rəti] 권위(자)   piece by piece 서서히, 조금씩   apply 

[əplái] 적용하다   solution[səlúːʃən] 해결책   improve[imprúːv] 개선하다 

36  정답 ④ ▶ 유형: 무관한 문장

모든 사람은 우리가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육류와 유제품 그

리고 계란이 농축된 단백질원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이러한 과도하

고 해로운 단백질원을 먹으라는 권유가 주로 쥐의 영양상의 필요를 

다루고 있는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

다. 태어났을 때 쥐는 인간의 아기보다 10배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이 미네랄 불균형을 

야기할 정도로 충분히 과도한 단백질을 매일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정한 단백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가? (만약 여러분이 오로지 식물에게서만 단백질을 얻는다면, 여러분

은 필수 아미노산 8가지를 얻기 위해 다양한 식물을 결합해야 한다.) 

동물성 단백질은 실제로 신체의 칼슘을 쓸고 가 신장 체계 안으로 보

내, 칼슘이 부족한 뼈와 증가한 신장 결석의 위험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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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현대인이 해로운 동물성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④는 식물성 단백질 섭취의 번거로움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글의 전체 흐

름과 관계가 없다.

구문 Solution  

7행_ How many people hear the real protein story which reveals 
that the average person living in a modern society consumes 
enough excess protein every day to cause  a mineral 
imbalance?

 which 이하의 관계사절은 선행사인 the real protein story를 수식한다. to 

cause ~ imbalance는 형용사인 enough를 수식하는 부사 역할의 to부정사

구이다. 

13행_ Animal protein, actually washes calcium from the body 
into the kidney system, leaving calcium-deficient bones and 
an increased risk of kidney stones.

 leaving 이하의 분사구문은 동시상황을 나타낸다. 

Words  protein[próutiːn] 단백질   concentrate[kánsəntrèit] 농축시키

다   recommendation[rèkəməndéiʃən] 제안, 권고   excessive 

[iksésiv] 과도한   nutritional[njuːtríʃənl] 영양상의   reveal[rivíːl] 보여주

다, 드러내다   imbalance[imbǽləns] 불균형   amino acid 아미노산   

kidney[kídni] 신장   deficient[difíʃənt] 부족한   kidney stone 신장 결석 

37  정답 ⑤  ▶ 유형: 글의 순서

아프리카 사자와 살쾡이는 매우 닮아 보이지만, 그것들은 서로 다르

다. 옛 아프리카의 한 가지 설(說)은 그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 

(C)   같은 암사자가 많은 새끼들을 낳는데, 그 새끼들 중에서 일부는 

마음속까지 진정 사자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어미 사자는 어

느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아는가? 

(B)   새끼들이 태어난 지 몇 달 후, 그들이 젖을 떼기 바로 전에, 어미 

사자는 굴을 떠난 다음, 의심하지 않는 순간에, 자신이 새끼들을 

공격하는 적인 것처럼 무섭게 포효하며 굴 안으로 뛰어 들어온다. 

(A)   새끼들 중에서 일부는 일어나서 적이라고 추정되는 것과 싸우지

만, 다른 새끼들은 다리 사이에 꼬리를 감춘 채 굴에서 도망친

다. 위험에 맞선 그 새끼들이 진정한 사자로서 자신을 입증한다. 

도망친 새끼들은 단순한 살쾡이, 즉 가짜 사자인 것이다.

Solution   사자와 살쾡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아프리카의 한 가

지 설(說)이 있다는 주어진 문장의 뒤에 그 설(說)의 도입 부분인 (C)가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C)에서 어미 사자가 새끼 중에 어떤 새끼가 진정한 사자인지를 아

는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의 시작으로 (B)가 나오고 

(B)의 새끼들의 행동에 대한 결론을 보여주는 (A)가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

연스럽다. 

구문 Solution  

11행_ ~, she jumps into the den with a terrifying roar as if she 
were an enemy attacking the cubs.

 as if는 ‘마치 ~처럼’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가정의 의미를 포함하므로 is 

대신에 were를 사용하고 있다. 

Words  theory[θíːəri] 설(說)   cub[kʌb] 새끼   presumed[prizúːmd] 

추정되는   flee[fliː] 도망치다   den[den] 굴   wean[wiːn] 젖을 떼다   

unsuspecting[ᴧ̀nsəspéktiŋ] 의심하지 않는   roar[rɔːr] 포효   give birth 

to ~을 낳다   numerous[njúːmərəs] 다수의 

38  정답 ① ▶ 유형: 글의 순서

지난 시즌 어느 날 밤에, 우리 팀은 접전에서 졌다. 나는 팀 전체를 

벤치에 앉히고 그들에게 노력한 점과 신사처럼 행동한 점에 대해 만

족의 뜻을 표현했다. 나는 그들이 이겼다 해도 그들을 더 자랑스럽게 

여길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   무엇보다도, 나는 품위 있는 승자만큼이나 훌륭한 패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가 말할 때 그들의 정신이 고양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이 그날 밤에 단지 야구를 하는 방

법 그 이상의 것을 배웠다고 느꼈다. 

(C)   하지만 내가 이후에 스탠드에 있던 부모들과 어우러졌을 때, 나

는 그들이 아이들에게 말하는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변치 

않는 주제는 “음, 오늘 밤 네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였다. 

(B)   한 아버지는 메모장을 꺼내고는 자신의 아들의 실수를 플레이별

로 점검했다. 또 다른 아버지는 두 번이나 삼진을 당한 것에 대해 

자신의 아들을 나무랐다. 5분이 지나 부모들은 내가 제시했던 모

든 신념을 약화시켰다. 

Solution   팀이 경기에서 진 이후 팀원들을 격려하는 감독의 말인 주어진 문장

의 뒤에 이를 들은 팀원들의 변화를 언급한 (A)가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감독

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부모의 모습을 묘사한 (C)가 (A) 다음에 이어지고, 그 모

습의 구체적인 예에 해당하는 (B)가 (C) 다음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6행_ Most of all, I said, it is as important to be a good loser as a 
gracious winner. 

 it이 가주어이고, to be a good loser가 진주어이다. <as ~ as...>는 ‘…만큼 

~한’의 뜻을 나타내는 원급 비교 구문이다.

14행_ But as I mingled with the parents in the stands afterward, 
I was shocked to hear what they were saying to the boys.

 to hear 이하의 to부정사구는 was shocked라는 감정을 갖게 된 원인을 나타

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Words  close game 접전   congratulate[kənɡrǽʧulèit] 만족의 뜻을 표

시하다   gracious[ɡréiʃəs] 품위 있는   go over ~을 점검하다   dress 

down ~을 나무라다   undermine[ʌǹdərmáin] 약화시키다   principle 

[prínsəpl] 원칙   mingle[míŋɡl] 어우러지다, 섞이다   invariable 

[inv�əriəbl] 변치 않는 

39  정답 ⑤ ▶ 유형: 문장의 위치

많은 연구가 대면 접촉의 중요성을 확인해 준다. Michigan 대학의 

두 연구원에 의해 행해진 한 실험은 여섯 명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집

단들에게 모든 사람이 협동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을 하라고 

요구했다. 일련의 집단들은 게임을 하기 전에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10분 동안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만났다. 또 다른 집단들은 전자 장비

를 이용한 상호작용을 위해 30분의 시간을 가졌다. 직접 만났던 집단

들은 잘 협동했고 더 많은 돈을 벌었다. 반면에, 단지 전자 장비만으

로 연결되었던 집단들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집단의 

요구보다 앞세웠기 때문에 분열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많은 다른 실

험에서도 되풀이되는데, 이는 대면 접촉이 어떤 다른 종류의 상호작

용보다 더 큰 신뢰, 관용, 그리고 협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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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주어진 문장은 전자 장비를 이용해 연결되었던 집단들의 결과를 언

급하고 있는데, On the other hand라는 연결어를 통해 그 앞에 대면 접촉을 

했던 집단들의 결과가 언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⑤에 들

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5행_ One experiment performed by two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challenged groups of six students to 
play a game ~.

 performed ~ Michigan은 분사구로 문장의 주어인 One experiment를 

수식한다. One experiment가 perform이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므로 과거분

사를 사용했다. 

13행_ This finding resonates well with many other experiments, 
which have shown that face-to-face contact leads to more 
trust, generosity, and cooperation than any other sort of 
interaction.

 which 이하의 관계사절은 앞의 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비교급

+than any other+단수명사>는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낸다. 

Words  fall apart 분열되다, 무너지다   gain[gein] 이익   confirm 

[kənfə́ːrm] 확인하다   challenge[ʧǽlindʒ] 요구하다   cooperate 

[kouápərèit] 협동하다   strategy[strǽtədʒi] 전략   in person 직접   

resonate[rézənèit] 되풀이하다, 울려 퍼지다   generosity[dʒènərásəti] 

관용, 너그러움 

40  정답 ② ▶ 유형: 문단 요약

회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소유주들을 위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시장을 해외로 확장하는 것

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회사는 대개 현지의 

선호나 상황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품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화장품 회사들은 유럽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다른 색상을 생산한다. 프랑스 여성들은 선홍색을 선호하지만 영국과 

독일 여성들은 핑크빛 립스틱과 매니큐어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커피 회사들 또한 제품을 조정하여 현지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전 세

계적으로 다른 커피를 팔기도 한다. 그리고 몇몇 식품 제조업자들은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시장을 위해서 바미 고렝과 마드라스 커리와 같

은 현지 음식의 냉동식품을 생산한다.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회사는 현지화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Solution   회사가 해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와 현지인들의 상황과 취향

에 맞게 제품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A)에는 ‘해외의 

(overseas)’가, (B)에는 ‘현지화(localization)’가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9행_ French women prefer bright reds while British and 
German women tend to purchase pink shades of lipstick and 
nail polish.

 while은 비교나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tend to는 ‘~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11행_ Coffee companies also adjust their products, selling 
different blends of coffee to suit local tastes worldwide.

 selling 이하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to suit는 ‘~하기 위해서’라

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낸다.

Words  primary[práimeri] 주요한   maximize[mǽksəmàiz] 극대화하다   

extend[iksténd] 확장하다   local[lóukəl] 현지의   preference 

[préfərəns]  선호   cosmetic[kazmétik]  화장품의, <-s> 화장품   

match[mæʧ] 맞추다   nail polish 매니큐어   adjust[ədʒʌst] 조정하다   

manufacturer[mӕ̀njufǽkʧərər] 제조업자

41 정답 ⑤  42 정답 ①  ▶ 유형: 장문의 이해

Tom Reimchen 박사는 Victoria 대학교의 생물학자이다. 그의 연

구는 그를 British Columbia의 중부와 북부 해안으로, 곰이 알을 

낳는 연어를 먹는 강과 개울로 이끌고 있다. 왜 그는 썩어가는 연어

와 배고픈 곰에 둘러싸인 채로 그의 낮 시간과 때때로 밤 시간까지 

보내기를 선택하는 것일까? 그는 그것이 스트레스가 심하고, 무서우

며, 재미있고,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한다. Tom은 바다와 숲이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Tom과 다

른 과학자들 덕분에, 우리는 연어에서 나온 영양분이 숲을 먹여 살리

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곰이 연어를 먹고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생물학자들은 개울로 들어오는 연어의 80퍼센트까지가 결국 숲 바닥

에 깔리게 된다고 추정했다. 한 개울에서, 각각의 곰이 약 500마리의 

연어를 숲으로 잡아끌어 냈다!

Tom의 연구는 그것이 어떻게 자연에서 버려지는 것이 없는지를 설

명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곰이 먹지 않은 연어의 사체들은 개울, 

곤충, 새, 나무 그리고 다른 야생 생물에게 양분을 제공한다. Tom은 

덫을 놓아 곤충을 잡고, 나무에서 목재 샘플을 얻으며 그물에 잡힌 

새의 깃털에서 작은 조각을 잘라낸 다음 실험실에서 이 샘플들을 연

구한다. 이런 식으로, 그는 곤충과 나무 꼭대기에서 그리고 심지어 

새의 깃털 속에서 바다 영양분의 증거를 찾아냈다. Tom의 연구는 

또한 우리에게 지금은 연어가 없는 개울에 연어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개울을 따라 있는 나무들이 바다 영양분의 증

거를 포함하고 있다면, 우리는 연어가 거기에서 알을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Solution   41. Tom Reimchen 박사가 강과 개울에서 낮과 밤을 보내면서 

연구하고 있는 것과 그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글

의 제목으로 ⑤ ‘왜 그 남자는 강에 앉아 있는가?’가 가장 적절하다. 

① 곰을 놀라게 하지 마라! 

② 행동을 취할 때이다 

③ Tom의 단 한가지 실수 

④ 연어와 곰에 대한 잘못된 통념 

42. Tom Reimchen 박사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연어의 사체가 그냥 버려지

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생명체에게 영양분을 제공한다는 것이므로, 빈칸에 들

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에서 버려지는 것이 없는지’이다. 

② 먹이 사슬이 파괴될 수 있는지 

③ 연어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④ 재활용이 우리의 환경을 도울 수 있는지 

⑤ 인간이 자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 

구문 Solution  

8행_ Tom is trying to find out how connected the ocea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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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est really are.

 의문사 how가 이끄는 명사절이 find 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18행_ The parts of the salmon not eaten by bears feed the streams, 
the insects, the birds, the trees and other wildlife. 

 분사구 not eaten by bears가 문장의 주어 The parts of the salmon

을 수식한다. The parts of the salmon이 eat이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므로 

과거분사 eaten을 사용하고 있다. 

26행_ Tom’s research also gives us a way [to find out {if there 
used to be salmon in a stream where now there are none}].

 to find out 이하는 a way를 수식하는 to부정사구이다. if ~ none은 find 

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이때의 if는 ‘~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나타낸다. 

used to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조동사이다. where none은 a stream을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이다.

Words  spawn[spɔːn] 알을 낳다   unpredictable[ᴧ̀npridíktəbl] 예측할 

수 없는   nutrient[njúːtriənt] 영양분, 영양소   estimate[éstəmèit] 추정하

다   haul[hɔːl] 잡아끌다   illustrate[íləstrèit] 설명하다   insect[ínsekt] 

곤충   feather[féðər] 깃털   laboratory[lǽbərətɔ̀ː ri] 실험실   marine 

[məríːn] 해양의

43 정답 ⑤  44 정답 ⑤  45 정답 ⑤ ▶ 유형: 복합 문단의 이해

(A)   사랑하는 남편 Albert 공의 사망 이후에, Victoria 여왕(1819-
1901)은 인력으로 가능하다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피하면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그녀의 장남이

자 Wales 왕자인 Edward가 대중의 눈에 많이 띄게 되었지만 

행실이 좋지 않았다. 여왕이 전면에 전혀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군주제를 없애고 공화정으로 대체하

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왕정에 반대하는 감정이 점점 더 말로 

표현되었다.

(D)   수상인 William Gladstone은 스스로 ‘여왕은 보이지 않고 

Wales 왕자는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Victoria
에 반대하는 전단지가 간행되고 널리 배포되었는데, 거기에는 

‘John Brown 부인’(그녀와 스코틀랜드 출신의 하인인 John 
Brown과의 친밀한 관계를 언급하는)과 같은 부류들이 포함되

어 있었다. 사정은 특히 Victoria 여왕에게, 전반적으로는 영국

의 군주제에 매우 좋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C)   그런 다음 Wales 왕자가 장티푸스에 걸려 마치 죽을 것처럼 보

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아버지인 Albert가 죽은 그 

날 이후로 꼭 10년째 되는 날에 죽을 것처럼 보였다. 많은 사람

들의 마음속에, 이것은 아들을 곧 잃게 될 과부라는 비극의 매우 

인간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게 했다. 여왕이 최악의 상황을 기

다리며,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아 있을 동안, 그 나라의 많은 사람

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종지기들은 왕자 전하의 서

거를 알리기 위해 종을 울릴 준비가 된 상태로 세인트 폴 대성당

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 웬일인지 Edward는 회복됐다. 

(B)   1872년 2월 27일에, Victoria 여왕은 자신의 아들의 회복에 대

한 특별한 감사 예배를 위해 세인트 폴 대성당에 출석했다. 거리

에는 수천 명의 환호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 행복감, 즉 

공개적으로 Victoria를 본 사람들의 열정은 대단해서 그녀는 많

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버킹엄 궁전의 발코니로 나왔

다. 공화주의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사라졌다. 여왕이 돌아왔다. 

Solution   43. Victoria가 남편을 잃고 상심하여 대중 앞에 나서지 않고, 대신 

나선 장남 Edward의 행실이 바르지 않아 왕정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었다는 

내용의 (A) 다음에 그 불만이 구체적으로 표출된 사례인 (D)가 이어지는 것이 적

절하다. 이후 Edward의 투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투병과 회복의 과정을 

언급하고 있는 (C)가 (D) 다음에 오고, 왕자의 회복 후 사람들 앞에 나선 여왕을 

언급한 (B)가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44. (e)는 수상 William Gladstone을 가리키지만, (a), (b), (c), (d)는 

Edward 왕자를 가리킨다. 

45. Victoria 여왕에 반대하는 전단지가 간행되어 널리 배포되었다(Anti-

Victoria pamphlets were published and widely distributed)고 했

으므로, ⑤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7행_ ~, anti-royalist feelings were more and more vocalized, 
[with many people openly talking about the monarchy being 
swept away and replaced with a republic].

 with 이하는 <with+명사(구)(many people)+분사구(talking about ~ a 

republic)> 구문으로 동시상황을 나타낸다. the monarchy는 동명사구인 

being swept ~ a republic의 의미상 주어이다. 

14행_ Such was the happiness and enthusiasm from people 
seeing Victoria in public that she even went out on to the 
balcony of Buckingham Palace ~.

 <such ~ that …> 구문은 ‘매우 ~해서 …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Words  in public 공개적으로   humanly[hjúːmənli] 인력으로   vocalize 

[vóukəlàiz] 말로 표현하다   monarchy[mánərki] 군주제   sweep away 

~을 완전히 없애다   replace[ripléis] 대체하다   republic[ripʌb́lik] 공화국   

serv i ce [ sə ́ ː rv i s ]  예배   enthus iasm [ inθú ː z iӕ̀ zm]  열정   

acknowledge[æknálidʒ] 감사를 표현하다   republicanism 

[ripᴧblikənìzm] 공화주의   widow[wídou] 과부   bell ringer 종지기   

on standby 대기하고 있는   mark[maːrk] 나타내다   pull through 회복

하다   prime minister 수상   invisible[invízəbl] 보이지 않는   

distribute[distríbjuːt] 배포하다

REVIEW
A  1. 전략  2. 협력적인  3. 극단적인  4. 추론  5. 서식지  6. 감사  

7. 참석하다  8. 고도  9. ~로 구성되다  10. 분개한  11. ~을 

방해하다  12. 시간 엄수  13. 도움, 원조  14. 상대  15. 권위(자)  

16. 부족한  17. 다수의  18. 약화시키다  19. 관용  20. 예측할 

수 없는

B  1. rousing  2. aggression  3. irrational  4. continent

C  1. exploitation  2. definition  3. make changes

본문 p.12411 회



정
답

과
 해

설
·

채
움

  106

18 ⑤ 19 ① 20 ⑤ 21 ⑤ 22 ② 23 ① 24 ⑤ 25 ④

26 ③ 27 ④ 28 ⑤ 29 ③ 30 ③ 31 ② 32 ④ 33 ③

34 ④ 35 ② 36 ④ 37 ⑤ 38 ③ 39 ③ 40 ③ 41 ④

42 ③ 43 ③ 44 ⑤ 45 ③ 

독해 기본 모의고사12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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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답 ⑤ ▶ 유형: 목적 추론

저는 전적으로 새로운 도서관을 지지하지만, Ridge와 Main에 제안

된 장소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장소는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에서 

5블록 떨어져 있는데, 아이들과 노인들이 걸어가기에 먼 거리입니다. 

주차도 제안된 장소에서는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도시) 계획자들

은 길거리 주차가 그 장소에 부속된 작은 부지를 보충해야만 할 것이

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 위원회가 도서관을 위한 

다른 장소를 고려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합

니다. 예를 들면, Howard와 Beech에 있는 공터가 훨씬 더 편리한 

장소입니다. Ridge와 Main보다 더 좋은 장소를 찾을 수 없다면, 우

리는 아마도 대중 혹은 Ridge와 Main의 부동산 소유주 중에 누가 

그 새로운 도서관에서 이익을 얻게 될 것인지를 조사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Solution   필자는 Ridge와 Main에 예정된 도서관 신축 부지는 대중교통에

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도서관 신축 부지를 재선

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⑤가 글의 목적으로 가

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6행_ The planners admit that street parking will have to 
supplement the small lot that goes with the site. 

 that 이하는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admit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8행_ So, I strongly demand that the library committee (should) 
hold public hearings ~. 

 주절에 요구를 나타내는 동사 demand가 나오므로 that절에 should 

hold가 와야 하며 이때 should는 생략 가능하다.

Words  in support of ~을 지지하여   site[sait] 부지   admit[ædmít]  

인정하다   supplement[sᴧ́pləmənt] 보충하다   lot[laːt] 부지, 지역    

go with ~에 부속되다   committee[kəmíti] 위원회   public hearing 

공청회   vacant[véikənt] 빈   stand to ~할 것이다   benefit from ~로

부터 이익을 얻다   property[prápərti] 부동산

19  정답 ① ▶ 유형: 필자의 주장

성분 목록은 제품의 포장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글로 된 부분인데, 그 

이유는 그것이 무게별 내림차순으로 여러분이 몸 안으로 넣는 모든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성분) 표시 조작을 조심하라. 예를 들면, 

제조업자들은 어떤 식품이 실제보다 더 적은 양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흔히 제품의 성분 목록을 바꾼다. 이런 일은 

당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흔히 ‘성분 쪼개기’로 알려진 관행에

서, 제조업자들은 사탕수수 설탕, 옥수수 시럽, 사탕무 설탕, 과당 등

처럼 한 종류 이상의 감미료를 이용한다. 그러한 관행은 목록의 가장 

위에 위치할 성분이었을 것(즉, 설탕 덩어리)을 더 건강에 이로운 성

분이 우선 표시될 수 있도록 목록의 더 멀리 아래로 밀어낸다. 

Solution   식품의 성분 목록에 당분을 한 종류 이상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것을 

예로 들며, 특정 성분이 실제보다 더 적거나 많게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식품 성분 표시 조작에 유의하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구문 Solution  

6행_ to make it seem as if certain foods are included in lesser 
quantities than they actually are (included)

 are 다음에는 반복되는 included가 생략되어 있다. 

11행_ Such practice pushes what might have been on the 
toplisted ingredient (i.e. heaps of sugar) farther down the list 
so that healthier ingredients can be listed first. 

 <so that + 주어 + can + 동사원형> 구문은 ‘~가 …할 수 있도록’의 목적의 의미를 

나타낸다. 

Words  ingredient[inɡríːdiənt] 성분   descending order 내림차순   

wary[wɛ ́əri] 조심하는   manipulation[mənìpjuléiʃən] 조작   

manufacturer[mӕ̀njufǽkʧərər] 제조업자   alter[ɔ ́ːltər] 바꾸다   

quantity[kwántəti] 양   practice[prǽktis] 관행   commonly 

[kámənli] 흔히   sweetener[swíːtnər] 감미료   cane sugar 사탕수수 설

탕   beet sugar 사탕무 설탕   fructose[frᴧ́ktous] 과당 

20  정답 ⑤ ▶ 유형: 심경 추론

그는 벽장으로 걸어가서 케이스에서 트럼펫을 꺼냈다. 그는 그것 안

으로 바람을 불어 넣었고, 밸브를 따라 손가락을 이동하면서 한 음계

를 연주했다. 그런 다음 그는 연주를 시작했다. 그는 정말 부드럽고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했다. 나는 트럼펫이 속삭일 수 있다는 것을 결

코 알지 못했다. 나는 계속 그의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가 영

원히 계속 연주하기를 원했다. 그것은 그가 교실에서 우리에게 읽어

주었던 어떤 시보다도 더 좋았다. 그것은 시끄러운 세상 전체가 정말 

조용해진 것 같아서, 이 노래, 나뭇잎 사이로 불어오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러운 이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멋진 노래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없었다. 세상이 막 사라져 버렸다.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영원히 살

고 싶었다. 

Solution   남자의 트럼펫 연주에 감동을 받은 필자는 시끄러운 세상이 조용해

진 듯한 고요함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⑤ ‘감동받고 매혹된’이 필자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긴장하고 걱정하는 

② 화나고 짜증난 

③ 자랑스러워하고 만족하는  

④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하는

구문 Solution  

6행_ It was better than any of the poems he’d read to us in 
class.

 <비교급+than any ~> 구문은 비교급을 이용해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낸다. 

9행_ this one sweet and gentle and brilliant song that was as 
soft as a breeze blowing through the leaves of a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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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이하는 선행사인 song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며, <as ~ as …>

는 ‘…만큼 ~한’의 의미로 원급 비교 구문이다.

Words  closet[klázit] 벽장   play a scale 한 음계를 연주하다   whisper 

[hwíspər] 속삭이다   brilliant[bríljənt] 멋진, 훌륭한   breeze[briːz] 산들

바람   disappear[dìsəpíər] 사라지다   stillness[stílnis] 고요함, 정적

21  정답 ⑤ ▶ 유형: 주제 추론

잘 알려진 것처럼 Rousseau는 ‘도시는 인류의 심연이다.’라고 썼지

만 사정은 완전히 정반대이다. 도시는 인류를 밝게 빛나게 만든다.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위

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배운다. 도시의 조밀함은 

다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관찰하는 데에서 오는 지속적인 새로운 

정보의 흐름을 만들어 낸다. 대도시에서, 사람들은 Monet와 

Cézanne가 19세기 파리에서 서로를 찾아냈거나 Belushi와 

Aykroyd가 20세기 시카고에서 서로를 찾아낸 것과 꼭 마찬가지로,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동료를 선택할 수 있다. 도시는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 인류의 본질적인 특징이 서로로부터 배

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도시는 우리를 더 인간적이게 만든다. 

Solution   도시가 사람들이 서로로부터 배울 수 있게 하므로 우리를 더 인간적

이게 만든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⑤ ‘인간이 발달할 수 있게 하는 도시의 기

능’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① 도시의 조밀함의 위험 

② 도시를 덜 조밀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 

③ 도시에서 지나친 경쟁의 문제점 

④ 대중교통이 더 오래 걸리는 이유 

구문 Solution  

6행_ Urban density creates a constant flow of new information 
that comes from observing others’ successes and failures.

 that 이하는 관계사절로 선행사인 new information을 수식한다. 

12행_ Cities make it easier to watch, listen and learn.

 it은 가목적어이고 to이하의 to부정사구가 진목적어로 to watch, (to) listen, 

(to) learn이 병렬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Words  famously[féiməsli] 유명하게   backward[bǽkwǝrd] 거꾸로   

humanity[hjuːmǽnəti] 인류   urban[ə́ː rbən] 도시의   density[dénsəti] 

조밀함   constant[kánstənt] 지속적인   observe[əbzə́ːrv] 관찰하다   

essential[isénʃəl] 본질적인   characteristic[kӕ̀riktərístik] 특성 

22  정답 ② ▶ 유형: 제목 추론

소프트웨어 기업의 CEO가 부장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 물론, 그

들은 매우 빽빽한 마감시한에 쫓기면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었다. 이 회의 중에, 부장들은 자신에게 보

고하는 젊은 직원들에 의해 끊임없이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격렬하게 불평하고 있었다. 그 CEO는 참을성 있

게 경청하고는 “신사 숙녀 여러분, 여러분이 왜 보수를 받고 있는지

를 알고 계시나요? 그렇게 하는 것 말고 그들이 어떻게 배워야 하죠? 

저는 누군가 얼마나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듣고 이후에 그것이 

여러분이 그들의 질문에 답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Solution   젊은 직원들의 보고로 인해 업무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부장들의 불

평에 대해 CEO는 직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부장들의 당연한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② ‘방해받기 위해 보수를 받는다’가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 

③ 재능을 다르게 보라 

④ 그 CEO의 유일한 실수 

⑤ 동료의 변화를 받아들여라

구문 Solution  

2행_ They, of course, were under constant pressure to produce 
high quality products while (they were) under very tight 
deadlines. 

 to ~ products는 constant pressur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

정사구이다. while과 under 사이에는 they were가 생략되어 있다. 

10행_ I don’t want to hear about how someone isn’t developing 
and later find out that it was because you weren’t answering 
their questions.

 두 개의 동사구 hear ~ developing과 later find out ~ questions가 

to에 연결되어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Words  constant[kánstənt] 지속적인   pressure[préʃər] 압박   

deadline[dédlàin] 마감시한   interrupt[ìntərᴧ́pt] 방해하다   report 

[ripɔ́ː rt] 보고하다   patiently[péiʃəntli] 참을성 있게

23  정답 ①  ▶ 유형: 요지 추론

몇 년 전에, 많은 인기 있는 책들이 일반 대중에게 비언어적 의사소

통을 소개했다. 그 책들은 이 분야에서의 연구를 단순화하고 대중화

했다. 하지만 그 책들 중에 많은 책들이 판매 성사, 거짓말쟁이 찾기, 

반대 성을 지닌 구성원 유혹하기 등의 관심사에서의 발견의 배후에 

있는 행동 과학을 과도하게 단순화했다. 그러한 책들이 비언어적 의

사소통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켰지만, (그 책을 읽은) 독자들

은 어떤 인간적인 만남에서라도 비언어적 단서를 읽어내는 것이 성공

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아주 자주 갖게 되었는데, (사실) 이 책들 중의 

일부는 하나의 (비언어적) 단서가 하나의 의미만 갖는다는 것을 암시

했다. 비언어적 행동 집합을 보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의미가 언어적 의미와 마찬가지로 좀처럼 단 하나의 명시적 의미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Solution   필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다루고 있는 많은 책들이 비언어적 행

동의 의미를 과도하게 단순화한 점을 지적하고, 실제로 비언어적 행동은 언어적 

의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언어적 단서는 읽어내기가 쉽지 않다.’이다. 

② 신체 언어는 여러분의 감정을 드러낸다. 

③ 신체 언어는 문화마다 다르다. 

④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비언어적 메시지가 언어적 메시지보다 더 중요하다. 

구문 Solution  

8행_ readers too often were left with the idea that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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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verbal cues is the key to success in any human encounter; 

 that 이하는 the idea와 동격을 이루는 접속사절이다. 

12행_ Not only is it important to look at nonverbal clusters of 
behavior, but also to recognize that nonverbal meaning, like 
verbal, rarely is limited ~.

 only가 포함된 부정어(Not only)가 문장의 앞으로 나가면서 <동사(is)+주어(it)>

의 어순으로 도치되었으며, <not only ~ but also ...> 구문은 ‘~뿐만 아니라 …도 

또한’의 의미를 나타낸다. 

Words  nonverbal[nànvə́ː rbəl] 비언어적인   popularize[pápjuləràiz] 

대중화하다   detect[ditékt] 찾아내다   attract[ətrǽkt] 유혹하다   

opposite[ápəzit] 반대의   arouse[əráuz] 환기시키다   encounter 

[inkáuntər] 만남   imply[implái] 암시하다   represent[rèprizént] 나타

내다   cluster[klᴧ́stər] 덩어리, 집단   recognize[rékəɡnàiz] 인식하다   

rarely[rɛə́rli] 좀처럼 ~않는

24  정답 ⑤ ▶ 유형: 내용 일치

스포츠 용품 기부 운동 

10월 1일 ~ 11월 1일

여러분의 집이나 차고에 있는 잡동사니를 없애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지역 사회 내에 변화를 만드세요! 

Lombard 공원 지구는 스포츠 용품 기부 운동을 조직하고 있고 여

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여러분이 조심해서 사용한 스포츠 용품이 있다면 10월 한 달 내내 

언제라도 Sunset Knoll Recreation Center(SKRC)로 그것을 

가져오십시오. 

•  11월 1일에, 저희는 필요한 누구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오전 9시

부터 오후 1시까지 기증된 모든 물품을 SKRC에서 전시할 것입니

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물품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선 단

체에 기부될 것입니다. 

•기부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제공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웹사이트인 www.equipment-
drive.org를 방문해 주세요. 

Solution   ‘A small gift will be provided for the donator.’에서 알 

수 있듯이, ⑤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구문 Solution  

10행_ we will have all donated items on display at SKRC from 
9:00 a.m. – 1:00 p.m. for anybody in need to take home with 
them

 for anybody in need는 to부정사구의 의미상 주어이다. 

Words  equipment[ikwípmənt] 용품, 장비   drive[draiv] 기부 운동   

make a difference 변화를 일으키다   clutter[klᴧ́tər] 잡동사니   organize 

[ɔ́ː rɡənàiz] 조직하다   donate[dóuneit] 기부하다, 기증하다   unclaimed 

[ʌǹkléimd]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worthy[wə́ː rði] 자격이 있는   charity 

[ʧǽrəti] 자선 단체 

25  정답 ④ ▶ 유형: 내용 불일치

가을 성인 하이킹 프로그램

이 하이킹은 신선한 공기와 재미, 그리고 운동을 위해 밖으로 나가고 

싶은 18세 이상의 어떤 성인에게라도 제공됩니다. 

9월 16일: Winnipesaukee 강 오솔길 

9월 23일: Ramblin’ Vewe 농장

9월 30일: Gilford에 있는 Locke’s 언덕

10월 7일: Holderness에 있는 West Rattlesnake
10월 14일: Meredith에 있는 Waukewan Highlands 공원

•  날씨 때문에 하이킹이 취소되면,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참가자들에

게 공지될 것입니다. 

•  날씨가 허락한다면, 하이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적어도 각각의 여행 하루 전에 Parks and Recreation 사무실에 

등록해야 합니다. 

•  하이킹 당 1달러의 등록비가 있습니다. 

•  오전 9시에 Gilford 시청 로비에서 만날 것입니다.

Solution   각각의 여행을 가기 적어도 하루 전에 사무실에 등록 해야 한다(You 

must register at the Parks and Recreation office at least one 

day prior to each trip.)고 했으므로, ④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12행_ Additional hikes may be added, weather permitting. 

 weather permitting은 분사구문으로 조건의 의미를 나타낸다. 주절의 주어와 

분사구문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분사의 의미상 주어(weather)가 생략되지 않

았다. 

Words  cancel[kǽnsəl] 취소하다   due to ~ 때문에   notify[nóutəfài] 

공지하다, 알리다   add[æd] 추가하다   permit[pərmít] 허락하다   register 

[rédʒistər] 등록하다   prior to ~보다 앞서   

26  정답 ③ ▶ 유형: 도표의 이해

위 도표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의 디지털 뉴스를 어디에서 얻는지를 보

여준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주요 뉴스 기반으로 데스크톱/노트북 컴

퓨터와 스마트폰 사이에서 거의 반으로 나뉜다. 다시 말하면, 그들 

중 46퍼센트가 데스크톱/노트북에서 뉴스의 대부분을 얻고 있는 반

면 45퍼센트는 스마트폰에서 대부분을 얻고 있다. 태블릿 이용자는 

스마트폰 이용자보다 데스크톱/노트북 컴퓨터에 덜(→ 더) 의존하고 

있다. 태블릿 이용자 중에서, 47퍼센트가 여전히 데스크톱/노트북 컴

퓨터를 통해 디지털 뉴스의 대부분을 얻고 있지만 약 3분의 1이 태블

릿 컴퓨터로 뉴스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과 태블릿 둘다 이용하는 사람들의 43퍼센트가 여전히 데스크톱/노

트북 컴퓨터에서 디지털 뉴스의 대부분을 얻고 있는 반면, 스마트폰

과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해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각각 27퍼센트

로 동일하다.

Solution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해 뉴스를 얻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뉴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데스크톱/노트북 컴퓨터에 1퍼센트 더 의존하고 있

다. 따라서 ③이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consumer[kənsúːmər] 소비자   split[split] 나누다, 쪼개다   

primary[práimeri] 주요한   platform[plǽtfɔːrm] 기반   reliant 

[riláiənt] 의지하는   via[váiə] ~을 통해서   draw[drɔː] 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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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정답 ④ ▶ 유형: 목적 추론

Q Drum은 가득 채우면 5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내구성 있는 

도넛 모양의 플라스틱 용기이다.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마실 수 있

는 물을 운반하려고 애쓰는 남아프리카의 농촌 지역 사람들의 요구에 

대한 반응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의 독특함은 중심부에 있는 구멍 디

자인에 있는데, 모든 지형을 따라 그 드럼통을 끌거나 굴릴 수 있도

록 그 구멍을 통해 줄이 묶인다. 그것에는 또한 분실되거나 부서지면 

의도한 목적에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떼어질 수 있는 손잡이나 

다른 금속 부착물도 없다. 줄은 현장에서 수리되거나 쉽게 가죽 끈, 

실로 짠 식물 재질이나 어떠한 다른 적절한 재료로 대체될 수 있다. 

그 디자인의 단순함이 사용의 용이함을 보장한다.

Solution   Q Drum에는 분실되거나 부서지면 원래의 목적에서 가치가 떨어

질 수 있는 손잡이나 금속 부착물이 없다(It also has no removable  

handles ~ if lost or broken.)고 했으므로 ④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5행_ Its uniqueness lies in the design of the central hole, through 
which a rope is tied to pull or roll the drum along all terrain 
types.

 which는 through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the central hole을 선행사로 취

하는 관계대명사이다. to ~ types는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다.

10행_ The rope can be repaired on the spot or easily be 
replaced by a leather thong, woven plant substance or any 
other appropriate material.

 두 개의 수동태구 be repaired ~ spot, easily be replaced ~ 

material이 or에 의해 병렬구조로 연결되어 조동사 can에 이어진다.

Words  durable[djúərəbl] 내구성이 있는   container[kəntéinər] 용기   

originate[ərídʒənèit] 비롯하다, 시작되다   terrain[təréin] 지형   

removable[rimúːvəbl] 제거될 수 있는   attachment[ətǽʧmənt] 부속물   

detract[ditrǽkt] (가치를) 떨어뜨리다   on the spot 현장에서   weave 

[wiːv] 짜다   substance[sʌb́stəns] 재질, 물질   ensure[inʃúər] 보장하다

28  정답 ⑤  ▶ 유형: 문법성 판단

많은 아이들은 그들의 식단에 받아들이는 몇 안 되는 음식과 그들이 

먹는 적은 양으로 부모를 화나게 한다. 여러분에게 ‘까다로운 식습관

을 지닌 아이’가 있어서 그의 영양에 대해서 걱정한다면, 그 아이가 

먹게 하려고 보상으로 매수하거나 화를 내며 잔소리를 하거나 꾸짖지 

말아라. 이것은 분명히 문제를 만들 것이다! 까다로운 섭취는 여러분

의 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을 배우기 위한 하

나의 방법이다. 여러분의 아이가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을 가져라. 연구에 따르면 까다로운 식습관을 지

닌 아이도 부모의 조언 없이 자신의 영양상의 필요가 충족되게 한다. 

아이가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언제 먹어야 하는지를 고집하거나 단지 

그가 요구하는 것만 준비함으로써 자유방임적으로 그가 여러분을 통

제하게 놔두면서 여러분의 아이와 힘 싸움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마

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영양상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음식을 제공

하고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의 모델이 되어 주며 건강에 이로운 선택

을 격려하는 것이다.

Solution   ① 문맥상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야 하므로 to부정사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 

② that절이 faith와 동격 관계에 있으므로 접속사 that을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 

③ 목적어인 their nutritional needs가 목적격보어와 수동관계이므로 목적

격보어로 과거분사 met을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 

④ 동명사 letting을 부사 permissively가 수식한 것은 적절하다. 

❺ to provide ~ needs, to model ~ foods와 함께 is에 연결되어 병렬구

조를 이루어야 하므로, encouraging을 to encourage로 고쳐 써야 한다. 

구문 Solution  

6행_ Selective eating is a way for your child to learn his likes and 
dislikes. 

 to learn 이하의 to부정사구가 a way를 수식하며, for your child는 to부

정사구의 의미상 주어이다. 

10행_ Do not get sucked into power struggles with your child 
by insisting what and when he eats or by permissively letting 
him control you by preparing just what he demands.

 두 개의 전치사구 by insisting ~ eats, by permissively ~ demands

가 or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 

Words  acceptable[ækséptəbl] 받아들여지는   picky[píki] 까다로운   

nutrition[njuːtríʃən] 영양   bribe with ~로 매수하다   reward[riwɔ́ː rd] 

보상   lecture[lékʧər] 잔소리하다   selective[siléktiv] 까다로운   

suck[sʌk] 빨아들이다, 흡수하다    permissively[pərmísivli] 자유방임적으

로, 관대하게   

29  정답 ③ ▶ 유형: 어휘 의미 파악

몇 년 전에, 두 명의 교수가 어떤 학교에서 실험을 했다. 청중이 각각

의 연설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를 실험하는 대신에, 그들은 연설이 

청중의 연설자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실험했다. 그

들은 구성이 좋은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뒤죽박죽된 연설을 들은 사

람들보다 연설자가 훨씬 더 유능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믿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발표나 연설에서 구성과 구조의 가치를 보여주는 

많은 연구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경험으로부터 여러

분은 구성이 형편없고 어떤 내적 구조도 갖고 있지 못한 강연과 비교

해서 구성이 좋은 강연을 듣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이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Solution   (A) 청중의 연설자에 대한 태도에 청취가 아니라 연설(speeches)

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실험이 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listening: 청취)

(B) 구성이 좋은 연설을 들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연설을 들은 사람보다 연설자가 

훨씬 더(more) 능력이 있고 믿을만 하다고 여기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less: 덜)

(C) 청중은 구성이 좋은 연설을 듣는 것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모방하는 게 아니

라 이해하는(appreciate) 것이 적절하다. (imitate: 모방하다)

구문 Solution  

5행_ They found that people who heard the well-organized 
speech believed the speaker to be much more competent and 
trustworthy than did those who heard the scrambled speech.

 that 이하는 명사절로 found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did는 believed를 대신

하는 대동사이며 비교를 나타내는 than 뒤에 나오는 주어가 대명사가 아니고 동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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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사인 경우 <동사 + 주어>로 도치가 일어난다. 

Words  conduct[kándʌkt] 수행하다   comprehend[kàmprihénd] 이해

하다   well-organized 구성이 좋은   competent[kámpətənt] 유능한   

trustworthy[trᴧ́stwə̀ː rði] 신뢰할 만한   scramble[skrǽmbl] 뒤죽박죽으

로 만들다   undoubtedly[ʌǹdáutidli] 의심할 여지없이   compared to  

~와 비교해서   contain[kəntéin] 포함하다   internal[intə́ː rnl] 내적인 

30  정답 ③ ▶ 유형: 지칭 추론

언젠가 한 양로원에 늙고 매우 불행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누구에

게도 말하거나 어떤 것도 요청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삐걱거리는 낡은 흔들의자를 매일 앞뒤로 흔들며 있기만 했다. 그 노

파를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때때로 관심을 가진 현명

한 젊은 간호사가 그녀의 방으로 들어오곤 했다. 그녀는 그 노파에게 

말을 걸거나 질문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 노파 옆으로 

다른 흔들의자를 끌고 와 그녀와 함께 흔들기만 할 뿐이었다. 몇 주

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 그 노파가 마침내 말했다. “고마워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시간을 내서 나와 함께 (흔들의자를) 흔들어 줘서 고

마워요.”

Solution   ①, ②, ④, ⑤는 노파를 가리키지만, ③은 노파와 친구가 되어준 젊

은 간호사를 가리킨다. 

구문 Solution  

3행_ She merely existed, rocking back and forth each day in 
her creaky old rocking chair.

 rocking 이하는 동시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5행_ But from time to time a concerned and wise young nurse 
would go into her room.

 would는 ‘~하곤 했다’는 의미로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낸다. 

Words  nursing home 양로원   merely[míərli] 단지   rock[rak] 흔들

다   creaky[kríːki] 삐걱거리는   concerned[kənsə́ːrnd] 관심을 가진   

take the time to ~ 시간을 내어 ~하다 

31  정답 ②  ▶ 유형: 빈칸 추론

Rock은 뇌를 정원에 비유한다. 이 정원에서 날씨는 늘 화창하고 가끔 

자연적으로 비가 온다. 어느 정도 좋은 토마토를 재배하고 싶다면, 여

러분은 우선 묘목을 심고, 그것에 매일 주의 깊게 물을 주어야 한다. 

일단 그 식물이 다소 강해지면, 그것들을 계속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

은 또한 물을 주어야 한다. 얼마나 자주 주어야 적당한 양일까? 일 년

에 한 번 물을 주게 되면, 그것은 아마도 모든 것을 쓸어갈(망칠) 것이

다. 한 달에 한 번은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다. 한 주에 한 번은 도

움이 되겠지만, 한 주에 두 번 물을 주는 것이 지속 가능하고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식물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드립(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시스템을 이용해 매일 여러 번 물

을 주는 것이다. Rock은 뇌에 건강한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일도 비

슷하다고 제안하는데, 즉, 여러분은 규칙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Solution   뇌에 건강한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일을 정원에서 토마토를 재배하

는 일에 비유하고 있다. 토마토를 제대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드립 시스템을 이용

해 물을 규칙적으로 줘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② ‘규칙적인’이 가

장 적절하다. 

① 부분적인 ③ 경제적인 ④ 즉각적인 ⑤ 가끔의

구문 Solution  

5행_ Once the plants are a bit hardy, to keep them growing, 
you should also water them.

 Once ~ hardy는 조건을 의미하는 접속사 Once가 이끄는 부사절이다. to ~ 

growing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11행_ After all, it seems that the best technique for growing 
plants is to water them several times each day, using a drip 
system.

 it은 가주어, that 이하가 진주어절이다. to water ~ each day는 to부정사

구로 주어를 보충해 주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고, using ~ system은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Words  metaphor[métəfɔ ̀ːr] 비유, 은유   once in a while 가끔   

seedling[síːdliŋ] 묘목   hardy[háːrdi] 튼튼한, 강건한   sustainable 

[səstéinəbl] 지속 가능한   noticeable[nóutisəbl] 주목할 만한   circuit 

[sə́ː rkit] 회로 

32  정답 ④ ▶ 유형: 빈칸 추론

늑대는 연어의 머리만 먹는데, 연어의 내장에 늑대를 죽일 수 있는 

기생충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수년간의 진화를 통해, 늑대는 연어의 

뇌보다 더 많은 것을 먹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늑대 떼가 먹기를 끝내고 이동할 때, 그것은 강둑을 따라 흩

뜨려진 수백 마리의 머리가 없는 연어를 남긴다. 이것은 늑대가 앞으

로 올 여러 해 동안 연어를 계속 먹을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데 도움

을 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연어의 잔존물은 숲의 바닥

과 개울에 가치 있는 영양분을 더해준다. 그것은 식물과 벌레를 위해 

먹이를 제공하는데, 그런 다음 그것들(식물과 벌레)이 연어가 알에서 

나왔을 때 그것을 위해 필요한 서식지와 먹이를 제공한다. 어린 연어

는 그런 다음 바다로 향하고, 그것이 알을 낳기 위해 돌아올 때, 늑대

는 다시 한 번 먹거리를 가지게 된다. 

Solution   늑대가 연어의 머리만 먹고 나머지는 남겨두는 행동이 순환하여 결

국 늑대에게 연어라는 먹이를 다시 안겨준다고 했다. 따라서 빈칸에는 ④ ‘앞으로 

올 여러 해 동안 연어를 계속 먹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개처럼 훈련받다 

② 다른 장소로 이주하다 

③ 천적을 쉽게 찾아내다 

⑤ 거친 환경에 적응하다 

구문 Solution  

1행_ Wolves eat only the head of the salmon because there is a 
parasite that lives in the guts of salmon that can kill a wolf.

 두 개의 관계사절 that ~ salmon과 that ~ wolf의 공통 선행사는 a 

parasite이다. 

11행_ They provide food for plants and insects, which then 
provide the necessary habitat and food for the salmon when 
they emerge from their eggs.

 which 이하는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관계사절로 선행사인 plants and 

insects를 보충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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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parasite[pǽrəsàit] 기생충   gut[ɡʌt] 내장, 장   evolution 

[èvəlúːʃən] 진화   scatter[skǽtər] 흩뿌리다, 분산시키다   riverbank 

[rívərbӕ̀ŋk] 강둑   remains[riméinz] 잔존물   nutrient[njúːtriənt] 영양

분   habitat[hǽbitӕ̀t] 서식지   emerge[imə́ː rdʒ] 나오다   spawn[spɔːn] 

알을 낳다  

33  정답 ③ ▶ 유형: 빈칸 추론

NASA와 미국 공군 모두 우주 비행사와 조종사가 집중력을 잃도록 

야기할 수도 있는 비행과 장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

시키기 위해 흔히 모의 비행을 이용한다. 성공적인 코치들 또한 연습 

시 경기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잠재적으로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

에 대해 운동선수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모의 훈련을 이용한다. 그들

은 압박감을 주는 상황, 군중의 소음, 날씨 조건, 그리고 실제 경기의 

낮이나 밤 시간을 모의 훈련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미식축구에서 

팀들이 큰 군중의 소음이나 장내 방송 설비를 통해 요란하게 울리는 

상대팀의 응원가를 담은 테이프를 틀고 공격법을 운영해 보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는 소리 때문에 집중을 방해

받는 프로 골프 선수는 퍼팅을 연습하는 동안 어떤 사람에게 사진을 

찍게 시킬 수도 있다. 심판이 분명히 오심을 내린다면 집중력을 잃는 

운동선수는 그녀가 다시 집중하게 하는 전략을 연습할 수 있도록 훈

련 기간 동안 자기에 대해 오심을 내리게 할 수도 있다. 핵심은 예상

되는 집중을 방해하는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Solution   NASA와 미국 공군의 모의 비행 훈련과 코치들의 운동선수들에 대

한 모의 훈련은 모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미리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라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③ ‘예상되는 집중을 방해하는 것을 익숙하

게 만들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자신감을 회복하다 

②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줄이다 

④ 일어날 일을 예상하기 위해 단서를 이용하다 

⑤ 기대에 따르는 방식으로 행동하다 

구문 Solution  

12행_ A professional golfer who is distracted by the sounds of a 
camera click may have a person take pictures while he 
practices putting.

 who ~ click은 관계사절로 선행사인 A professional golfer를 수식한다. 

have는 사역동사이고 목적어인 a person이 take의 행위자이므로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 take가 온다. 

Words  commonly[kámənli] 흔히   simulation[sìmjuléiʃən] 모의 훈

련[실험]   cope with ~에 대처하다   equipment[ikwípmənt] 장비   

distractor[distrǽktər]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   offense[əféns] 공격법   

opposing[əpóuziŋ] 상대방의, 대립하는   fight song 응원가   blare 

[blɛər] 요란하게 울리다   public address system 장내 방송 설비   

official[əfíʃəl] 심판   make a bad call 오심을 내리다   session[séʃən] 

기간 

34  정답 ④ ▶ 유형: 연결사 넣기

저작권 보유자에게는 대중에게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사본의 분배를 통제할 수 있는 최초의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일단 저

자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사본을 전달하면, 저작권법

에 의해 추가적인 그 사본의 분배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끝난다. 

‘최초 판매 원칙’으로 알려진 이 규칙은 임대나 대여에 의한 것처럼 

그 저작물이 누군가의 일시적 소유 상태에 있도록 의도되어 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저작권 소유자는 그 저작물의 추가

적인 판매나 다른 분배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게다가, 

최초 판매 원칙은 저자나 저작권 소유자가 사본을 분배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구매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구매자와 계약을 한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Solution   (A) 빈칸 앞에는 저작권 보유자가 갖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

고, 빈칸 뒤에는 반대로 그 권리가 소멸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역접의 

연결사 However가 적절하다. 

(B) 빈칸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빈칸 뒤에서도 최초 판매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또 다른 경우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첨가의 연결사 In addition이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11행_ In addition, the firstsale doctrine does not apply if the 
author or copyright owner contracts with the purchaser to 
restrict the purchaser’s freedom to distribute or dispose of the 
copy.

 to restrict ~ the copy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to

부정사구이고, to distribute ~ the copy는 the purchaser’s freedom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to부정사구이다. 

Words  copyright[kápiràit] 저작권   holder[hóuldər] 보유자   

distribution[dìstrəbjúːʃən] 분배   convey[kənvéi] 전달하다   by virtue 

of ~에 의해서   apply[əplái] 적용되다   temporary[témpərèri] 일시적인   

possession[pəzéʃən] 소유   loan[loun] 대여   retain[ritéin] 보유하다   

contract[kántrækt] 계약하다   restrict[ristríkt] 제한하다   dispose of 

~을 처분〔처리〕하다 

35  정답 ② ▶ 유형: 무관한 문장

원인이 되는 ‘어떻게’ 사고와 목적이 있는 ‘왜’ 사고 사이의 차이는 손

목시계의 비유를 이용해서 설명될 수 있다. 여러분은 손목시계를 작

은 용수철별로 분해할 수 있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은 무슨 장

비가 어떤 시계 바늘을 작동하게 하는지를 확인하면서 그 시계가 ‘어

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손목시계의 목적과 밀접하게 관

련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유용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시계를 볼 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시계의 목적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말해 주지 못한

다. 그것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걱정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정각에 오지 않은 것에 대해 상

사가 꾸짖을 때 어떤 위로도 제공하지 못한다. 

Solution   원인을 묻는 사고와 목적을 묻는 사고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손목시

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손목시계의 작동 방식에 대한 사고는 ‘어떻

게’ 사고이고, 손목시계의 목적을 설명해 줄 수 없다는 예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

러한 사고가 손목시계의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언급한 ②는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다. 

구문 Solution  

5행_ if you are attentive, you will see “how” the watch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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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dentifying what gear causes which hand to move

 두 개의 의문사절 how ~ works , what ~ move는 각각 see와 

identifying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Words  purposive[pə́ː rpəsiv] 목적이 있는   analogy[ənǽlədʒi] 비유   

attentive[əténtiv] 주의를 기울이는   identify[aidéntəfài] 확인하다   

gear[ɡiər] 장비   hand[hænd] 시계 바늘   related to ~와 관련된   let 

alone ~은 말할 것도 없고   tell time 시계를 볼 줄 알다   consolation 

[kànsəléiʃən] 위로, 위안   chide[ʧaid] 꾸짖다 

36  정답 ④ ▶ 유형: 무관한 문장

아프리카의 Bantu 여성은 좋은 건강의 훌륭한 예를 제공한다. 그녀

의 식단에는 우유가 없고 (그 식단은) 여전히 식물 기반으로 하루당 

250~400 밀리그램의 칼슘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양은 서구 여성에 

의해 소비되는 양의 2분의 1 수준이다. Bantu 여성은 흔히 일생 동

안 10명의 아기를 낳고 각각의 아이를 약 10개월 동안 모유를 먹인

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칼슘의 유출과 상대적으로 적은 칼슘 섭취

에도, 골다공증은 이 여성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 부족은 튼튼한 뼈를 만들고 골다공증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칼슘

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우유의 소비를 촉진해왔다.) 이 같은 

사람들의 친족이 풍족한 사회로 이주하여 풍요로운 식단을 채택할 때, 

골다공증과 치아 질병이 흔해진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다. 

Solution   아프리카의 Bantu 여성이 식물 기반의 식단으로 적은 양의 칼슘을 

섭취하고 반면에 모유 수유로 인해 많은 양의 칼슘을 유출함에도 골다공증이 거

의 없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나 ④는 그 부족이 골다공증을 피하기 위해 많은 칼

슘을 섭취하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다.

구문 Solution  

9행_ The tribe has long promoted the consumption of milk so 
that they will get enough calcium to build strong bones and 
avoid osteoporosis. 

 <so that+주어+조동사+동사원형> 구문은 ‘~가 …할 수 있도록’이라는 목적의 의

미를 나타낸다.

12행_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when relatives of these same 
people migrate to the affluent societies and adopt rich diets, 
osteoporosis and diseases of the teeth become common.

 It은 가주어이고 to부정사구인 to note ~ common이 진주어이다.

Words  free of ~이 없는   consume[kənsúːm] 소비하다, 섭취하다   

breastfeed[bréstfi ːd] 모유를 먹이다   drain[drein] 유출, 고갈   

relatively[rélətivli] 상대적으로   intake[íntèik] 섭취   migrate 

[máiɡreit] 이주하다   affluent[ǽfluənt] 풍족한   common[kámən] 흔한 

37  정답 ⑤  ▶ 유형: 글의 순서

젊은 F. W. Woolworth가 가게 점원이었을 때, 그는 재고품을 줄이

기 위해 10센트 할인 판매를 하도록 그의 상사를 설득하려고 노력했

다. 상사는 동의했고, 그 아이디어는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다. 

(C)   이것은 Woolworth에게 자신의 가게를 열어 낮은 가격으로 제

품의 값을 매기도록 고무시켰다. 그는 그러한 모험적 사업을 위

한 자본금이 필요해서, 그의 상사에게 일부 이익을 대가로 그 가

게에 자본금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B)   하지만 그의 상사는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Woolworth는 자신의 상사의 지원을 얻지 못한 채로 나아갔고, 

결국 나라 전역에 걸쳐 있는 F. W. Woolworth 상점 체인을 소

유하게 되었다. 

(A)   나중에, 그의 이전 상사가 “내가 계산할 수 있는 한에서는, 

Woolworth의 제안을 거절하기 위해 내가 사용했던 모든 말은 

내가 약 백만 달러를 잃게 했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Solution   F. W. Woolworth의 저가 판매 아이디어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 주어진 글의 내용이다. 이러한 성공이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woolworth가 창업을 위한 자본금을 빌려줄 것을 상사에게 요청했다는 내용인 

(C)가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진다. 상사가 그 요청을 거부하고 Woolworth는 

혼자서 전국에 상점 체인을 소유했다는 (B)가 이어지고, 이후 상사의 후회를 언급

한 (A)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1행_ When young F. W. Woolworth was a store clerk, he tried 
to convince his boss to have a ten-cent sale to reduce inventory. 

 <convince+A+to부정사> 구문은 ‘A가 ~하도록 설득하다’의 의미이다. 

Words  convince[kənvíns] 설득하다   inventory[ínvəntɔ̀ː ri] 재고품   

resounding[rizáundiŋ] 반향을 일으키는   remark[rimáːrk] 말하다   

figure out 계산하다   turn down ~을 거절하다   cost[kɔːst] 잃게 하다   

flat[flæt] 단호하게   inspire[inspáiər] 고무하다   price[prais] 값을 매기다   

capital[kǽpətl] 자본금   venture[vénʧər] 모험적 사업    

38  정답 ③ ▶ 유형: 문장의 위치

우리에게 이것저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광고 회사로부터 나오는 메

시지가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퍼부어진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사지 않으면 우리가 열등해질 거라고 믿

게 만들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이 산다. 다음에 어떤 광고가 여러분

에게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충동을 제공할 때에는, 멈춰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 물건이 계속 사용될 것인지 혹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기쁨을 가져다줄 것인지를 물어라. 여러분이 이

러한 질문 중의 하나에 그렇다고 답한다면, 그것은 구입할 가치가 있

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일주일이 지나면 그것에 대해 

아마도 완전히 잊게 될 것이다.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를 늘 행복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쇼핑은 우리에게 흥분을 제공할 수는 있지

만, 장기간의 행복은 어떤 제품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다.

Solution   주어진 문장의 these questions에 해당하는 내용이 주어진 문장 

앞에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질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 ③ 이전

의 문장이고, ③ 이후의 문장은 답변이 ‘그렇다’가 아닌 경우에 대해 언급하고 있

으므로, 주어진 문장의 위치로 가장 적절한 곳은 ③이다. 

구문 Solution  

5행_ And what is worse, they make us believe that if we don’t 
get it we will be less, ~.

 make는 사역동사이고 us가 목적어, believe가 목적격보어이다. that 이하는 

believe의 목적어로 쓰인 that절이다.

7행_ Next time an ad gives you the urge to buy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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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and ask yourself if this item will be used continuously or 
if it will bring you joy for more than two months.

 <Next time＋주어＋동사>는 ‘다음에 ~할 때는’의 의미이다. if로 시작하는 두 개

의 명사절이 등위접속사 or에 의해 병렬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Words  worth -ing ~할 가치가 있는   bombard[bambáːrd] 퍼붓다   

what is worse 설상가상으로   urge[əːrdʒ] 충동, 욕구   continuously 

[kəntínjuəsli] 계속해서   rush[rʌʃ] 기쁨, 흥분   long-term 장기간의 

39  정답 ③ ▶ 유형: 문장의 위치

심리학자인 B. F. Skinner는 무작위 보상이라는 생각을 제시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쥐에게 레버를 주고 쥐가 그 레버를 백 번 누를 

때마다 그것은 먹이 조각을 얻는다. 쥐의 입장에서, 그것은 흥미롭지

만, 만약 그 수가 1과 100 사이의 어떤 수인 무작위 수라면 그것은 

실제로 결국 더 흥미로워진다. 그래서 그 쥐는 여러분이 그 보상을 

완전히 제거하더라도 훨씬 더 열심히 계속 (레버를 누르는) 일을 한

다. 나는 이메일과 소셜 네트워크가 이러한 무작위 보상의 훌륭한 예

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레버를 잡아당겨 이메일을 확인할 때 그

렇게 흥미롭지 않다. 하지만, 때때로라면 그것은 흥미롭다. 그래서 

무작위 간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러한 흥미로움은 우리가 늘 이메일

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 돌아오게 한다. 

Solution   주어진 문장 앞에는 전형적인 무작위 보상에 대한 설명이 오고, 주어

진 문장 다음에는 이메일이나 소셜 네트워크가 무작위 보상의 훌륭한 예가 된다

는 의견에 대한 보충 설명이 와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의 위치로 가장 적절한 

곳은 ③이다. 

구문 Solution  

3행_ The psychologist B. F. Skinner came up with the idea of 
random reinforcement, where you give a rat a lever and every 
hundred times it presses the lever, it gets a piece of food.

 of는 the idea와 random reinforcement가 동격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where  ~ food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절로 선행사인 random 

reinforcement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Words  random[rǽndəm] 무작위의   reinforcement[rìːinfɔ́ː rsmənt] 

보상, 강화   come up with ~을 제시하다   lever[lévər] 레버   end up 

-ing 결국 ~하게 되다   keep on -ing 계속 ~하다   reward[riwɔ́ː rd] 보상   

altogether[ɔ̀ː ltəgéðər] 완전히   interval[íntərvəl] 간격  

40  정답 ③ ▶ 유형: 문단 요약

매일 일을 하면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매일 성취를 이룬다는 바로 그 사실이 다음 날의 일이 더 부

드럽고 즐겁게 다가오는데 도움을 준다. 여러분이 큰 목표를 향해 서

서히 나아가고 있는 자신을 목격하는 것보다 더 만족을 주는 것은 없

다. 한걸음씩,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간다. 그것이 매일 글쓰기 연습

을 하거나 블로그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연습이 그렇게 유용할 수 있

는 이유이다. 여러분은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목격하는데, 그것

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발전은 용

기를 북돋우고 의욕을 고취하지만, 자신이 날마다 해 놓은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공황 상태와 그리고 나서의 절망감

이 시작된다. 직장 생활의 고통스러운 모순 중의 하나는 꾸물거리고 

있다는 걱정이 흔히 사람들이 결국 (일에) 전력을 다할 가능성을 훨

씬 더 적게 만든다는 것이다.



결국, 빈번한 업무는 더 생산적이게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Solution   매일 일을 통해 성취를 이루면, 다음 날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큰 목표를 향해 꾸준히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즉, 자주 일을 

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므로 (A)에는 ‘빈번한(frequent)’, (B)에는 ‘생산적

인(productive)’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4행_ Nothing is more satisfying than you seeing yourself move 
steadily toward a big goal.

 <부정어 + 비교급 + than+ 비교대상>의 비교급 표현을 이용하여 최상급의 의미를 나

타내고 있다. you는 동명사 seeing의 의미상 주어이다.

13행_ One of the painful ironies of work life is that the anxiety 
of procrastination often makes people even less likely to 
buckle down in the end.

 One ~ life가 문장의 주어이며 that ~ end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로 쓰

인 that절이다. that절에 makes는 사역동사, people이 목적어, even less 이

하가 목적격보어로 쓰인 형용사구이다. 

Words  accomplish[əkámpliʃ] 성취하다   satisfying[sǽtisfàiiŋ] 만족

을 주는   steadily[stédili] 서서히   forward[fɔ́ː rwərd] 앞으로   progress 

[práɡrəs] 발전, 진보   reassuring[rìːəʃúəriŋ] 용기를 북돋우는   inspiring 

[inspáiəriŋ] 의욕을 고취하는   despair[dispɛə̀r] 절망   set in 시작되다   

buckle down 전력을 기울이다   in the end 결국 

41 정답 ④  42 정답 ③ ▶ 유형: 장문의 이해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걷기처럼 매우 자동적인 행동에 관해서

만 단지 진정으로 멀티태스킹(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의식적인 주의를 요하는 활동에 대해서, 멀티태스킹과 같은 

것은 정말로 없고, 과업 전환, 즉 서로 다른 일 사이에서 정신을 왔다

갔다 움직이는 과정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매우 효율적으로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일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

지만 사실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만 했던 것보다 상

당히 더 적은 기술과 정확성을 가지고 한 가지 일을 하고, 그런 다음 

다른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뿐이다. 

독서의 예를 들어보자. 한 때 우리가 책과 함께 몇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사교적 접촉을 찾던 곳에, Instant Messenger(IM)와 같은 

도구가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감질나게 하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현실은? Central Connecticut 주립 대학의 Laura 
Bowman과 그녀의 팀은 교과서를 읽으면서 IM을 사용하는 학생들

이 읽기만 한 학생들과 비교해서 책의 한 대목을 읽는 데 (IM을 하는

데 사용된 시간은 포함하지 않고) 약 25퍼센트 더 오래 걸린다는 것

을 발견했다. 구체적인 배합이 무엇이든지, 즉 그 배합이 책 읽기와 

IM이든 아니면 글쓰기와 TV이든, 그 최종 결과는 같다. 즉, 수행의 

질은 악화되고 모든 활동은 하나의 과업이 유일한 초점을 받는 것이

었다면 걸렸을 시간보다 하는 데 더 오래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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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41.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우리는 매우 효율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기술과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그 일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진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④ ‘멀티태스킹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없애라’가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여러분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 

②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바쁜가? 

③ 집중의 힘 

⑤ 정말로 중요한 일을 찾는 방법

42. 멀티태스킹의 결과 기술과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으므

로 빈칸에는 ③ ‘수행의 질은 악화되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여러분은 게을러지다

② 창의적 과정이 발생하다

④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다

⑤ 여러분의 집중력은 빠르게 개선되다

구문 Solution  

16행_ Laura Bowman and her team at Central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found that students using IM while reading a 
textbook took about 25 percent longer to read the passage (not 
including the time spent on IM), compared with students who 
simply read.

 that 이하는 foun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compared with는 ‘~

와 비교하여’의 의미를 나타내는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다.

24행_ performance quality suffers and all activities take longer 
to do than they would have if a single task had been the sole 
focus.

 they ~ focus는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으로 would have 다음에는 taken

이 생략되어 있다. 

Words  multitask[mʌl̀titǽsk] 멀티태스킹하다(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when it comes to ~에 관한 한   conscious[kánʃəs] 의식적인   flick 

[flik] 빠르게 움직이다   back and forth 왔다갔다   demand[dimǽnd] 일   

at once 한꺼번에   accuracy[ǽkjurəsi] 정확성   seek out 찾다, 구하다   

specific[spisífik] 구체적인   arrangement[əréindʒmənt] 배합, 배열   

end result 최종 결과   sole[soul] 유일한   suffer[sʌf́ər] 악화되다, 불리해

지다

43 정답 ③  44 정답 ⑤  45 정답 ③ ▶ 유형: 복합 문단의 이해

(A)   어느 날 밤 간선도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펑크 난 타이어 때문에 

길가에 세워진 차를 본 한 남자에 대한 실화가 있다. 그는 교통

이 빠르게 지나가는 차선 밖으로 빠져 나와 그 차 뒤에 멈췄다. 

한 여자가 자신의 어린아이와 함께 안에 있었다. “제 남편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휴대전화를 잊고 안 가져왔어요.”라고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C)   그 남자는 친절하게 펑크 난 타이어를 떼어내고 여분의 타이어를 

장착했다. 여자가 그에게 얼마의 돈을 건네려고 하자, 그 남자는 

“아니요, 저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다가올 날에 그 밖

의 누군가에게 친절함을 보여주기만 하신다면, 그것으로 저에게

는 충분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자

신의 차로 돌아가 차를 몰고 떠났다. 

(D)   몇 주 후에 그 남자는 심한 폭우 속에서 간선도로를 따라 운전하

고 있었는데, 그 때 타이어가 (도로의) 미끄러운 부분에 닿아서

그의 차는 도로에서 벗어나 배수로에 빠지게 되었다. 그는 차를 

운전해 다시 도로 위로 오르려고 애썼지만, 타이어가 진흙에 빠

지고 말았다. 갑자기, 그는 견인차가 길 한쪽에 정차하는 것을 보

았다. 그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그에게 “도움이 좀 필요한 것처럼 

보이네요.”라고 말했다. 

(B)   그런 다음 그는 그 남자의 자동차에 갈고리를 걸고 빠르게 그것

을 배수로에서 끌어냈다. 그 남자가 견인차 운전자에게 돈을 좀 

주려고 했을 때, 그는 “감사합니다만, 저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

다. 제 아내가 몇 주 전에 여기 근처에서 타이어가 펑크났었습니

다. 그녀와 제 어린아이는 겁을 먹었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매우 친절한 한 남자가 차를 

세우고는 그녀를 위해 타이어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는 어떤 

돈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 밖의 다른 사람에

게 친절함을 보여주기만 하라고 말했고, 그래서 그것이 제가 하

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Solution   43. 펑크 난 타이어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여자에게 한 남자가 도

움을 주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는 (A) 다음에는 같은 상황을 이어서 묘사하고 

있는 (C)가 이어져야 한다. 시간이 지나 그 남자가 도로에서 곤란을 겪게 되자 여

자의 남편인 견인차 운전자가 도움을 주는 상황이 시작되는 부분인 (D)가 (C) 다

음에 이어지고, 그 사건의 결과에 해당하는 (B)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

하다. 

44. (e)는 여자의 남편인 견인차 운전자를 가리키지만, (a), (b), (c), (d)는 여자에

게 도움을 주었던 남자를 가리킨다. 

45. 견인차 운전자가 남자의 차를 배수로에서 끌어냈다(he hooked onto the 

man’s car and quickly pulled it out of the ditch)라고 했으므로, ③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2행_ when he saw a car pulled over to the side of the road with 
a flat tire

 saw는 지각동사이고 a car가 목적어이다. a car가 pull over의 대상이므로 

목적격보어로 과거분사인 pulled가 왔다. 

4행_ He pulled out of the lanes of traffic rushing by and 
stopped behind the car.

 동명사구인 rushing by의 의미상 주어는 traffic이다. 

Words  pull over 길 한쪽으로 차를 대다   rush[rʌʃ] 빠르게 달리다   hook 

onto ~에 갈고리를 걸다   tow truck 견인차   scared[skɛərd] 겁먹은   

take off 떼어내다   spare[spɛər] 여분의 것   slick[slik] 미끄러운   

patch[pæʧ] 부분   swerve[swəːrv] 벗어나다   ditch[swiʧ] 배수로   

stuck in ~에 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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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A  1. 속삭이다  2. 대중화하다  3. 거꾸로  4. 잡동사니  5. 까다로

운  6. 매수하다  7. 의심의 여지없이  8. 삐걱거리는  9. ~을 고

수하다  10. 기생충  11. 나오다  12. 요란하게 울리다  13. 심

판  14. 저작권  15. ~에 의해서  16. 위로, 위안  17. 목적이 

있는  18. ~에 빠진  19. 퍼붓다  20. 재고품

B  1. supplement  2. alter  3. notified  4. long-term

C  1. humanity, ability  2. under constant pressure  

 3. metaphor  4. anticipated

본문 p.13412 회

01 ① 02 ②

장문독해, 복합 문단 본문 p.13506통합 유형

01 정답 ①  02 정답 ② ▶  유형: 장문의 이해

어떤 야구장들은 다른 야구장들보다 홈런을 치기 더 좋다고 잘 알려

져 있다. (홈런을 치는 데) 중요한 것은 단지 야구장의 크기만은 아니

다. 바람과 습도와 같은 다른 야구장의 조건들도 야구공이 펜스를 넘

어가는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선수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어

떤 선수가 자신의 현재 홈구장보다 홈런을 치는 데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춘 야구장이 있는 팀으로 이적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를테면, 

28퍼센트 더 낫다면? 한 분석은 그 선수가 60퍼센트 더 많은 홈런을 

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왜 그럴까? 그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이 목

표를 얼마나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있다. 더 많은 홈런을 

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펜스를 향해 더 휘두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홈런을 치게 될 가능성이 더 적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뇌는 

출루하기 위해 1루타를 시도하라고 신호를 보낼 것이다. 

야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식은 펜스를 

향해 휘두를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야구에 관한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펜스까지의 실제 거리

가 아니라 우리의 뇌가 그 거리를 어떻다고 인지하느냐라는 것임을 

보여준다. 여러분의 일과 현재의 삶을 생각해 보라. 펜스가 홈런을 

치기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단순히 펜스를 조정

해서 그것이 더 쉬워 보이게 하라.

Solution   01. 홈런을 치는 데에는 타석에서 펜스까지의 실제 거리보다 우리의 

뇌가 인식하는 펜스까지의 거리, 즉 홈런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가 더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제목으로 ① ‘당신의 펜스를 더 가까이 옮겨

라’가 가장 적절하다. 

② 왜 팀워크가 중요한가? 

③ 스포츠에서 통계는 필요한가? 

④ 더 많은 이익을 위하여 팀을 바꿔라 

⑤ 더 나은 야구장 조건: 크기 대 바람

02. 야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홈런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가 실제로 홈런을 치는 데(성공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글이

므로, 빈칸에는 ② ‘인식’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힘 ③ 수입 ④ 희생 ⑤ 외모

구문 Solution  

1행_ It is well known [that some baseball parks are better for 
hitting home runs than others].

 It은 가주어이고 that ~ others가 진주어이다.

15행_ The baseball research shows us that what matters is not 
[the actual distance to the fence] but [what our brains 
recognize that distance to be].

 what matters는 that절 이하 문장의 주어로,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

계대명사이다.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라는 의미로 A에는 명사구가 B에

는 명사절이 왔다.

Words  humidity[hjuːmídəti] 습기, 습도   fence[fens] 펜스, 담장   

achievable[əʧíːvəbl] 성취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swing[swiŋ] (팔을 크

게 휘둘러) 치다, 휘두르다   adjust[ədʒʌ́st] 조정〔조절〕하다   perception 

[pərsépʃən] 인식, 지각

01 ③ 02 ⑤ 03 ③

  Actual TEST06통합 유형
본문 p.136

[01~03]    ▶  유형: 복합 문단의 이해

(A)   며칠 전에, 나는 한 젊은 여자가 카페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

다. 나는 그녀가 그 지역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생각했는

데, 그녀가 책과 학용품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젊은 여

자는 멈추고 얼굴에 약간 슬픈 표정을 한 채 창문 안을 들여다보

았다. 그 다음 날, 거의 같은 시각에, 그녀는 다시 들렀고 그 전

날과 같은 행동을 했다.

(C)   나는 오늘 아침 카페에 와서, 점원에게 밖이 얼마나 추운지에 대

해 말했다. 그 지역은 기온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다. 나는 지난 

이틀과 대략 같은 시각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를 찾

았다. 나는 그녀가 그 가게로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

는 변함없이 추워보였다. 그녀는 추위 때문에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기에, 나는 그녀가 부르면 들리는 거리에서 벗어나기 전에 밖

으로 뛰어나갔다.

(D)   나는 그녀에게 안으로 들어와서 뜨거운 음료를 고르라고 요청했

다. 그녀는 놀랐고, 그 상황에 꽤 수줍어했다. 잠시 동안의 대화

를 한 후, 나는 그녀가 식권에 의존하는 대학생이라는 것을 알았

다. 그녀는 그녀의 식권 카드에 더 이상 끼니수가 충분하지 않았

는데, 그녀가 본인의 식권 카드를 잃어버린 어떤 대학 1학년 여

학생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 1학년생에게 교체물이 올 

때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식권 카드를 그녀와 같이 쓰고 있

었다.

(B)   그녀의 아량과 친절은 내가 그녀가 학교로 걸어갈 수 있도록 따

뜻한 커피 한 잔과 베이글 빵을 주어 그녀에게 돌아왔다. 그녀는 

그녀가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지를 물었고, 나는 그

녀가 식권 카드를 함께 씀으로써 그 대학 1년생에게 친절을 베풀

었기 때문에 이미 갚았다고 말했다.

Solution   01. 이틀 동안 슬픈 얼굴로 카페 앞을 들여다보는 여학생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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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 다음에, 다시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를 부르러 뛰어갔다는 (C)가 이어지고, 

대화를 통해 그녀가 다른 여학생과 식권 카드를 나누어 써서 식사가 부족해졌음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의 (D)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그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친절을 베푼 후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냐는 여학생의 물음에 

이미 갚았다고 말하는 (B)가 와야 한다. 

02. (a), (b), (c), (d)는 모두 카페 앞에서 본 여학생을 가리키는 반면, (e)는 식권

을 잃어버린 1학년 여학생을 가리킨다.

03. 카페 밖에서 기다리게 한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와 음료를 고르라고(I 

asked her to come inside and to select a hot beverage.) 했으므로 

③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4행_ The young woman stopped and looked through the 
window with a sad look on her face.

 <with＋명사＋전치사구> 구문으로, ‘~한 채로’라고 해석한다.

10행_ She asked how she could repay me, and I told her [she 
already had, by being kind to the freshman by sharing her 
card].

 how 이하는 간접의문문으로 동사 asked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she 이하는 

told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she 앞에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had 뒤에는 과거분사 repaid가 생략되어 과거시제로 쓰인 told보다 이전의 동작

을 나타낸다.

15행_ I noticed [the time was getting close to around the same 
time as the previous two days], so I looked for her.

 the time ~ two days는 notic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앞에 접

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the same A as B>는 ‘B와 동일한〔같은〕 A’의 의미이다. 

Words  notice[nóutis] 목격하다, 알아차리다   supply[səplái] 용품, 비품   

previous[príːviəs] (이)전의   generosity[dʒènərásəti] 아량, 관대〔한 행위〕   

repay[riːpéi] 갚다, 보답하다   freshman[fréʃmən] (대학) 1년생, 신입생   

drastic[drǽstik] 강렬한, 엄청난   earshot[iərʃat] 부르면 들리는 거리   

beverage[bévəridʒ] 음료   rely on ~에 의지〔의존〕하다   meal pass 식

권 카드   replacement[ripléismənt] 대체, 교체물

18 ② 19 ⑤ 20 ③ 21 ① 22 ① 23 ⑤ 24 ③ 25 ⑤

26 ④ 27 ⑤ 28 ③ 29 ⑤ 30 ④ 31 ③ 32 ② 33 ①

34 ② 35 ④ 36 ④ 37 ④ 38 ③ 39 ③ 40 ② 41 ②

42 ④ 43 ④ 44 ③ 45 ②

독해 기본 모의고사13회제
본문 pp.137~145

18  정답 ② ▶ 유형: 목적 추론

공고

승선한 모든 상선 선원들께

개인 일기 혹은 이 배의 움직임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어떠한 의사소

통의 작성도 보안 위반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적이 여러분

의 배에 승선하는 습격의 경우에 그 기록에 있는 이용 가능한 정보가 

다른 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자료는 

그것을 폭로하거나 오용할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유

사한 이유로 배의 선원들 중 누구라도 다른 이유들로 이 나라 혹은 

외국에 부쳐질 편지 혹은 문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

니다. 선원들의 소유물에서 발견된 그러한 모든 우편물은 미국에 도

착하자마자 억류될 것입니다. 더욱이 관련자들은 법에 의해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Solution   적이 배에 승선했을 경우 오용될 소지가 있는 기록을 남기지 말고 선

원들의 소유물 중 우편물도 보안상의 이유로 금지되었음을 승선자들에게 알리는 

글이다.

구문 Solution   

10행_ For similar reasons it is not permissible for any of the 
ship’s personnel to carry letters or papers for other reasons to be 
mailed either in this country or abroad.

 it은 가주어이고 to carry 이하가 진주어이다. 이때, for any of the ship’s 

personnel는 to carry 이하의 의미상 주어이다. to ~ abroad는 letters or 

papers를 수식하는 to부정사구이다.

Words  personnel[pə̀ː rsənél] 전 직원, 인원   chronicle[kránikl] 연대순

으로 기록하다   vessel[vésəl] (대형의) 배, 용기   prohibit[prouhíbit] 금지

하다   breach[briːʧ] 불이행, 위반   disclose[disklóuz] 폭로하다   

permissible[pərmísəbl] 허용되는   matter[mǽtər] 우편물, 문제   

detain[ditéin] 억류하다   be subject to ~의 대상이다

19  정답 ⑤ ▶ 유형: 필자의 주장

Johns Hopkins 대학 연구원들이 대략 4년 동안 미국의 16개 유력 

신문들의 기후 변화 보도를 분석했다. 그 기간 동안 기후 변화에 대

해 출판된 4,582건의 기사들 중, 겨우 2.4퍼센트만이 식량 생산 시스

템의 역할을 다루었다. 사실상 모든 기후 변화 기사의 0.5퍼센트만이 

식량과 농업에 ‘실질적인 초점’을 기울였다. 국제적으로, 그 초점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근까지, 국제 기후 변화 공동체의 상당한 관

심 또한 대개 식량 분야가 아니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산업들과 화

석 연료를 태우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 논제를 취재하기 시작해, 식량과 기후 변화와의 연관성에 대한 대

중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Solution   필자는 기후 변화를 다루고 있는 기사들이 식량과 관련된 문제를 거

의 다루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구문 Solution  

12행_ Now writers should start to cover the topic, increasing 
the public’s awareness of the connection between food and 
climate change.

 increasing 이하는 분사구문으로, 연속상황을 나타낸다.

Words  coverage[kʌv́əridʒ] 보도, 적용   leading[líːdiŋ] 유력한, 주요한   

address[ədrés] 다루다   article[áːrtikl] 기사   substantial[səbstǽnʃəl] 

실질적인, 풍부한   fossil fuel 화석 연료   sector[séktər] 분야   cover 

[kʌv́ər] 취재하다   awareness[əwɛə́rnis] 인식   delay[diléi] 지연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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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답 ③ ▶ 유형: 심경 추론

그 들판은 담으로 둘러싸였고, 일반적으로 그것이 조류 관찰자들을 

단념시키지는 않았지만, 이 담장은 그 위에 호기심을 끄는 표지판이 

있었다. 나는 그 표지판이 무얼 말하고자 하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었고 내 히브리어는 그것을 해독할 정도로 

그다지 좋지 않았다. 보통 메시지는 “침범하지 마시오.”일 것이지만, 

이 표지판은 다소 달라 보였다. 밖에서 머물러야 할까? 무언가 내게 

그러라고 말했지만, 나의 지성은, 그냥 가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담장을 기어올라 그 들판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곧 나는 히브리어로 

소리치는 것을 들었고, 길 아래 트랙터에서 한 남자가 내게 매우 활

발하게 몸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의 커다란 재잘거림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내 불완전한 히브리어와 그의 손동작 사이에

서, 나는 곧 그 문제를 이해했다. 나는 그 표지판이 “위험, 지뢰지대!”

라고 적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Solution   히브리어를 몰라 표지판을 이해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지뢰지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필자가 느꼈을 심경은 ③ ‘겁이 난’이 가장 적절하다.

① 외로운 ② 기쁜 ④ 절망에 빠진 ⑤ 측은한

구문 Solution  

9행_ Soon I heard some yelling in Hebrew, and I saw a man 
[down the road on a tractor], gesturing at me in a very 
animated fashion.

 지각동사로 쓰인 heard와 saw는 목적격보어로 각각 현재분사 yelling과 

gesturing를 취하고 있다. down ~ a tractor는 a man을 수식하는 부사구이다.

Words  ring[riŋ] 둘러싸다, 에워싸다   deter[ditə́ː r] 단념시키다   ponder 

[pándər] 숙고하다   decipher[disáifər] 해독하다   trespass[tréspəs] 침

입하다   intellect[íntəlèkt] 지성   yell[jel] 고함치다, 소리지르다   

animated[ǽnəmèitid] 활기찬   jabber[dʒǽbər] 재잘거리다   broken 

[bróukən] 불완전한   figure out 이해하다   minefield[máinfìːld] 지뢰밭

21  정답 ① ▶ 유형: 요지 추론

몇 년 전 내가 직업 윤리학에 대한 책 저술을 요청받았을 때, 그 결과

물이 ‘Ethics 101’이었고, 그것은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황금률

에 기초한 것이었다. 여러분이 인생을 위해 단 한 가지 지침만을 선

택해야 한다면,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하

길 바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묻고, 솔선하여 그들을 위해 그것을 하

라.” 그 황금률을 따르는 것은 훌륭한 인격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도록 유발한다. 그것은 여러

분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은 여러분이 적극적인 노선을 취하

도록 한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고수한다면, 여

러분은 다른 이들이 주변에 있기를 바라는 부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우리 관계의 말미에서 우리는 타인의 삶에 있어 이

익이 되거나 손해가 된다. 그 황금률은 우리가 이익으로 남도록 도와

준다. 

Solution   사람들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을 솔선하여 그 사람들을 위해 하라는 

내용이므로 ①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1행_ Several years ago when I was asked to write a book on 

ethics in business, the result was Ethics 101, [which was based 
on one golden rule, “People Matter].”

 which 이하는 선행사 Ethics 101을 부연 설명하는 관계사절이다. one 

golden rule과 “People Matter”는 서로 동격을 이룬다.

Words  ethics[éθiks] 윤리학   matter[mǽtər] 중요하다   couldn’t do 

better than ~하는 것이 좋다   initiative[iníʃiətiv] 솔선, 주도   prompt 

[prampt] 자극하다, 격려하다   empathetic[èmpəθétik] 공감하는   take 

the high road 가장 적극적인 행동 노선을 취하다   stick to ~을 고수하다   

cannot help but ~하지 않을 수 없다

22  정답 ① ▶ 유형: 제목 추론

남성의 뇌는 사물, 다른 사물과 그것들의 관계, 공간 관련성, 그 모든 

것이 작용하는 방식,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평가하고 이해하

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의 뇌는 삶에 대해 ‘어떻게 그걸 고치지?’라고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남성들은 이러한 ‘그것을 고치자’는 

척도를 자신들이 하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접근법으로 활용한다. 한

여성이 남편이 자신을 향해 보다 사랑스러운 태도를 보여주길 원했

다. 그래서 그는 잔디를 깎았다. 그는 이것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

았다. 그녀가 자신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을 때, 그는 부엌

을 페인트칠했다.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없자, 그는 축구 경기에 그

녀를 데려가겠다고 했다. 여성이 화가 났을 때, 그녀는 자신의 친구

들에게 감정적으로 말을 하지만, 화가 난 남성은 물이 새는 수도꼭지

를 수리한다.

Solution   남성이 모든 일이나 문제에 대해 그것을 고치는 행동으로 반응한다

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① ‘남자가 “무언가를 하는” 이유’가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② 남성과 여성의 동등성

③ 왜 남성과 여성은 사랑에 빠질까

④ 고학력 여성들의 특징

⑤ 무엇이 남성과 여성을 서로 환상에 빠지게 하는가

구문 Solution  

1행_ A man’s brain is organized to evaluate and understand 
[objects, their relationship to other objects, spatial relevance, 
how it all works, and solutions to problems].

 objects, ~ problems가 동사 evaluate와 understand의 목적어이다.

Words  evaluate[ivǽljuèit] 평가하다   spatial[spéiʃəl] 공간적인   

relevance[réləvəns] 관련(성)   response[rispáns] 반응   criterion 

[kraitíəriən] 척도, 기준   approach[əpróuʧ] 접근(법)   mow[mou] (풀 등

을) 베다   leak[liːk] 새다, 새게 하다   tap[tæp] (수도 등의) 꼭지

23  정답 ⑤ ▶ 유형: 주제 추론

문화적 스트레스는 일상의 평범한 스트레스 위에 겹쳐진 새로운 종류

의 스트레스이다. 그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풍요로워짐에 따라 우리

의 삶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기술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하루 24시간 일하고 소통하게 하며, 이것이 미국을 끊임없이 

로그온이 된 노동 인구의 나라로 만들었다. 정부의 한 보고서에 따르

면, 미국인들은 거의 어느 선진국보다도 더 장시간 일한다. 우리는 

음성 메일, 이메일, 문자를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종이로 된 재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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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공세를 받는다. 1980년대 디지털 혁명의 도래부터, 늘어난 

인구와 풍요로움, 최근 끝이 없는 경제적 불안의 분위기까지, 많은 

삶의 스트레스 요인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보다 현저하고 침략적인 위

치를 취해왔다.

Solution   기술적 발달이 우리를 끊임없이 일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는 내

용의 글이다. 따라서 ⑤ ‘우리를 바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현대 문화’가 글의 주

제로 가장 적절하다.

①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의 원인

② 인터넷 상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방법

③ 다양한 스트레스 관리 기술

④ 날씨와 스트레스의 관계

구문 Solution  

4행_ Technology allows  us to work  and communicate 
anywhere, anytime, twenty-four hours a day, and this makes 
America a land of a constantly logged-on workforce.

 <allow＋목적어＋to부정사> 구문으로 ‘(목적어)가 ~하도록 허용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대명사 this는 앞 문장의 내용을 받는다.

Words  superimpose[sùːpərimpóuz] 겹쳐 놓다   infiltrate[infíltrèit] 

침입하다   affluent[ǽfluənt] 풍요로운   bombard[bambáːrd] ~을 공격하다   

snail mail 재래식 우편 제도   advent[ǽdvent] 출현, 도래   revolution 

[rèvəlúːʃən] 혁명   unending[ʌǹéndiŋ] 끝이 없는   stressor[strésər] 스

트레스 요인   prominent[prámənənt] 현저한, 두드러진   invasive 

[invéisiv] 침략적인

24  정답 ③ ▶ 유형: 내용 일치

Jain 여름 캠프

모두 환영합니다!

• 연령:   5–12세(어린이 캠프)  

13–17세(10대 캠프)

• 2일 과정 캠프: 30달러(식사와 간식 포함)

• 외박 프로그램: 하룻밤(추가 10달러 비용 부과)

인원이 제한적이니 지금 예약하세요!

여러분은 연극, 프레젠테이션 기법, 팀 빌딩, 춤, 노래, 게임, 그리고 

요리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어린이 캠프에 관해서는 700-8263-2895으

로, 10대 캠프에 관해서는 700-8263-2896으로 연락주세요.  

Solution   인원이 제한적이어서 빨리 예약하라(Places are limited, so 

book now!)고 했으므로 ③이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구문 Solution  

8행_ You can enjoy various activities such as Drama, Presentation 
Skills, Team Building, Dancing, Singing, Games, and Cooking!

 various activities의 구체적인 예를 such as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다.

Words  sleepover[slíːpòuvər] 함께 자며 놀기, 밤샘 파티   additional 

[ədíʃənl] 추가적인   team building (조직 개발 기법 중 하나인) 팀 빌딩

25  정답 ⑤ ▶ 유형: 내용 불일치

1학년 독서

부모님들께,

독서에 대한 자신감과 유창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저희는 각각의 1
학년 학생들이 가정에서 매일 저녁마다 적어도 10분은 독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정으로 수준별 선집을 보내드리겠지만, 

자녀가 꼭 그 선집을 읽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   아이와 함께 책을 읽거나, 아이가 읽는 것을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때 아이를 도와줄 몇 

가지 제안 사항이 있습니다.

•   책을 읽을 때, 구두 언어와 인쇄된 글씨가 연관되도록 각각의 단어

를 짚어 주세요.

• 어떤 시도가 이루어지는지 보기 위해 몇 초 동안 기다려 주세요.

•   아이가 어떤 단어를 읽을 수 없거나 올바르게 읽지 않을 때에는 아이

에게 “다시 해봐.”라고 요청하세요. 아이가 여전히 단어를 올바르게 

읽을 수 없다면, 그 단어를 말해주고 그것을 따라 하라고 요청하세요. 

• 그림 단서들을 이용하세요. 

Solution   아이가 읽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해보라고 말한다(If your child 

cannot read the word or does not read it correctly, ask him or 

her to “try again.”)고 했으므로 ⑤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3행_ In order to gain confidence and fluency in reading, we are 
requiring each first grader to read at least ten minutes every 
evening at home.

 <in order＋to부정사>는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목적을 나타내며, <so 

as＋to부정사>와 바꿔 쓸 수 있다. 또한, <require＋목적어＋to부정사> 구문이 쓰

여 ‘(목적어)가 ~하도록 요구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Words  fluency[flúːənsi] 유창성, 능숙도   limit[límit] 제한하다   have 

difficulty (in) -ing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attempt[ətémpt] 시도   oral 

[ɔ́ː rəl] 구두의

26  정답 ④ ▶ 유형: 도표의 이해

위 도표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들이 현재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보여

준다. 가장 젊은 성인들에 있어, 가장 빈번하게 열거되는 이유는 너

무 어리거나 아직 정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 연령 집

단의 결혼한 적이 없는 성인들의 대략 3분의 1이 이것이 자신들이 결

혼하지 않은 주요 이유라고 말한다. 25세에서 34세까지의 결혼하지 

않은 성인들은 더 나이가 많은 상대자들보다 자신들이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재정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라고 말하는 것 같다. 18
세에서 24세까지의 성인들의 26퍼센트가 이것을 지적한 반면, 25세

에서 34세까지의 성인 약 3분의 1이 이것을 자신들이 결혼하지 않은 

주요 이유로 지적한다. 35세 이상의 결혼하지 않은 성인 10명 중 5명 

이상(→ 대략 10명 중 4명)이 자신들이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자

신들이 찾고 있는 것을 갖춘 누군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5
세에서 34세까지의 성인들 대략 10명 중 3명이 같은 이유를 말한다. 

Solution   도표에 따르면, 35세 이상의 결혼하지 않은 성인들 중 ‘대략 10명 

중 4명’이 자신들이 찾고 있는 것을 갖춘 누군가를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④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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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10행_ About a third of 25- to 34-year-olds [point to this as the 
main reason they are not married], as do 26% of those ages 18 
to 24.

 접속사 as는 ‘~하는 반면’라는 의미로 쓰였고 do는 앞에 나온 어구 point to ~ 

married를 대신하여 쓰인 대동사이다.

Words  settle down 정착하다   financially[finǽnʃəli] 경제적으로   

currently[kə́ː rəntli] 현재는   cite[sait] 열거하다, 인용하다   counterpart 

[káuntərpàːrt] 상대자, 대응자

27  정답 ⑤ ▶ 유형: 내용 불일치

학교 아침 급식 프로그램(SBP)은 ‘영양적으로 빈곤한’ 아이들에게 아

침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1966년에 인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다. 

1975년에 SBP는 정부의 복지 후생 계획으로 영구적으로 인가를 받

았다. SBP는 매일 97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돕고 있으며, 57퍼

센트의 학교와 71퍼센트의 공립 학교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학교 

급식 서비스 프로그램이 연방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 아침

급식이 영양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학교 아침 급식은 지방에서 30
퍼센트 미만의 칼로리를, 포화 지방에서 10퍼센트 미만의 칼로리를 

포함해야 한다. 게다가, 학교 아침 급식은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

민 A와 C, 그리고 칼로리의 일일 권장량(RDA)의 4분의 1을 제공해

야 한다.

Solution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 A와 C, 그리고 칼로리의 일일 권장량

(RDA)의 4분의 1을 제공해야 한다(In addition, school breakfasts must 

provide one-fourth of ~ calories.)고 했으므로, ⑤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

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8행_ School breakfasts must meet nutrition standards in order 
for a school food service program to receive federal subsidies.

 for a school food service program은 to receive 이하의 의미상 주

어로, <in order＋to부정사> 구문에 삽입되었다.

Words  grant[grænt] 인가   needy[níːdi] 궁핍한, 빈곤한   permanently 

[pə ́ːrmənəntli] 영구적으로   authorize[ɔ ́ːθəràiz] 인가〔허가〕하다   

participate in ~에 참가하다   nutrition[njuːtríʃən] 영양   subsidy 

[sʌ́bsədi] 보조금   saturated fat 포화 지방   Recommended Daily 

Allowance 일일 권장량  iron[áiərn] 철분

28  정답 ③ ▶ 유형: 문법성 판단

마케팅 담당자들이 오늘날 브랜드 구축 과정에서 중요하게 이용하는 

차원 중의 하나가 오디오의 이용이다. 예를 들어, Intel은 가장 뚜렷

하고 잊기 어려운 소리를 이용한 회사로 눈에 띈다. Intel Inside 곡
조는 1998년 이래로 존재해왔으며, Intel의 모든 광고 선전에 이용

된 짧고 뚜렷한 소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했다. 사실

상 많은 경우 사람들은 Intel의 파동을 회사의 상징보다 더 잘 기억

한다고 연구들은 보여주었다. 역설적으로, 우리들 거의 아무도 그 제

품을 실제로 본 적이 없다. 동시에, 우리는 그 소리와 색깔을 알고서,

그 회사의 상징을 잘 인식하며, 그것들 모두는 안에 있는 것에 대해

분명하고 잘 계획된 메시지를 전송한다.

Solution   (A) 문장의 주어인 One에 수 일치시켜야 하므로 단수 동사 is가 알

맞다.

(B) <make＋목적어＋목적격보어> 구문이 되어야 하므로 목적격보어 자리에 형

용사 visible이 와야 한다.

(C) 앞 문장과 연결되고 선행사를 수식해야 하므로 관계대명사 which가 알맞다.

구문 Solution  

5행_ The Intel Inside tune has been around since 1998, making 
the invisible visible via the short, distinct sound used 
throughout all of Intel’s advertising campaigns.

 making ~ campaigns는 분사구문으로 동시상황을 나타낸다.

Words  dimension[diménʃən] 차원, 범위   marketer[máːrkitər] 마케팅 

담당자   stand out 두드러지다   distinct[distíŋkt] 뚜렷한, 분명한   

memorable[mémərəbl] 기억할 만한   tune[tjuːn] 가락, 곡조   invisible 

[invízəbl] 눈에 보이지 않는   via[váiə] ~을 통해   ironically[airánikəli] 

역설적으로   transmit[trænsmít] 전송하다

29  정답 ⑤ ▶ 유형: 어휘 의미 파악

여러분 생에 과거와 미래라는 두 개의 시한이 있다. 현재는 그 둘 사

이를 지나가는 한 순간이다. 시간의 어느 범주에 우리는 사실을 두고 

어느 범주에 문제점을 두는가? 사실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대부

분의 사실들은 과거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일어난 것은 사실

이다. 그것은 불변한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원했

던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것으로 인해 현재 비참하기 때문

에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과거에 일어났기 때문

에, 혹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불변하는 사실이다. 

사실에 관해 화를 내봤자 소용이 없다. 하지만 문제점은 미래에 존재

한다. 문제점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점은 통

제가 가능하다. 그것의 결과는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결정된다).

Solution   ‘사실(fact)’은 불변하여 통제할 수 없지만 ‘문제점(problem)’은 미

래에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⑤의 unresolved를 determined 등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

하다.

구문 Solution  

7행_ This is important to understand because many people are 
miserable in the present because of something [that did not 
work out the way {they wanted in the past}].

 that ~ past는 관계사절로 something을 수식한다. they ~ past는 관계부

사절로 the way를 수식한다. 

Words  category[kǽtəgɔ̀ː ri] 범주, 영역   miserable[mízərəbl] 비참한   

work out 해결되다   it does no good + to부정사 ~해 봤자 소용없다   

under control 통제〔지배〕되는   outcome[áutkʌm̀] 결과   unresolved 

[ʌǹrizálvd] 결말이 지어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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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정답 ④ ▶ 유형: 지칭 추론

한 젊은이가 점심을 먹기 위해 한 패스트푸드 식당에 앉아 있는 노부

부를 보았다. 그는 그들이 식사 하나와 추가 음료 컵 하나를 주문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보고 있을 때, 그 신사는 조심스럽게 그 햄버

거를 반으로 자르고, 감자튀김을 하나는 그를 위해, 또 하나는 그녀

를 위해, 각각이 절반씩 갖게 될 때까지 세었다. 그러더니 그는 음료

의 절반을 추가 컵에 부어 그것을 부인 앞에 두었다. 그런 다음 그 노

인은 먹기 시작했고, 그의 부인은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로 바라보

며 앉아 있었다. 젊은이는 자신들의 식사를 나눌 필요가 없도록 그 

분들을 위해 그가 식사 하나를 더 사드리는 것을 허락하실지를 묻기

로 했다. 그 노신사는 “오,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50년이 되었

고, 모든 것이 항상 50 대 50으로 나뉘어왔고, (앞으로도) 항상 나뉘

어 질 것입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부인에게 식사를 하실 것인지를 

물었고, 부인은 “그가 이를 이용할 차례랍니다.”라고 대답했다.

Solution   ④는 노부부를 바라보던 젊은이를 가리키고, 나머지 ①, ②, ③, ⑤는 

모두 노신사를 가리킨다.

구문 Solution  

8행_ The old man then began to eat, and his wife sat watching, 
with her hands folded in her lap.

 <with＋목적어＋분사>는 동시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한 채로’라는 의

미이다. 여기에서는 her hands와 fold가 의미상 수동의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folded가 사용되었다.

Words  elderly[éldərli] 나이가 지긋한   divide[diváid] 나누다   in half 

절반으로, 이등분으로   pour[pɔːr] 붓다   fold[fould] 접다   purchase 

[pə́ː rʧəs] 구매하다   split[split] 쪼개다, 나누다   reply[riplái] 대답하다  

31  정답 ③ ▶ 유형: 빈칸 추론

시각은 매우 유혹적이다. H. A. Roth 박사가 1988년에 실시한 음식

과 색 실험을 예로 들어 보자. 그는 음료를 가져다가 다양한 단계의 

농도로 그것에 색소를 더했다. 그런 다음 그는 지원자들에게 어느 음

료가 더 달콤한지를 물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그 실험에 참여했고 

틀린 답을 냈다. 그들은 색이 더 진할수록, 음료가 더 달콤할 것이라

고 믿었다. 하지만 실은 그 반대였다. 색이 진할수록, 실제로 그 음료

에서 신 맛이 더 났다. 또 다른 한 실험에서, C. N. DuBose는 피실

험자들에게 포도, 레몬에이드, 체리, 그리고 오렌지 음료를 시음할 

것을 요청했다. 지원자들은 그 색이 맞았을 경우 맛을 똑바로 구분하

는 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색과 맛이 바뀌자, 체리를 맛본 지원자

들 중 겨우 30퍼센트만이 올바른 맛을 구분할 수 있었다. 사실상, 40
퍼센트는 그 체리 음료가 레몬에이드라고 생각했다.

Solution   색의 변화에 따라 맛에 대한 판단이 틀렸다는 실험의 내용이므로 빈

칸에는 시각이 ③ ‘유혹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미묘한 ② 믿을 수 있는 ④ 근면한 ⑤ 변하지 않는

구문 Solution  

4행_ He then asked volunteers which drink was sweeter.

 의문사절 which ~ sweeter가 동사 asked의 직접목적어로 쓰였다.

6행_ They believed [that the stronger the color, the sweeter the 
drink].

 that ~ drink는 동사 believe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the＋비교급 ~, 

the＋비교급 …> 구문은 ‘더욱 ~할수록, 더 …하다’의 의미이다.

Words  immensely[iménsli] 매우, 막대하게   take[teik] 예로 들다   

coloring[kʌ ́ləriŋ] 색소, 안료   intensity[inténsəti] 농도, 강도   

opposite[ápəzit] 정반대의 (것)   subject[sʌb́dʒikt] 피실험자   sample 

[sǽmpl] 시음하다   identify[aidéntəfài] 확인하다, 판정하다   match up 

맞다   switch around 바꾸다

32  정답 ② ▶ 유형: 빈칸 추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적절하게 보거나 희생자처

럼 느껴(그것은 흔히 그들이 과거에 실제로 희생당한 적이 있기 때문

에 시작된다), 그들은 과도하게 자신들에게 집중한다. 그들은 자신들

이 생존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 방어적이며 이기적이게 된

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타인을 섬김으로써 그 감정

들과 싸울 수 있다. 작은 것이라도 타인의 삶에서 변화를 만들어 내

는 것은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선행을 

하고 있을 때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는 것은 어렵다. 그에 

더해, 타인에게 가치를 더하는 것은 그들이 당신을 더욱 소중하게 여

기도록 해준다. 그것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는 긍정적 

느낌의 순환을 만들어낸다.

Solution   빈칸 이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 그들에게 가치를 더하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② ‘타인을 섬김’가 들어가는 것이 가

장 적절하다.

① 혼자 머뭄

③ 자신을 칭찬함

④ 타인으로부터 배움

⑤ 사교 모임에 참가함

구문 Solution  

11행_ In addition to that, [adding value to others] makes them 
value you more.

 동명사구 adding value to others가 문장의 주어이며, makes가 동사이다. 

사역동사로 쓰인 makes는 동사원형 value를 목적격보어로 취한다.

Words  self-esteem 자존감   inadequate[inǽdikwət] 부적절한   

vic t im [v íkt im]  희생(자)   vic t imize [v íktəmàiz]  희생시키다   

inordinately[ìnɔ́ː rdənətli] 과도하게, 터무니없이   self-protective 자기 방

어적인   combat[kəmbǽt] 싸우다   lift[lift] 끌어 올리다   value[vǽljuː] 

가치; 소중하게 여기다

33  정답 ① ▶ 유형: 빈칸 추론

요리사 Gordon Ramsay의 ‘Kitchen Nightmares’를 보면, 여러

분은 어떤 패턴을 보게 될 것이다. 망해가는 식당들의 메뉴는 너무 

많은 요리를 제공한다. 주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요리를 하는 것이 

식당의 매력을 커지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신 그것은 아주 엉망

인 음식을 만들며 품목이 많아 골치가 아프게 된다. Ramsay가 첫 

번째로 하는 조치가 거의 항상 메뉴를 대개 30가지 이상의 요리에서 

10가지 정도로 정돈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라. 

현재의 메뉴를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그것을 정돈하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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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다음 그는 남겨진 것을 세련되게 한다. 일

이 잘 되지 않을 때, 자연스러운 경향은 그 문제에 더욱 달려드는 것

이다. 결국 한 것이라곤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다. 가야할 올바

른 길은 정반대 방향인 축소하는 것이다.

Solution   Gordon Ramsay가 망해가는 식당에 가서 한 일은 메뉴를 줄이

고 남은 것들을 세련되게 하는 것이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① ‘축소하는 것’

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②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③ 과거로부터 배우기

④ 타인에게 도움 받기

⑤ 좋은 시기를 기다리기

구문 Solution  

1행_ Watch chef Gordon Ramsay’s Kitchen Nightmares, and 
you’ll see a pattern.

 <명령문 ~, and＋주어＋동사 …> 구문은 ‘~하면 …할 것이다’라고 해석된다.

3행_ The owners think [(that) {making every dish under the 
sun} will broaden the appeal of the restaurant].

 making ~ restaurant는 동사 think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로서 앞에 접속

사 that이 생략되었다. 명사절의 주어는 동명사구 making ~ sun이고 동사는 

will broaden이다.

Words  failing[féiliŋ] 망해가는   under the sun 이 세상의   broaden 

[brɔ́ː dn] 넓히다   appeal[əpíːl] 매력, 호소   crappy[krǽpi] 엉망진창인   

inventory[ínvəntɔ̀ː ri] 목록 중의 물품   trim[trim] 정돈하다   come first 

우선이다   polish[páliʃ] 세련되게 하다   inclination[ìnklənéiʃən] 경향, 성

향   end up -ing 결국 ~하게 되다

34  정답 ② ▶ 유형: 연결사 넣기

한 개인이 그가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 옆에 서있을 때, 그의 몸통은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기울어져 있을 것이다. 몸통은 우리 체

중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다니며 그것을 다리로 전달하기 때문에, 우

리 몸통의 어떠한 방향 전환도 에너지와 균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람의 몸통이 무언가로부터 멀어지도록 기울어질 때, 뇌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반응의 정직성을 신뢰할 수 있다. 추

가적인 노력이나 에너지가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된다. 

몸통을 숙이든지, 멀리 떨어지도록 몸을 기울이든지, 그저 의식적으

로 중심에서 벗어난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해보면, 몸이 곧 지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중심에서 벗어난 행동이 뇌가 

잠재의식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 경우, 여

러분은 거의 그것을 느끼지 못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Solution   (A) 사람의 몸통을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서는 에너지와 균형이 필요한데, 그런 자세를 하는 것이 뇌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

이기 때문이라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Therefore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

하다.

(B) 의식적으로 중심에서 벗어난 자세를 유지할 때와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자세를 

유지할 때의 차이를 말하고 있으므로 대조를 나타내는 However가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9행_ Just try to maintain any off-center position consciously, 
[whether bowing down or leaning away], and you will find 

that your body soon tires.

 <명령문 ~, and＋주어＋동사 …> 구문 속에 양보의 부사절 whether ~ away

가 삽입되었다.

Words  torso[tɔ́ː rsou] 몸통   lean[liːn] 기대다   limb[lim] (하나의) 팔, 다

리   reorientation[rì:ɔ ́ːriənteiʃən] 방향 전환   trunk[trʌŋk] 몸통   

demand[dimǽnd] 요구하다   count on 신뢰하다, 믿다   maintain 

[meintéin] 유지하다   off-center 중심에서 벗어난   subconsciously 

[sʌb̀kánʃəsli] 잠재의식적으로

35  정답 ④ ▶ 유형: 문장의 위치

현대 신경과학은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지각이 어느 정도 환영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가르쳐준다. 그것은 우리가 감각이 받는 원자료를 

처리하고 해석함에 의해 세상을 간접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이다. 그것

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처리가 우리를 위해 하는 일인데, 그것은 세상

의 모형을 생성시킨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주변을 둘러볼 때, 여러

분은 3차원 공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3
차원을 직접적으로 감지하지 않는다. 대신 여러분의 망막으로부터 온 

데이터의 평평한 2차원적 배열을 여러분의 뇌가 읽고 3차원의 감각

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나는 의자를 본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진짜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뇌가 의자에 대한 정신적 모

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Solution   주어진 문장은 우리가 보통 3차원 공간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 앞인 ④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12행_ For this reason, when we say, “I see a chair,” [what we 
really mean] is {that our brain has created a mental model of a 
chair}.

 주절에서 what ~ mean이 문장의 주어이고 is가 동사이며 that ~ chair가 

보어이다.

Words  dimension[diménʃən] 차원   neuroscience[njùərousáiəns] 

신경과학   in a way 어느 정도   perception[pərsépʃən] 지각, 인식   

illusion[ilúːʒən] 환영   raw data 원자료   array[əréi] 정렬, 배열   

retina[rétənə] 망막   sensation[senséiʃən] 감각

36  정답 ④ ▶ 유형: 문장의 위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 너머를 보는 것은 자연스레 창의적인 

대안을 초래한다. 대화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말을 많이 하

는 경향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러한 사람

이 대화를 지배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예상하기란 쉽다. 이것이 사실

일지라도, 관련된 또 다른 요인이 있다. 영향력이 있는 화자는 전형

적으로 아주 짧은 침묵의 순간 후에 말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에 유의

하라. 그와는 반대로, 덜 수다스러운 사람은 말을 하기 전에 더 오래 

기다린다. 이것은 “너는 말을 너무 많이 해.”라는 일상적 접근법에 대

한 대안을 제안한다. 한 대안은 “나는 누군가가 말하기를 멈출 것이

라고 예상하기 전에 1, 2초간의 침묵을 기다리는 걸 좋아해. 네가 그

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난 결국 말을 많이 하지 않게 돼.”

라고 말하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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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주어진 문장은 대조를 나타내는 연결사 In contrast를 포함하여 덜 

수다스러운 사람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대화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을 언급하는 내용 뒤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3행_ [Looking beyond what most people focus on] can lead, {in 
a natural way}, to creative alternatives.

 동명사구 Looking ~ focus on이 주어이고 can lead to creative 

alternatives가 술부이다. 이때 부사구 in a natural way가 중간에 삽입되었다.

Words  talkative[tɔ́ː kətiv] 수다스러운   lead to ~을 초래하다   creative 

[kriéitiv] 창의적인   alternative[ɔːltə́ː rnətiv] 대안   consider[kənsídər] 

생각하다   dominate[dámənèit] 지배하다   involve[inválv] 수반하다   

dominant[dámənənt] 영향력이 있는   silence[sáiləns] 침묵

37  정답 ④ ▶ 유형: 무관한 문장

미국에서 해마다 대략 90억 마리의 육용으로 사육되는 닭들이 도살

된다. 한 가금류 복지 전문가는 육용 조류의 가장 큰 복지 문제는 빠

른 성장과 연관된 것들이라고 말했다. 빨리 성장하는 동물을 기르기 

위한 양계 산업의 선택적 사육은 구조적 붕괴 직전에 있는 조류를 생

산해왔다. 이러한 성장률을 넓게 보면, 인간이 오늘날 닭만큼 빠르게 

성장한다면, 우리는 두 번째 생일쯤에 약 1,400 킬로그램이 나갈 것

이라고 Arkansas 대학 연구는 전한다. (복지 수준이 더 높은 실내 

시스템의 장점은 축소된 성장률, 덜 붐빔 그리고 더 많은 자연적 행

동의 기회이다.) 결과적으로, 육용으로 사육되는 90퍼센트의 닭들이 

구조적 기형을 갖게 된다.

Solution   육용 조류의 과도한 발육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글

이다. 따라서, 복지 수준이 높은 실내 (사육) 시스템의 장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④는 흐름상 어색하다.

구문 Solution  

5행_ The chicken industry’s selective breeding for fast-growing 
animals has produced birds [whose bodies are on the verge of 
structural collapse].

 관계대명사 whose 이하는 birds를 선행사로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절이다.

Words   slaughter[slɔ́ː tər] 도살하다   poultry[póultri] 가금   associated 

with ~와 관련된   selective[siléktiv] 선택적인   breeding[bríːdiŋ] 사육, 

양식   be on the verge of ~하기 직전에 있다   structural[strʌḱʧərəl] 

구조상의   collapse[kəlǽps] 붕괴, 와해   put A into perspective A를 넓

게 보다, A의 장래를 전망하다   deformity[difɔ́ː rməti] 기형, 불구

38  정답 ③ ▶ 유형: 무관한 문장

당신이 말하고 있는 동안 사람들이 당신의 손을 볼 수 없다면 그들은 

당신을 의심스럽게 여길 것이다. 따라서 타인과 얼굴을 맞대고 의사

소통을 하는 동안에는 손이 항상 보이게 하는 것을 명심하라. 손이 

테이블 아래 있는 누군가에게 당신이 말을 건적이 있다면, 당신은 그 

대화가 얼마나 불편한지 재빨리 감지할 것이다. (게다가 물론 공손하

게, 악수를 피하는 것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을 최소

화할 것이다.) 우리가 다른 개인들과 직접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는 

그들의 손을 볼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그것은 뇌가 의사소통 과정의

필수적 부분으로써 그것들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손이 시야 밖에 있

거나 덜 보일 때, 그것은 전달되고 있는 정보의 인지된 질과 정직성

을 손상한다.

Solution   사람들이 대화 중에 손을 보이지 않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생각이 들게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원인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글이다. 하

지만 ③은 악수를 피하는 것의 위생적 효과에 대해 말하는 문장이므로 글의 흐름

에서 벗어난다.

구문 Solution  

4행_ If you’ve ever talked to someone [whose hands are 
underneath  a  tab le ] ,  you  wi l l  qu ick ly  sense  {how 
uncomfortable the conversation feels}.

 whose ~ table는 someone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사절이며, how ~ 

feels는 동사 sense의 목적어로 쓰인 의문사절이다.

Words  regard[rigáːrd] 간주하다   suspicion[səspíʃən] 의심   visible 

[vízəbl] 보이는, 명백한   underneath[ʌǹdərníːθ] ~의 아래에   minimize 

[mínəmàiz] 최소화하다   infection[infékʃən] 감염   interact with ~와 

상호작용하다   in person 직접   integral[íntigrəl] 필수의, 완전한   out of 

sight 보이지 않는 곳에   detract from (가치를) 손상하다

39  정답 ③ ▶ 유형: 글의 순서

Cincinnati에서 있던 Braves와 Reds의 경기였다. 하지만 위대한 

Babe Ruth는 과거 한 때 그랬던 것만큼 더 이상 몸이 날렵하지 못

했다. 그는 반복적으로 공을 헛잡고 형편없이 던졌다.  

(B)   Babe가 세 번째 아웃 후에 필드를 벗어나 걸어서 더그아웃으로 

향했을 때, 점점 커지는 야유가 그의 귀에 들어왔다. 바로 그 때 

한 소년이 난간을 점프해 넘어 야구장으로 들어왔다.

(C)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채로, 그는 자신의 영웅의 다리를 팔을 뻗

어 안았다. Ruth는 1초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그 소년을 들

어 올려 안아주고, 자신의 발 위에 내려놓더니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관중석에서 나오던 소란은 갑자기 멈추었다. 

(A)   갑자기 어떤 야유도 없었다. 그 짧은 순간에 팬들은 두 명의 영

웅을 목격했다. 야구장에서 암울한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년에 마음을 쓴 Ruth와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걱정했던 작은 

소년이 그들이었다.

Solution   주어진 글에서 Babe Ruth의 형편없는 경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

므로 관중들이 야유를 보내는데 한 소년이 야구장으로 들어왔다는 내용의 (B)가 

이어지는 것이 알맞다. 그 소년이 Ruth를 안았고, Ruth가 소년을 쓰다듬어 주

었다는 (C) 다음에, 이런 모습에 관중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의 (A)가 오는 것

이 알맞다.

구문 Solution  

14행_ With tears streaming down his face, he threw his arms 
around the legs of his hero.

 <with＋목적어＋분사>는 동시상황을 나타내는 구문으로 ‘~한 채로’라는 의미이다. 

여기에서는 tears가 stream의 주체가 되므로 현재분사가 쓰였다.

Words  agile[ǽdʒəl] 날렵한, 민첩한   fumble[fʌḿbl] (공을) 헛잡다   in 

spite of ~에도 불구하고   dismal[dízməl] 암울한   care about ~에 마음

을 쓰다   lad[læd] 소년   crescendo[kriʃéndou] 점점 커짐   ra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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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iliŋ] 난간   hesitate[hézətèit] 주저하다   stand[stænd] 관람석   

come to a halt 정지하다   abrupt[əbrʌṕt] 돌연한, 뜻밖의

40  정답 ② ▶ 유형: 문단 요약

문이 열리고 닫히는 방식을 포함한 인테리어 디자인이 소비자가 다른 

차보다 어느 한 차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크게 기

여한다고 연구들이 제시한다. 왜일까? 일반적으로 고객은 자동차의 

외관 특성보다는 인테리어의 질감에 더 많이 반응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문이 닫히는 방식은 자동차의 질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에 있어

서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20년 전에 했

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차를 구입하지 않는다. 오늘날, 자동차 전시장

을 방문하는 평균적인 소비자들은 우선적으로 자동차 좌석에 앉아 본

다. 그들은 운전대를 만진다. 그들은 좌석 실내 장식에 자신들의 손을 

대본다. 그들은 ‘새 차 냄새’를 들이 마신다. 그들은 창문을 여닫는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 문을 닫고, 거기서 독특한 ‘쿵’소리를 듣는다. 

 

오늘날 사람들이 차를 구매할 때, 그들은 자동차 실내 디자인이 제공

하는 느낌을 높이 평가한다. 

Solution   오늘날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buy)’시 문이 열리고 닫히는 방식

을 포함해 실내 디자인이 주는 ‘느낌(feel)’을 중요시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구문 Solution  

4행_ Because in general customers respond more to the texture 
of the interior than they do to a car’s external features.

 <more ~ than …> 비교 구문이 쓰여 ‘…보다 더 ~한’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do는 앞의 respond를 대신하는 대동사이다.

Words  go a long way toward ~에 크게 기여하다   texture[téksʧər] 

질감   external[ikstə́ː rnl] 외부의   automotive[ɔ̀ː təmóutiv] 자동차의   

showroom[ʃóurùːm] 전시실   steering wheel 운전대   upholstery 

[ʌphóulstəri] 실내 장식   inhale[inhéil] (숨을) 들이마시다   distinctive 

[distíŋktiv] 독특한   clunk[klʌŋk] 쿵하는 소리   set a high value on ~

을 높이 평가하다   hygiene[háidʒiːn] 위생

41 정답 ②  42 정답 ④ ▶ 유형: 장문의 이해

한 연구에서, Rangel이라는 한 연구자가 자신이 모집한 자원자들에

게 오직 가격표만 붙어 있는 여러 와인을 조금씩 마시도록 요청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들은 90달러짜리 병을 단지 10달러가 든 것

으로 표시가 되어 있던 모음에 속한 다른 와인보다 더 낫다고 평가했

다. 그러나 Rangel은 속임수를 썼다. 그 두 와인은 사실은 동일했

다. 그것들은 둘 다 90달러짜리 병에서 나온 것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연구에는 두 번째 전환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와인 시음은 피실험자들이 fMRI(기능자기공명영상) 기계 속에서 두

뇌를 촬영 받는 동안 행해졌다. 결과로 나온 사진은 와인의 가격이 

기쁨의 경험과 관련된 부위인 안와전두피질이라 불리는 눈 뒤의 뇌 

부위에서의 활동을 증가시켜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비록 두 

와인이 다르지 않았지만, 그들의 맛 차이는 실재했고, 혹은 적어도 

피실험자들의 상대적인 맛 향유는 실재했다.

음료가 물리적으로 동일할 때 어떻게 두뇌가 한 음료를 다른 음료보

다 더 맛이 좋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 맛과 같은 감각 신호가 감각 

기관에서 그 신호들이 다소 간단한 방식으로 경험되는 두뇌 부위로 

이동한다는 고지식한 견해가 있다. 그러나 두뇌 구조는 그렇게 단순

하지 않다. 비록 그것을 인식하지는 못해도, 당신이 당신의 혀 위로 

시원한 와인을 흘려 넘길 때, 당신은 단지 그것의 화학 조성만을 맛

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또한 그 가격도 맛보는 것이다.

Solution   41. 피실험자들이 가격에 따라 와인의 맛을 다르게 느꼈고, 실제 두

뇌 촬영에서도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② ‘당신의 생각이 

가격을 결정한다’가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와인 제조의 비밀

③ 와인을 맛보고 마시는 방법

④ 와인 잔을 들라! 건강에 좋다!

⑤ 와인을 마시는 것은 잔의 모양에 의해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

42. 동일한 와인임에도 불구하고 표시된 가격에 따라 맛을 다르게 판단한다는 내

용 중, 사실 두 와인이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빈칸에  

④ ‘동일한’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유기농의 ② 상한 ③ 인공의 ⑤ 무알코올의

구문 Solution  

8행_ More important, the study had another twist: the wine 
tasting was conducted while the subjects were having their 
brains scanned in an fMRI machine.

 <have＋목적어＋과거분사>는 ‘(목적어)가 ~ 당하다〔받다〕’의 뜻이다.

20행_ The naive view is [that sensory signals, such as taste, 
travel from the sense organ to the region of the brain {where 
they are experienced in a more or less straightforward 
fashion}].

 that ~ fashion은 보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where ~ fashion은 장소를 수

식하는 관계부사절로 the region of the brain을 수식한다.

Words  recruit[rikrúːt] 모집하다, 뽑다   sip[sip] 홀짝이다, 조금씩 마시다   

label[léibəl] 가격표〔상표〕를 붙이다   cheat[ʧiːt] 속이다   twist[twist] (예

상 밖의) 전환   relative[rélətiv] 상대적인   beverage[bévəridʒ] 음료   

naive[naːíːv] 순진한, 고지식한   sensory[sénsəri] 감각의   sense organ 

감각 기관   more or less 다소   straightforward[strèitfɔ́ː rwərd] 간단한   

fashion[fǽʃən] 방식   architecture[áːrkətèkʧər] 구성, 구조   chemical 

composition 화학 조성

43 정답 ④  44 정답 ③  45 정답 ② ▶ 유형: 복합 문단의 이해

(A)   Yolanda Sevogia의 이웃 Stacey Savige는 어느 날 아침 자

신이 그 지역 초등학교 주변에서 돌아다니고 있던 것을 발견한 

길을 잃은 테리어를 그녀가 봐줄 수 있는지 물으며 그녀의 집 문

을 두드렸다. Yolanda는 그 개를 봐 줄 것에 동의했지만 

Stacey에게 그 날 하루만이라고 말했다. 그 두 여성은 그 개의 

사진을 찍어 4천 장의 (개) 습득 전단지를 인쇄해, 우편함에 밀어 

넣었다.

(D)   한편, Yolanda는 염가판매 상점에 가 애완 용품을 좀 샀고, 그

녀의 두 아들에게 그 개와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다. 당시 

Yolanda의 아들 Azaiah은 10살이었고, Christian은 21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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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Christian은 다운증후군이 있었고 최근에는 심장과 신장 

수술을 받았다. 나흘 후에도 여전히 Yolanda는 그 개를 돌보고 

있었고, 그들은 그 개를 RaeLee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개는 망으로 된 문을 밀치고 달

려 나가 그녀를 향해 거세게 짖었다.

(B)   그녀가 문을 열자마자, RaeLee는 소년들의 방으로 달려 들어갔

고, 거기서 Yolanda는 격렬한 발작 중인 Christian을 발견했

다. RaeLee는 Christian에게 달려갔지만, Yolanda가 

Christian을 돕기 위해 몸을 구부리자 그 개는 조용해졌다. “그

가 나를 데리러 오지 않았더라면, Christian은 질식해서 죽었을 

겁니다.”라고 Yolanda는 Tampa Bay Times지에 전했다. 이

때까지, 어느 누구도 그 개를 되찾기 위해 전화를 걸어오지 않아 

Yolanda는 그를 데리고 있기로 했다.

(C)   다음 날 아침 Stacey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Linda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자신의 잃어버린 개를 알아보고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

호로 전화를 걸어왔다. Stacey는 울기 시작했고, “그 개가 내 친

구의 아들을 살렸어요.”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Linda는 

Yolanda의 집으로 자신의 개를 데리러 운전을 해서 갔고, 현관

에서 울고 있는 Azaiah와 창가에 있는 Christian을 보았다. 얼

마 후 Linda는 “아마도 Odie가 당신을 찾게끔 되어 있었나봅니

다. 아마도 당신이 그를 데리고 있어야 겠네요.”라고 말했다.

Solution   43. 글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A) Stacey가 개를 데리고 

와 Yolanda에게 맡긴다. → (D) Yolanda가 직장에서 돌아오자 개가 달려 나

와 짖는다. → (B) 개를 따라가 보니 발작 중인 Christian을 발견한다. → (C) 원

래 주인인 Linda가 개를 찾으러 왔지만, 그간 있었던 일을 생각하여 Yolanda

에게 개를 데리고 있으라고 한다.

44. (c)는 개 주인인 Linda를 가리키지만, 나머지 (a), (b), (d), (e)는 Yolanda

를 가리킨다.

45. Yolanda가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Christian은 발작 중(As soon 

as she ~ Yolanda found Christian in the middle of a violent 

seizure.)이었으므로 ②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13행_ “If he hadn’t come to get me, Christian would have 
choked and died,” Yolanda reported to the Tampa Bay Times.

 <If＋주어＋had＋과거분사 ~, 주어＋would〔could, might〕 have＋과거분

사 …>의 가정법 과거완료가 쓰인 문장으로 과거와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27행_ Yolanda went to the dollar store and bought some pet 
supplies, warning her two sons not to fall in love with the dog.

 warning 이하는 연속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문장의 주어인 Yolanda

가 의미상 주어이다. 

Words  keep an eye on ~을 지켜보다   roam[roum] 거닐다, 배회하다   

stuff[stʌf] 밀어 넣다   sprint[sprint] 전속력으로 달리다   seizure[síːʒər] 

발작   bend over 구부리다, 숙이다   choke[ʧouk] 질식하다   claim 

[kleim] ~의 권리를 주장하다   flier[fláiər] 전단지   porch[pɔːrʧ] 현관   

be supposed to ~하기로 되어 있다   in the meantime 한편   dollar 

store 염가 매장   undergo a surgery 수술을 받다   kidney[kídni] 신장   

look after 돌보다   fling[fliŋ] 돌진하다   bark[baːrk] 짖다

REVIEW 13 회

A  1. 연대순으로 기록하다  2. 인식  3. 단념시키다  4. 윤리학   

5. 공간적인  6. 풍요로운  7. 등록하다  8. 첨부된  9. 상대자, 

대응자  10. 인가하다, 허가하다  11. 지배하다  12. 결과    

13. 농도, 강도  14. 부적절한  15. 경향, 성향  16. 유지하다  

17. 차원  18. 지배하다  19. 붕괴, 와해  20. 최소화하다

B  1. detained  2. transmit  3. subconsciously  4. deformities

C  1. initiative  2. subsidies  3. texture

본문 p.146

18 ④ 19 ② 20 ② 21 ② 22 ⑤ 23 ① 24 ③ 25 ②

26 ⑤ 27 ③ 28 ④ 29 ③ 30 ⑤ 31 ③ 32 ① 33 ③

34 ② 35 ④ 36 ⑤ 37 ④ 38 ④ 39 ⑤ 40 ⑤ 41 ④

42 ④ 43 ④ 44 ④ 45 ③

독해 기본 모의고사14회제
본문 pp.147~155

18  정답 ④ ▶ 유형: 목적 추론

Payton 씨께,

제가 당신께 새로운 고객의 샌프란시스코 청중에 대한 명세 사항을 

전달하지 않을 만큼 어찌 이리도 부주의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것을 완전히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당신께 그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태만히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

니다. 오늘 저는 그 고객님께도 사과 편지를 보내며, 당신이 그의 기

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실수 때문임을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

여, 향후 설명회에 대한 그의 명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슬라이드를 사용하지 마세요.

•조명은 계속 켜 두세요.

•가능한 한 격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앞으로 저는 당신께 그러한 선호 사항을 미리 제공하는 것을 더욱 성

실히 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Virginia Phillips

Solution   실수로 고객의 청중에 대한 명세 사항을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

하고, 향후 설명회에 대한 고객의 명세 사항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구문 Solution  

2행_ How could I have been so careless as not to have told you 
about the new client’s specifications for his audiences in San 
Francisco?

 <could have＋과거분사>는 ‘~할 수 있었을 것이다’의 뜻이다. <so＋형용사＋

as＋to부정사>는 ‘~할 만큼 …한〔하게〕’의 의미를 나타낸다.

Words  careless[kɛə́rlis] 부주의한   specification[spèsəfikéiʃən]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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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세목   slip one’s mind 깜빡 잊어버리다   apologize[əpálədʒàiz] 사

과하다   d e m o n s t r a t i o n [ d è m ə n s t r é i ʃ ə n ]  설명(회) ,  실연

informal[infɔ́ː rməl]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diligent[dílədʒənt] 근면한   

up front 미리, 선불로

19  정답 ② ▶ 유형: 필자의 주장

농부들에게는 수십 년 동안 다른 산업 노동자들이 누려 오던 기본적

인 보호책이 부족하다. 농약 노출에 의한 작업장 중독을 단속하는 보

호책에 관해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1998
년부터 2000년까지 51%의 중독 사건이 농약이 투약 장소에 농부들

에게로 흘러왔을 때 발생했다. 또 다른 25%는 농약 잔여물과의 피부 

접촉에서 발생했다. 캘리포니아 농약규제부는 (농약의) 흐름과 잔여

물 사건 중 각각 286건(42%)과 189건(56%)에서 어떠한 관련 있는 위

반도 발견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상당수의 사건에서, 기존의 법률

과 규제는 농부들을 중독에서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 더 효과적인 법

률의 시행을 향한 진보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Solution   기존 법률과 규제가 농약 노출로부터 농부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

하므로 그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구문 Solution  

1행_ Farmworkers have lacked basic protections enjoyed by 
workers in other industries for decades. 

 enjoyed ~ decades는 과거분사구로 basic protections를 수식한다.

Words  when it comes to ~에 관한 한   regulatory[régjulətɔ̀ː ri] 규제

력을 지닌, 단속하는   pesticide[péstisàid] 살충제, 농약   exposure 

[ikspóuʒər] 노출   representative[rèprizéntətiv] 대표적인   drift[drift] 

흐르다, 표류하다, 표류   application[ӕpləkéiʃən] 도포, 바르기   result 

from ~이 원인이다   residue[rézədjùː] 잔여물   relevant[réləvənt] 관련 

있는   violation[vàiəléiʃən] 위반   respectively[rispéktivli] 각각   

substantial[səbstǽnʃəl] 상당한   existing[igzístiŋ] 기존의   regulation 

[règjuléiʃən] 규정, 규제   enforcement[infɔ́ː rsmənt] 시행, 집행

20  정답 ② ▶ 유형: 심경 추론

나의 외로운 헤드라이트가 내 앞의 갓 내린 눈을 탐색했다. 나는 추

위에 맞서 내 코트의 맨 위 단추를 만지작거렸다. 하고 많은 밤 중에 

(하필 오늘)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아빠는 출장으로 Seattle에 가셨고 

Roger 오빠는 대학에 있는데! “생각하지 말고 운전이나 하자.” 바퀴

가 얼어붙은 길에서 옆으로 미끄러졌을 때 나는 혼잣말을 했다. 나는 

분투하는 앞 유리창 와이퍼의 리듬에 맞는 노래를 생각해 내려고 애

썼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 노래는 없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놀

랍지 않았다. 이 눈보라가, 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토록 아름

답고 순수하다고 생각했던 것과 같은 강설이 이제는 그토록 무자비하

게 어머니의 차를 도로 밖으로 억지로 밀어낸 흰 망토를 쓴 악당이 

되었다. 이제 그녀는 위독한 상태에서 의식 없이 누워 있다. 얼어붙

은 눈물 줄기가 내 뺨에 방울졌다. 나는 눈을 닦으려고 왼손에서 장

갑을 빼냈다.

Solution   폭설이 내린 날 어머니가 사고를 당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

가는 상황이므로 ② ‘다급하고 걱정하는’ 심경일 것이다.

① 흥분하고 짜릿한  ③ 안심하고 행복한 

④ 차분하고 만족한  ⑤ 피곤하고 지루한

구문 Solution  

9행_ This snowstorm, the same snowfall [I had thought so 
beautiful and pure just two hours ago], was now the white-
cloaked villain [who had so mercilessly forced my mother’s 
car off the road].

 the same ~ ago는 This snowstorm과 동격 관계로 This 

snowstorm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I ~ ago는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된 

관계사절로, 앞의 the same snowfall을 수식한다. who ~ road 또한 관계사

절로, the white-cloaked villain을 수식한다.

Words  fumble[fʌmbl] 더듬다   sideways[sáidwèiz] 옆으로   struggle 

[strʌgl] 분투하다   windshield[wíndʃiːld] (자동차의) 앞 유리   snowfall 

[sńoufɔ̀ː l] 강설   cloak[klouk] 망토   villain[vílən] 악당   mercilessly 

[mə́ː rsilisli] 무자비하게   unconscious[ʌǹkánʃəs] 의식이 없는   in critical 

condition 위독한   string[striŋ] 실, 줄   bead[biːd] 방울이 되어 붙다

21  정답 ② ▶ 유형: 목적 추론

Pennsylvania 대학교의 Martin Seligman 박사는 낙관주의를 주

제로 한 연구를 22년간 했다. 그의 가장 중요한 결론 중 하나는 사람

들이 그들의 ‘설명 방식’에 따라 낙관적이기도 하고 비관적이기도 하

다는 것이었다. 당신의 설명 방식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사건을 해

석해주는 방식이다. 각각의 사람은 하나의 사건 혹은 상황에 대해 자

신만의 인식이나 해석을 가질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식이 무엇이든, 

그의 감정은 자신의 해석의 결과로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인식이 현

실이다.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에 항상 첫 번째 사람의 버전, 두 번째 

사람의 버전,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존재

한다고 하는 이유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어떠한 생

각 대신 당신을 긍정적으로 혹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생각을 하기로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

Solution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 즉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므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설명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글이다. 

구문 Solution  

10행_ That’s why it is said that there are always three sides to 
a story, [the first person’s version, the second person’s, and 
what actually occurred].

 it은 가주어이고 that 이하가 진주어이다. the first ~ occurred는 앞의 

three sides to a story를 부연 설명해 주고 있다.

Words  optimism[áptəmìzm] 낙관주의   optimistic[àptəmístik] 낙관

적인   pessimistic[pèsəmístik] 비관적인   interpret[intə́ː rprit] 해석하다, 

이해하다   perception[pərsépʃən] 인지, 인식   interpretation 

[intə̀ː rprətéiʃən] 해석   in place of ~ 대신에

22  정답 ⑤ ▶ 유형: 제목 추론

아이가 18개월과 24개월 사이일 때쯤에, 모든 어머니들의 대략 절반

은 노동 인구로 재진입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제 1 방어선이 된다. 이 사람은 책임을 가지고 (아이가) 깨어 있는 많

은 시간을 보낸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아이 언어 발달의 협력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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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아이 돌보미를 선택할 때, 아기들에

게 많은 말을 하고 언어를 쓰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을 골라라. 당신

의 아이 돌보미에게 이것을 강화하고 장려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

며,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양육자를 당신 아이의 언어 발달에 있어 

협력자로 볼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아이 돌보미가 당

신의 아기에게 말을 걸며 그의 미숙한 시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무시하지 않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아이 돌보미에게 질문을 하고 당

신의 염려를 공유하라. 당신의 아이 돌보미는 당신의 아기가 말했거

나 행동했던 것을 당신에게 알려줄 수 있다.

Solution   아이의 양육에서, 특히 언어 발달 교육을 위해 아이를 돌보는 사람과 

협력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⑤ ‘아이의 언어를 위해 아

이 돌보미와 협력자가 되어라’가 가장 적절하다.

① 대가족에서 아이 돌보미의 역할

② 일하는 엄마 대 집에 있는 엄마

③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외국인 아이 돌보미 고용하기

④ 일하는 엄마들이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들

구문 Solution  

6행_ When you select a caregiver, pick someone or some 
environment where babies are talked to a lot and engaged with 
language.

 where ~ language는 someone or some environment를 수식하

는 관계부사절이다. 관계부사절 안에서 동사 are talked와 (are) engaged가 등

위접속사 and에 의해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Words  approximately[əpráksəmətli] 대략   work force 노동 인구   

caregiver[kԑə́rgìvər] (아이, 병자들을) 돌보는 사람   line of defense 방어

선   crucial[krúːʃəl] 중대한   ally[əlái] 동맹국, 협력자   engage[ingéidʒ] 

관여시키다   reinforce[rìːinfɔ́ː rs] 강화하다   immature[ìməʧúər] 미숙한   

fill ~ in on … ~에게 …을 알려주다

23  정답 ① ▶ 유형: 주제 추론

1879년에 독일인 심리학자 Wilhelm Wundt는 세계 최초의 심리

학 실험실을 시작하기 위해 Royal Saxon 교육부에 돈을 청원했다. 

그의 요청은 거부되었지만, 그는 어쨌든 1875년부터 비공식적으로 

작은 교실에 실험실을 설립했다. 그와 같은 해에 William James라
는 하버드 교수가 ‘생리학과 심리학 간의 관계’라는 새로운 강좌를 가

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Lawrence Hall의 두 지하 방에 비공

식적인 심리학 실험실을 설립했다. 1891년에 그것은 하버드 심리학 

실험실로서의 공식적 지위를 획득했다. 그들의 선구자적인 노력을 인

정하여, 한 베를린 신문이 Wundt를 ‘구세계의 심리학 교황’으로, 그

리고 James를 ‘신세계의 심리학 교황’으로 언급했다. 심리학이 마침

내 과학적 기반에 놓이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실험 작업과 Weber에
게 영감을 받은 다른 사람들에 의한 실험 작업을 통해서였다.

Solution   Wilhelm Wundt와 William James와 같은 심리학자들의 선

구적인 노력에 의해 심리학이 공식적인 연구 분야가 되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

서 글의 주제로 ① ‘심리학은 어떻게 공식적 연구 분야가 되었나’가 가장 적절하다.

② 심리적 학대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③ 왜 과거의 사람들은 과학자들을 믿지 않았는가

④ 왜 과학과 종교는 다르게 생각하는가

⑤ 왜 과학 연구가 자금 지원의 가치가 있는가

구문 Solution  

15행_ It was through their experimental work, and that of others 
inspired by Weber, that psychology was finally put in a 
scientific footing.

 <It is ~ that> 강조 구문이 쓰여 through ~ by Weber를 강조하고 있다. 

their는 Wundt와 James를 지칭하고 that은 (the) experimental work를 

가리킨다.

Words  petition[pətíʃən] 청원하다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informally[infɔ ́ːrməli] 비공식으로   attain[ətéin] 이루다, 획득하다   

status[stéitəs] 지위, 신분   in recognition of ~을 인정하여   

pathbreaking[pǽθbrèikiŋ] 개척자〔선구자〕적인   refer to A as B A를 B

로 언급하다   pope[poup] 교황   experimental[ikspèrəméntl] 실험의   

inspire[inspáiər] 영감을 불어넣다   footing[fútiŋ] 발판, 기반

24  정답 ③ ▶ 유형: 내용 불일치

납 노출

안전 공지

1세에서 5세까지 약 31만 명의 미국 아이들은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혈중 납 농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몇 달, 몇 년에 걸쳐 축적되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

•  아이들은 70퍼센트까지 납 성분을 흡수하며, 성인은 대략 20퍼센트

를 흡수함

•학습 장애, 행동 장애, 성장 둔화를 일으킬 수 있음

•매우 높은 수준일 경우 혼수상태, 사망을 일으킬 수 있음

(유발) 원인

•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집에 있는 납을 주성분으로 한 페인트, 오

염된 먼지

•납 파이프에서 나오는 식수

•토양 (납은 생물 분해가 되거나 썩지 않음)

•장난감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

•아이가 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 차단시키기

•아이의 손과 장난감을 자주 씻어주기

•마시거나 요리에 차가운 수돗물만 이용하기

•집이 1978년 이전에 지어졌다면 페인트와 집안 내 먼지 점검하기

Solution   Very high levels can cause coma, death에서 알 수 있듯

이 ③이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구문 Solution  

3행_ About 310,000 U.S. children ages 1 to 5 have higher blood 
lead levels than other groups, which can accumulate over 
months and years and cause serious health problems.

 which 이하는 관계사절로 앞 문장의 blood lead levels에 대한 추가적인 설

명을 제공한다.

Words  lead[led] 납   exposure[ikspóuʒər] 노출   accumulate 

[əkjúːmjulèit] 축적되다   absorb[æbsɔ́ː rb] 흡수하다   lead to ~로 이어지

다   learning disabil ity 학습 장애   coma[kóumə] 혼수상태   

contaminate[kəntǽmənèit] 오염시키다   biodegrade[bàioudigréid] 

생물 분해하다   decay[dikéi] 썩다   screen[skriːn] 차단시키다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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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ənsə́ː rn] 걱정   tap water 수돗물

25  정답 ② ▶ 유형: 내용 불일치

Vivace 스튜디오

어린이 여름 캠프

6~12세 대상

Vivace 스튜디오 여름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요가, 춤, 그리고 창의

적인 미술을 통하여 신나는 새로운 세계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합니

다. 두 개의 일주일 세션이 전일 혹은 반일로 있습니다.

세션

•첫 번째 주: 6월 29일 - 7월 3일 

•두 번째 주: 7월 13일 - 7월 17일

시간

•아침 세션: 오전 9:00 - 오후 12:00
•오후 세션: 오후 1:30 - 오후 4:00
•점심: 오후 12:00 - 오후 1:20
가격 (주당)

•반일(오전): 180달러

•반일(오후): 200달러

•전일: 360달러

※ 가족 할인! 

동일 가족에서 추가되는 한 아이 당 20% 할인을 받게 됩니다.

Vivace 스튜디오
===========================

시각 예술과 공연 예술 학교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412-722-9100으로 전화해 주세요.

혹은 info@vivacestudios.us로 이메일 주세요.

Solution   두 개의 일주일 세션이 열흘의 간격을 두고 이어지므로(Week 

One: June 29 − July 5 / Week Two: July 13 − July 19) ②는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4행_ Vivace Studios Summer Camp offers children an 
opportunity to explore exciting new worlds through yoga, 
dance, and creative arts.

 <offer＋간접목적어(children)＋직접목적어(an opportunity)> 구문은 ‘~에게 

…을 제공해주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to explore 이하는 앞의 an opportunity

를 수식하는 to부정사구이다.

Words  session[séʃən] 수업, (활동) 기간   additional[ədíʃənl] 추가적인

26  정답 ⑤ ▶ 유형: 도표의 이해

위 그래프는 미국인들이 무역과 외국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를 보여준다. 2002년 미국인들의 약 5분의 4는 증가하는 타국과의 

무역과 사업상의 제휴가 좋은 것이라는 견해를 가졌다. 그러나 2007
년쯤에, 증가하는 국제 사업 제휴의 혜택에 대한 미국 대중의 믿음은 

19퍼센트 포인트가 떨어져서 59퍼센트가 되었고 2008년에는 53퍼

센트로 더 폭락할 터였다. 무역의 가치에 대한 믿음은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꽤 꾸준하게 남아 있었다. 2010년경에 무역의 효능에

대한 전 세계적인 믿음은 84퍼센트였던 반면, 미국의 수치는 겨우 66
퍼센트로 회복되었을 뿐이다. 그 때 이래로, 전 세계의 중간값은 76
퍼센트로 빠르게 증가(→ 하락)한 반면 미국의 관점은 2014년에 68
퍼센트로 상대적으로 변동이 없었다.

Solution   도표에서 2010년 이래로 전 세계의 중간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

므로 빠르게 증가했다고 한 ⑤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2행_ In 2002, about four-fifths of Americans held the view that 
growing trade and business ties with other countries was a 
good thing.

 that ~ thing은 the view와 동격을 이루는 절이다.

Words   median[míːdiən] 중간값   tie[tai] 제휴, 유대   tumble[tʌmbl] 

굴러 떨어지다, 빠르게 하락하다   steady[stédi] 꾸준한   efficacy[éfikəsi] 

효능, 효험   relatively[rélətivli] 상대적으로   stable[stéibl] 안정적인

27  정답 ③ ▶ 유형: 내용 불일치

해리성 기억상실증은 해리 장애라 불리는 일련의 질환 중 하나이다. 

해리성 기억상실증은 어떤 사람이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주거나 정신

적 외상을 초래하는 사건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차단할 때 발생하며, 

이는 그 사람이 중요한 개인적인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

한 장애가 있으면, 기억상실의 정도가 정상적인 건망증을 넘어서서 

장기간의 기억 내 공백 혹은 정신적 외상을 초래하는 사건에 얽힌 기

억 속의 공백을 포함하게 된다. 해리성 기억상실증은 단순한 기억상

실과 같지 않은데, 이는(단순한 기억상실은) 보통 두뇌의 질병이나 

부상의 결과로 기억에서 정보가 상실되는 것을 포함한다. 해리성 기

억 상실증이 있으면, 기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사람의 정신 속에 

깊이 묻혀 있으며 상기시킬 수 없다. 그러나 기억은 저절로 혹은 그 

사람의 주변 환경에 있는 무언가로 촉발된 후에 다시 떠오를 수 있다.

Solution   두뇌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단순한 기억상실증에 

해당되므로(Dissociative amnesia is not the same as simple 

amnesia ~ as the result of disease or injury to the brain.) ③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2행_ Dissociative amnesia occurs when a person blocks out 
certain information, usually associated with a stressful or 
traumatic event, leaving him or her unable to remember 
important personal information.

 usually ~ event는 certain information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또

한 leaving ~ information은 분사구문으로 연속상황을 나타낸다.

Words  dissociative amnesia 해리성 기억상실증   condition 

[kəndíʃən] 질환   traumatic[trəmǽtik] 정신적 외상을 일으키는   

disorder[disɔ́ː rdər] 장애   forgetfulness[fərgétfəlnis] 건망증   recall 

[rikɔ́ː l] 기억해 내다, 상기하다   resurface[rìːsə́ː rfis] 다시 떠오르다, 드러나다   

trigger[trígər] 촉발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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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정답 ④ ▶ 유형: 문법성 판단

아기 고양이는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며 천성적으로 말썽꾸러기이므

로, 유혹 요소를 제거하고 부서질 수 있는 귀중품을 집어넣는 것은 우

리에게 달려 있다. 기본적으로 아기 고양이들은 당신의 골동품 크리스

털 꽃병과 종이 뭉치 간의 가치 차이를 알지 못하며, 정말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당신 집의 각 방을 주의 깊게 거닐어 보라. 방마다 물품 

목록을 만들고 당신의 호기심 많고 모험을 찾는 고양이를 유인할지도 

모르는 것을 예상해 보려고 노력해라. 당신이 걸음마 단계 아기나 손

자들에게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양육 기술을 연습하라. 고양이 먹이, 

쓰레기, 혹은 다른 고양이에게 허용되지 않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문에 

어린이 방지 걸쇠를 설치하라. 전선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밀어 넣

고, 깨지기 쉬운 물건과 귀중품은 서랍이나 닫힌 문 뒤에 두어라. 책이

나 잡지 더미를 그들이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곳에 두지 마라. 

Solution   (A) 부정어구 nor가 앞으로 나와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었으므로 동

사 care를 대신하는 대동사 do를 써야 한다.

(B) 수식할 선행사가 없고 뒤에 이어지는 절이 주어가 없어 불완전하므로 선행사

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을 써야 한다.

(C) 동사 place로 시작하는 완전한 문장이고 접속사가 없으므로 현재분사인 

housing을 써서 명사 doors를 수식하는 구로 만든다.

구문 Solution  

1행_ Kittens are inquisitive creatures and mischievous by 
nature, so it’s up to us to remove temptations and stow 
valuables that can be broken.

 it은 가주어이고 to remove 이하가 진주어이다. 등위접속사 and에 의해 두 개

의 to부정사 to remove와 (to) stow가 병렬구조를 이룬다. that ~ broken은 

앞의 valuables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다.

Words  inquisitive[inkwízətiv] 탐구심〔호기심〕이 많은   mischievous 

[mísʧivəs] 짓궂은, 말썽꾸러기의   by nature 천성적으로   it’s up to ~에게 

달려 있다   temptation[temptéiʃən] 유혹   stow[stou] 집어넣다   

valuable[vǽljuəbl] 귀중품   when it comes down to it 기본적으로   

antique[æntíːk] 골동품인   wad[wad] 뭉치   inventory[ínvəntɔ̀ː ri] 물

품 목록   entice[intáis] 유인하다   feline[fíːlain] 고양잇과 동물   latch 

[læʧ] 걸쇠   house[haus] 보관하다   tuck[tʌk] 밀어 넣다   electrical 

cord 전선   stack[stæk] 더미   topple[tapl] 넘어뜨리다

29  정답 ③ ▶ 유형: 어휘 의미 파악

한 연구에서, 피실험자들은 3개의 다른 세제 상자를 받았고 그것들을 

몇 주 동안 전부 시험해 본 후, 어떤 것이 가장 맘에 들었고 왜 그런

지에 대하여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한 상자는 대부분 노란색

이었고, 또 다른 것은 파란색이었으며, 세 번째 것은 노란색이 소량 

들어간 파란색이었다. 그들의 보고서에서, 피실험자들은 압도적으로 

혼합된 색깔의 상자의 세제에 호의를 보였다. 그들의 논평에는 세제

의 상대적인 장점에 대한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어느 것도 

상자는 언급하지 않았다. 왜 그들이 그래야 하겠는가? 예쁜 상자가 

세제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것은 

단지 상자 뿐이었다. 안의 세제는 전부 동일했다. 우리는 제품을 그 

상자로 평가하고, 책은 표지로 평가하며, 심지어 회사의 연간 보고서

는 그 화려한 마무리로 판단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판단을 내릴 

때 종종 관련 없는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Solution   (A) 뒷 문장에서 논평에 세제의 장점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므로 혼합

된 색 상자의 세제를 좋아했다는 의미가 되도록 ‘호의를 보였다(favored)’가 적

절하다. (hated: 싫어했다)

(B) 다른 것이 상자뿐이었으므로 안의 세제는 같았다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 따라

서 ‘동일한(identical)’이 적절하다. (different: 다른)

(C) 판단을 내릴 때 제품 대신 박스, 책의 내용 대신 표지와 같이 직접적으로 연관

이 없는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이므로, ‘관련 없는(irrelevant)’이 적절하

다. (relevant: 관련 있는)

구문 Solution  

1행_ In one study, subjects were given three different boxes of 
detergent and asked to try them all out for a few weeks, then 
report on which they liked best and why.

 수동태 문장으로, 등위접속사 and에 의해 동사 were given과 (were) asked

가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asked 다음의 to부정사 to try와 (to) report 역시 

병렬구조를 이룬다.

Words  subject[sʌ́bdʒikt] 피실험자   detergent[ditə́ːrdʒənt] 세제   

predominantly[pridámənəntli] 대개, 대부분   splash[splæʃ] 방울, 튄 물   

overwhelmingly[òuvərhwélmiŋli]  압도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corporation[kɔ̀ː rpəréiʃən] 기업, 회사   glossy[glási] 화려한

30  정답 ⑤ ▶ 유형: 지칭 추론

한 작은 남자가 비행기에 타서 창가에 앉는다. 몇 분 후에, 몸집이 크

고, 육중하며, 강하고 비열해 보이는 남자가 그의 옆자리에 털썩 주

저앉고 즉시 잠든다. 작은 남자는 약간 비행기 멀미가 나기 시작하지

만, 그는 화장실에 갈 수 있을지 묻기 위해 큰 남자를 깨우기가 두렵

다. 그는 자신이 그의 위로 넘어가지 못할 것을 알기에 작은 남자는 

거기에 앉아서 큰 남자를 쳐다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갑자기 비행기가 에어 포켓(저기압 지역)에 닿고 통제

할 수 없는 메스꺼움의 파도가 작은 남자를 휩쓸고 지나간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큰 남자의 가슴 전체에 토한다. 약 5분 후

에 큰 남자는 잠에서 깨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자신의 온 몸에 있는 

토사물을 본다. “그래서,” 작은 남자는 말한다. “이제 기분이 좀 나아

지셨어요?”

Solution   ⑤는 크고 육중한 남자를 가리키는 반면, 나머지 ①, ②, ③, ④는 모

두 작은 남자를 지칭한다.

구문 Solution  

6행_ He knows he can’t climb over him, and so the little guy is 
sitting there, looking at the big guy, trying to decide what to 
do.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두 개의 분사구문이 the little guy의 동작을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Words  mean[miːn] 비열한   plop down 털썩 주저앉다   airsick[ɛə́rsik]  

비행기 멀미가 난   air pocket 에어 포켓(비행기의 급강하를 초래하는 저기압 지

역)   uncontrollable[ʌǹkəntróuləbl] 통제할 수 없는   nausea[nɔ́ː ziə] 메

스꺼움   puke[pjuːk] 토하다   chest[ʧest] 가슴   vomit[vámit] 토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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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답 ③ ▶ 유형: 빈칸 추론

그리스 신화에서, Procrustes는 Eleusis라는 도시의 근처에서 살던 

강도였다. 그는 여행자들을 환대하면서, 밤을 지내도록 여행자들을 

초대했다. 그러나 여행자들이 그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Procrustes
는 그들을 철제 침대에 묶곤 했다. 그들이 침대보다 짧으면, 그는 그

들이 침대만큼 길어질 때까지 침대 위에서 그들을 늘이곤 했다. 손님

이 침대보다 크면, Procrustes는 그들이 들어맞을 때까지 그들의 다

리를 잘라내곤 했다. 어떤 경우든, 그의 희생자들은 죽었다. 

Procrustes는 그리스의 영웅 Theseus의 손에 숨을 거두었는데, 

Theseus는 그 강도가 자신의 희생자들을 다루었던 것과 동일한 방

식으로 그를 죽였다. 오늘날 Procrustes의 침대라는 용어는 독단적

으로 결정되고 모두가 따르도록 강요받는 일련의 조건들을 의미한다.

Solution   Procrustes의 침대는 Procrustes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마음대로 판단해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이용되었으므로, 빈칸에는 ③ ‘독단적으로 

결정되고’가 가장 적절하다.

① 전보다 더 약하고

② 이해하기 더 쉽고

④ 공정하고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구문 Solution  

9행_ Procrustes met his end at the hands of the Greek hero 
Theseus, who killed him the same way that the robber took 
care of his victims.

 who ~ victims는 관계사절로 the Greek hero Theseus를 부연 설명하

며 him은 Procrustes를 나타낸다. that 이하는 앞의 the same way를 수식

하는 관계부사절이다.

Words  mythology[miθálədʒi] 신화   hospitality[hàspətǽləti] 환대   

rack[ræk] 선반, 침대   meet one ’s end 최후를 맞다, 숨을 거두다   

conform to ~에 따르다, 순응하다   arbitrarily[áːrbətrèrəli] 독단적으로

32  정답 ① ▶ 유형: 빈칸 추론

처음으로 개인적 성장에 다가가는 사람들이 하는 흔한 실수는 너무 

과하게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한 재미있는 해석이 

Charles Schulz의 만화 Peanuts에서 포착되었다. 야구장에서 삼

진 아웃 후에, Charlie Brown은 덕아웃으로 돌아와 벤치에 털썩 앉

는다. “난 결코 메이저리그 선수는 되지 못할 거야. 평생 난 메이저리

그에서 뛰겠다는 꿈을 꾸었지만 내가 결코 해낼 수 없다는 걸 알아.” 

항상 충고해 주는 사람인 Lucy는 대답한다. “Charlie Brown, 넌 

너무나 머나먼 앞을 생각하고 있어. 네가 해야 하는 일은 너 자신에

게 좀 더 가까운 목표를 세워주는 거야.” “가까운 목표?” Charlie는 

묻는다. 많은 사람들처럼, 그도 그런 것을 결코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래,” Lucy는 충고한다. “다음 회부터 시작해 봐. 투구를 하러 나

갈 때, 넘어지지 않고 마운드로 걸어갈 수 있는지부터 살펴!”

Solution   평생 메이저리그 선수가 될 수 없을 거라며 좌절하는 Charlie 

Brown에게 Lucy는 너무 먼 앞날의 목표를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목표부터 세

우라고 충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필자가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

수를 지적하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① ‘너무 과하게 시도한다는 것’이 가장 적절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평범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③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는 것

④ 우선 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⑤ 오직 부자들에게서만 배운다는 것

구문 Solution  

10행_ What you need to do is set more immediate goals for 
yourself.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관계사절이 주어로 쓰였으며 동사 

is 다음에 to가 생략되었다

Words  take[teik] 의견, 해석   capture[kǽpʧər] 정확히 포착하다   

comic strip 만화   dugout[dʌgaut] (야구장의) 대기석, 덕아웃   slump 

[slʌmp] 털썩 주저앉다   big league 메이저리그   inning[íniŋ] (야구 9회 중

의 한) 회   pitch[piʧ] 던지다

33  정답 ③ ▶ 유형: 빈칸 추론

당신이 학습자로서 당신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 중 하

나는 성장 과정을 가치 있게 여기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그 여정을 즐기는 편이 낫다. 몇 년 전에 

나는 친구들인 Vern과 Charlene Armitage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Charlene은 많은 고객들과 일하는 성공한 인생 상담 

코치이다. 나는 그녀가 코치할 때 무엇에 집중하는지를 물었다. 그녀

의 대답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개발해야 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녀는 말했다. “인생의 

목표는 연간 목표를 세움으로써 도달될 수 있어. 연간 목표는 일일 

목표에 도달함으로써 도달될 수 있고. 일일 목표는 처음에는 불편할

지 몰라도 결국엔 습관이 되는 것들을 함으로써 도달될 수 있지. 습

관은 강력한 것이야. 습관은 행동을 태도로, 그리고 태도를 삶의 방

식으로 바꾸어 주지.”

Solution   인생 상담 코치인 친구에게 성장을 위한 조언을 구하자 친구는 큰 목

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의 작은 목표를 이루고 습관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성장하기 위해 하는 일들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으므로 빈

칸에는 ③ ‘성장 과정을 가치 있게 여기는’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② 당신의 재능을 이용하는

④ 당신이 한 말을 다른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⑤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는

구문 Solution  

8행_ Her answer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the process that 
people must develop in order to grow and change the 
direction of their lives.

 that ~ develop은 관계사절로 앞의 the process를 수식한다. <in 

order+to부정사>는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등위접속사 and에 의해 grow와 

change가 to에 연결되어 있다.

Words  cultivate[kʌĺtəveit] 경작하다, 함양하다   might as well ~하는 

편이 낫다   highlight[háilàit] 강조하다   annual[ǽnjuəl] 연간의, 한 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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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답 ② ▶ 유형: 연결사 넣기

부모들은 그들의 자식들을 먹이는 주된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먹게 하는 것은 회사들이 수십억 

달러 가치의 세련된 마케팅으로 저영양식을 경쟁하지 않는다면 훨씬 

쉬워질 것이다. 아이들은 매년 TV 광고로부터 식품에 대해 약 3,000
건의 메시지를 받는다. 얼마나 자주 회사들이 아이들과 식품에 대해 

소통하는지를 고려하면, 아이들에게 식품을 파는 회사들은 자기 자식

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공급하는 부모의 능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의 권위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건강에 좋은 먹을 것이라고 

얘기해주는 것과 마케팅이 바람직한 먹을 것이라고 홍보하는 것 사이

의 커다란 차이로 약화된다. 게다가 많은 부모들이 영양 면에서 제한

된 능숙함만을 지니고 있는 반면, 회사들은 설득 기법에 있어 폭넓은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다.

Solution   (A) 빈칸 앞에는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부모들의 책임을, 빈칸 뒤에

는 이를 어렵게 하는 회사의 마케팅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역접의 접속

사 However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B) 빈칸 앞에서 먹거리에 대한 회사의 마케팅이 부모의 권위를 약화시킨다고 했

고, 빈칸 뒤에는 영양 면에서 기업과 대비되는 부모의 약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

으므로 부가를 나타내는 접속사 In addition이 들어가야 한다.

구문 Solution  

2행_ ~, getting children to eat a healthy diets would be much 
easier for parents if companies did not contend with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sophisticated marketing for low-nutrition 
foods.

 동명사구 getting ~ diets가 주어이며, <get＋목적어＋to부정사>는 ‘(목적어)

가 ~하게 하다’의 뜻이다. much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이다. 또한 위의 문장은 <

주어＋would＋동사원형 ~, if＋주어＋과거 동사 ...>의 구조로 이루어진 가정법 과

거 문장으로, ‘…한다면, ~할 텐데’라고 해석한다.

Words  bear the responsibility for ~에 대한 책임을 지다   primary 

[práimeri] 주요한   contend with ~와 다투다   sophisticated 

[səfístəkèitid] 세련된   given[gívən] ~을 고려하면   authority[əθɔ́ː rəti] 

권위   undermine[ʌǹdərmáin] 약화시키다   discrepancy[diskrépənsi] 

차이   desirable[dizáiərəbl] 바람직한   proficiency[prəfíʃənsi] 숙달, 능

숙   extensive[iksténsiv] 광범위한, 폭넓은   expertise[èkspərtíːz] 전문 

기술   persuasive[pərswéisiv] 설득력 있는

35  정답 ④ ▶ 유형: 글의 순서

다른 방식이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성취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새

로운 수단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 수단은 그 자체로 당신이 찾고

자 하는 해결책은 아니지만, 당신이 그것(해결책)을 발견하는 데 도

움을 준다. 

(C)   Leopold Mannes와 Leopold Godowsky는 실용적인 컬러 

사진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에서 유망한 결과물을 성취하고 있었

고, 그래서 Eastman Kodak 회사는 그들의 개발 노력을 지속

시키기 위해 그들을 고용했다. 

(A)   Mannes와 Godowsky가 전문 가수이기도 했기 때문에, 

Kodak 직원들은 그들이 암실에서 노래하는 것을 듣고도 그렇

게 놀라지 않았다. 직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Mannes와 

Godowsky가 그들의 화학 반응의 타이밍을 측정하기 위해 노

래의 타이밍을 이용했다는 것이었다. 

(B)   이 타이밍 기법은 암실용 타이머와 암실용 안전 조명이 발명되기 

이전 시절에 필수적인 도구였다. 마침내 그 두 사람은 실용적인 

컬러 사진술을 발명하는 데 성공했다. 

Solution   주어진 글에서 새로운 수단 창조가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고 말하고 있고, 그 예로 (C)에서 Kodak 회사에 고용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

다. 이후 두 사람이 새로운 수단(노래 타이밍 이용)을 이용했다는 내용의 (A)가 이

어지고, 마지막으로 그 수단을 통해 실용적인 컬러 사진술을 개발해 냈다는 (B)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5행_ Because Mannes and Godowsky were also professional 
singers, workers at Kodak weren’t too surprised to hear them 
singing in the darkroom.

 to hear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다. 지각동사 hear는 

목적격보어로 현재분사나 동사원형을 취한다.

Words  otherwise[ʌ ́ðərwaiz] 그렇지 않으면   in itself 그자체로   

darkroom[dáːrkrù(ː)m] 암실   chemical reaction 화학 반응   

photography[fətágrəfi] 사진술   promising[prámisiŋ] 유망한

36  정답 ⑤ ▶ 유형: 문장의 위치

연구자들은 4개월 된 쌍둥이의 어머니들이 아이가 하나인 어머니들

의 겨우 절반만큼만 아기들이 물체를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주변 환

경에 놓인 물체들을 바라본다는 것을 관찰했다. 12개월의 나이가 되

었을 때쯤, 이 쌍둥이들은 또한 쌍둥이가 아닌 아이들의 겨우 절반만

큼의 단어만을 말했다. 흥미롭게도, 혼자인 아이들의 경우, 어린 나

이에 사물에 대한 조사를 더 많이 공유한 것이 나중에 더 나은 언어 

능력과 관련되었다. 그러나 쌍둥이에게는 그러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

았다. 약간 더 나이가 든 쌍둥이들을 봤을 때, 다른 연구자들은 15개

월과 21개월의 쌍둥이들과 혼자인 아이들을 비교했다. 그들은 그 어

머니들이 두 집단에서 똑같이 언어적으로 활발했다고 보고한다. 그러

나 아이의 관점에서는, 쌍둥이는 어머니의 말이 필연적으로 청자 사

이로 나뉘기 때문에 오직 그 시간의 절반만 개인적인 언어적 주목을 

받았다.

Solution   주어진 문장은 관찰 결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여기에서 They는 

관찰한 것을 보고하는 사람이므로 연구자들을 가리킨다. 또한 두 집단의 어머니들

이 모두 언어적으로 활발했다는 주어진 문장의 내용과 이후 문장의 쌍둥이는 절

반의 시간만 언어적 주목을 받았다는 내용이 대조를 이루므로 주어진 문장은 ⑤

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3행_ ~ mothers of four-month-old twins look at objects in the 
environment at the same times [their babies are looking at 
those objects only half as much as mothers of singletons].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된 관계사절 their ~ singletons가 the 

same times를 수식한다. <A half as much as B>는 ‘A는 B의 절반만큼 ~하

다’의 뜻이다.

Words  verbally[və́ːrbəli] 말로, 구두로   singleton[síŋgltn] 외둥이   

examination[igzӕmənéiʃən] 조사, 검토   relate to ~와 관련되다   by 

necessity 필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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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정답 ④ ▶ 유형: 문장의 위치

사람들은 그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영양 정보가 필요하다. 게다

가, 사람들은 식당으로부터 영양 정보를 원하여, 78퍼센트의 미국인

들이 메뉴 표시를 지지한다. 이러한 강력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메뉴 

표시는 대부분의 미국의 인기 있는 식당 체인점에 의해 자발적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대형 체인 식당의 절반은  고객들에게 어떠한 영양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식당들은 일

반적으로 주문할 때 고객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

다. 예를 들어, 그들은 웹사이트나 소책자를 이용하는데, 웹사이트는 

외식하러 가기 전에 컴퓨터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소책자는 간과하기 쉽거나 전혀 이용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결과, 한 연구는 4% 미만의 고객들이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체인 식

당에서 그것을 봤다는 것을 발견했다. 영양 정보는 도움이 되기 위하

여 메뉴에 들어가야 한다.

Solution   주어진 문장은 식당들이 영양 정보를 눈에 띄지 않게 제공하는 구체

적 사례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이 앞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④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12행_ And restaurants that do provide nutrition information 
generally do so in ways that are not visible to customers when 
ordering.

 that do ~ information은 주어 restaurants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다. 관

계사절 안의 do provide의 do는 동사 provide를 강조한다. that are ~ 

ordering은 관계사절로 앞의 ways를 수식한다. when과 ordering 사이에는 

they(= customers) are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Words  brochure[brouʃúər] 소책자   overlook[òuvərlúk] 간과하다   

nutrition[njuːtríʃən] 영양   what’s more 게다가, 더욱이   labeling 

[léibəliŋ] 표시   compelling[kəmpéliŋ] 강력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voluntarily[vàləntérəli] 자발적으로

38  정답 ④ ▶ 유형: 무관한 문장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무슨 일이 생길까? 그 답은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

업을 택할지, 외국에 투자할지, 혹은 공직에 출마할지에 대한 질문들

을 생각해 보자. 많은 결정에 관하여, 심의하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짧은 기간의 집단 토의 후에 위험을 감수하려는 마음이 상당히 더 생

기게 되었다. 그러한 증거를 기반으로, 토의가 체계적인 ‘모험 이행’

을 초래한다고 믿는 것이 표준이 되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측면에서보다 신중한 측면에서 실수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고 믿는다.) 집단 토의의 주요 결과는 보통 집단들이 도박을 할지, 혹

은 대신에 예방책을 취할지를 결정하도록 요청받기 때문에 그러한 모

험 이행을 초래하는 것이었다.

Solution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같은 부류의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 모험을 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해진다는 내용의 글인데 ④는 부모들이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신중한 측면에서 실수하는 것을 더 긍정적으로 본다는 내용

의 문장이므로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구문 Solution  

4행_ Consider, for example, the questions whether to take a 
new job, to invest in a foreign country, or to run for political 
office.

 to take, to invest, to run for은 등위접속사 or에 의해 접속사 whether

와 연결된다. the questions와 whether ~ office는 동격의 관계이다. 

Words  be inclined to ~하는 경향이 있다   run for ~에 출마하다   

polit ical office 공직   deliberate[dilíbərèit] 심의〔토의〕하다   

significantly[signífikəntli] 상당히   be disposed to ~의 경향이 있다   

brief[briːf] 짧은   collective[kəléktiv] 집단의   on the basis of ~을 기

반으로   deliberation[dilìbəréiʃən] 숙고, 토의   err[əːr] 실수를 범하다   

precaution[prikɔ́ː ʃən] 예방책

39  정답 ⑤ ▶ 유형: 무관한 문장

소련의 전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소련 원자력 발전소 설계자들 

중 한 명으로부터 그(설계자)가 설계를 도운 발전소들이 안전하지 않

다는 말을 들었다. 고르바초프가 여러 과학자들에게 이것이 사실인지 

물었을 때, 그들은 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고르바초프는 그러

고 나서 각각의 과학자에게 자신의 진술에 자신의 개인적인 명성을 걸

고 각자 배정받은 발전소의 안전에 대해 진술하도록 맡겼다. 조사를 

하고 나서, 11명의 과학자들은 ‘그들의’ 발전소가 안전하지 않으며 폐

쇄되어야 한다고 보고했다. 고르바초프는 무리 속의 사람들이 개인으

로서 책임을 질 때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성공한다는 

것이 반드시 많은 책임을 요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다.)

Solution   이 글은 고르바초프가 사람들이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서 책임을 질 

때 보다 더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일화이다. 따라서 성공과 책임

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는 ⑤는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구문 Solution  

6행_ Gorbachev then assigned each scientist to make a 
statement about the safety of his assigned plant, staking his 
personal reputation on his statement.

 staking 이하는 동시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Words  former[fɔ́ː rmər] 이전의   the Soviet Union 소련   nuclear 

power plant  원자력 발전소   assign[əsáin]  맡기다, 배정하다   

statement[stéitmənt] 진술   stake[steik] ~을 걸다   reputation 

[rèpjutéiʃən] 명성, 평판   inspection[inspékʃən] 조사   accountable 

[əkáuntəbl] 책임이 있는   invariably[invԑə́riəbli] 반드시, 언제나 

40  정답 ⑤ ▶ 유형: 문단 요약

한 연구팀은 완전히 깨어 있는 사람들이 구어를 동물 혹은 물체로 분

류했을 때, 그들 전부로부터 나오는 뇌 신호를 기록했다. 그 일을 하

기 위해, 참가자들은 그들이 동물의 이름을 들었을 때 오른손으로 단

추를 누르게 될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단어가 어떤 다른 유

형의 물체를 나타냈을 때 다른 단추를 누르는 데 그들의 왼손을 사용

하게 될 것이었다. 각각의 지원자들이 반응했을 때, 연구자들은 그들

의 뇌 활동을 추적했다. 그 결과는 사람이 오른쪽 단추를 누르려 할 

때, 뇌는 왼쪽 단추를 누르려 할 때와 다르게 반응했음을 보여주었

다. 그러고 나서 각각의 참가자는 깜빡 졸았다. 연구자들은 다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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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뇌 활동을 측정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연구자들은 다른 묶음

의 낱말들을 녹음한 것을 틀어주었다. 이는 지원자들의 뇌가 단어를 

적절한 범주로 분류하기를 계속했음을 보여주었다. 잠자는 사람이 

‘말’을 들었을 때, 녹화에서는 마치 그 사람이 자신의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단추를 누르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심지어 잠깐 자는 동안에도 사람의 뇌는 단어를 올바르게 분류할 수 

있다.

Solution   실험에서 사람들은 잠깐 자는 동안에도 단어를 들었을 때 그것을 분

류하려는 동작을 취했으므로 (A)와 (B)에는 각각 ‘잠깐 조는(snoozing)’과 ‘분류

할(sort)’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1행_ A research team recorded brain signals from people — all 
wide awake — as they classified spoken words as either 
animals or objects.

 as는 ‘~할 때’의 뜻으로 쓰인 접속사이다. <classify A as B>는 ‘A를 B로 분류

하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either A or B>는 ‘A나 B 둘 중 하나’라는 뜻이다.

Words  wide awake 완전히 깨어 있는   track[træk] 추적하다   respond 

[rispánd] 반응하다   nod off 깜빡 졸다   measure[méʒər] 측정하다

41 정답 ④  42 정답 ④ ▶ 유형: 장문의 이해

우리의 감각 인지, 기억 상기, 매일의 결정, 판단 및 활동은 모두 힘

이 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것들이 요구하는 

노력이 주로 의식의 밖에서 기능하는 두뇌의 부분에서 쓰이기 때문이

다. 

말을 예로 들어보자. “요리 선생님은 아이들이 간식을 잘 만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문장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made’라는 

단어의 특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당신이 “그 식인종은 

아이들이 좋은 간식이 된다고 말했다.”를 읽으면, 당신은 자동적으로 

‘made’란 단어를 더욱 놀라운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 이러한 구별을 

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더라도, 단순한 말조차 이해하는 것이 어려

움은 자연스러운 언어에 반응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려고 분투하는 

컴퓨터 과학자들에 의해 제대로 인식된다. 그들의 좌절은 설교를 번

역하는 임무가 주어진 초창기 컴퓨터에 대한 아마도 출처가 불분명한 

이야기에서 나타난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를 

러시아어로 바꾸고 나서 다시 영어로 옮겨 보라. 이 이야기에 따르

면, 그것은 이렇게 나왔다. “보드카는 세지만 고기는 썩는다.” 운 좋

게도, 우리의 무의식은 훨씬 더 일을 잘 하며,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

게 언어와 지각과 그밖의 다른 매우 많은 임무들을 처리하고, 우리의 

깊이 생각하는 의식 있는 정신에게 그 번역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을 

짠 사람에게 불평하는 것과 같은 더 중요한 일들에 집중할 시간을 남

겨주게 된다.

Solution   41. 우리의 언어 능력에서 무의식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므로 이 글의 제목으로 ④ ‘숨겨진 언어 조력자로서의 우리의 무의식’이 가장 적절

하다.

① 인간 언어의 진화

② 언어 학습과 기술

③ 언어 번역 도구의 미래

⑤ 학습하는 동안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

42.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언어 능력이 사실은 무의식의 큰 역할 때문이라는 내용

이므로 무의식과 연관성이 있는 ④ ‘의식의 밖에서 기능하는’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감각을 통제하는

② 사람들이 학습하게 해 주는

③ 충동 조절을 지배하는

⑤ 논리적인 문제 해결을 포함하는

구문 Solution  

13행_ ~, the difficulty in making sense of even simple speech is 
well appreciated by computer scientists who struggle to create 
machines that can respond to natural language.

 주어는 the difficulty이고 동사는 is appreciated이다. who ~ 

language는 앞의 computer scientists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고. that ~ 

language는 앞의 machines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다.

22행_ Luckily, our unconscious does a far better job, and 
handles language, sense perception, and a teeming multitude 
of other tasks with great speed and accuracy, ~.

 주어는 our unconscious이고 동사는 does와 handles로 language, 

sense perception, a teeming multitude of other tasks는 모두 동사 

handles의 목적어이다. with great speed and accuracy는 의미상 very 

speedily and accurately로 바꿔 쓸 수 있다.

Words  sensory[sénsəri] 감각의   perception[pərsépʃən] 인식, 인지   

recall[rikɔ ́ː l] 상기, 회상   effortless[éfərtlis] 힘이 들지 않는, 수월한   

expend[ikspénd] (에너지를) 쏟다〔들이다〕   instantly[ínstəntli] 즉시   

cannibal[kǽnəbǝl] 식인종   distinction[distíŋkʃən] 구별   make 

sense of ~을 이해하다   i l lustrate[í ləstrèit]  분명히 보여주다   

apocryphal[əpákrəfəl] 출처가 불분명한   homily[háməli] 설교, 훈계   

teeming[tíːmiŋ] 바글거리는   deliberative[dilíbərətiv] 깊이 생각하는

43 정답 ④  44 정답 ④  45 정답 ③ ▶ 유형: 복합 문단의 이해

(A)   두 명의 쿼터백을 데리고 있던 미식축구 감독이 있었다. 1군 쿼

터백은 재능 있고 공격적이며 타고난 리더였다. 2군 쿼터백은, 

말하자면, 한계가 있었다. 아, 그는 운동 능력이 충분히 뛰어났

지만, 불행히도 전략적 사고가 부족했다. 챔피언십 경기가 진행 

중이었고, 점수는 동점이었는데, 홈팀이 공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간은 째깍째깍 흐르고 있었다.

(D)   상대팀 선수가 스크럼 라인을 돌파했고 굉장한 힘으로 스타 쿼터

백을 땅으로 세게 밀어서 그 쿼터백은 경기를 떠나야 했다. 시간

이 다 되어 가고 있었다. 감독은 교체 선수를 투입할 수밖에 없

었다. 교체 선수는 경기장으로 빠르게 걸어갔고, 팀을 모아서, 

스크럼 라인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상대팀을 조사하고, 모두

에게 대단히 놀랍게도, 그는 라인에서의 플레이를 바꾸었다.

(B)   공을 낚아채고, 그 쿼터백은 그것을 중간을 치고 올라온 하프백

선수에게 건넸고, 그는 계속 질주하여 엔드존으로 가서 승리의 

터치다운을 했다! 놀라운 플레이였다. 잠시 후에, 열광하는 탈의

실에서, 감독은 그의 2군 쿼터백의 어깨 패드를 잡고 말했다. “얘

야, 굉장했다! 어떻게 그런 플레이를 할 줄 알았니?”

(C)   그는 말했다. “어, 글쎄요, 감독님, 그건 쉽지 않았어요. 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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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갔고 건녀편에서 제가 이제껏 본 중 가장 큰 두 명의 선수들

을 봤고 그들의 번호를 봤어요. 그들 중 한 명은 6번 유니폼을, 

나머지 한 명은 7번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 그냥 그 숫자를 더해 

14가 나와서 14번을 불렀어요.” 감독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

다. “하지만 애야, 6 더하기 7은 13이잖니.” 그 소년은 이러한 정

정에 꿈쩍도 않고 말했다. “감독님, 그거 아세요? 제가 감독님만

큼 똑똑했다면, 저희는 경기에서 졌을 거예요.”

Solution   43. 챔피언십 경기 중 홈팀이 공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의 (A) 다음

에 1군 쿼터백이 부상을 입어 2군 쿼터백이 투입되었다는 (D)가 이어지고, 2군 

쿼터백이 어떻게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는지 묘사하는 (B)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

스럽다. (B)에서 감독이 한 질문의 대답으로 (C)에 2군 쿼터백이 어떻게 그런 놀

라운 플레이를 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므로, 마지막에 오는 것이 적

절하다.

44. (a), (b), (c), (e)는 모두 2군 쿼터백을 가리키는 반면, (d)는 상대편 7번 선수

를 가리킨다.

45. 감독이 6 더하기 7은 13이라고 (six and seven make 13) 2군 쿼터백

의 실수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③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28행_ An opposing player ~ slammed the star quarterback to 
the ground with such force that the signal-caller had to leave 
the game.

 <such ~ that ...> 구문은 ‘너무 ~해서 …하다’의 의미이다. 

35행_ ~, and much to everyone’s surprise, he changed the play 
at the line.

 <to one’s＋감정 명사>는 ‘(~에게) …하게도’의 뜻이다.

Words  aggressive[əgrésiv] 공격적인   second-string 2군의, 보결의   

athletic[æθlétik] 운동선수의, 강건한   in progress 진행 중인   tie[tai] 동

점을 이루다   halfback[hǽfbӕ̀k] (미식축구에서) 하프백 (선수)   bust[bʌst] 

급습하다   ecstatic[ekstǽtik] 황홀해 하는, 열광하는   scrimmage 

[skrímidʒ] (미식축구) 스크럼   slam[slæm] 세게 치다   signal-caller 쿼터

백   have no choice but to ~하지 않을 수 없다   back-up 교체 요원   

substitute[sʌbstətjùːt] 대리자   trot[trat] 빠르게 걷다   huddle[hʌdl] 그

러모으다   stride[straid] 성큼 걷다

REVIEW 14 회

A  1. 사과하다  2. 대표적인  3. 의식이 없는  4. 인지, 인식  5. 강

화하다  6. 청원하다  7. 개척자적인  8. 안정적인  9. 장애   

10. 물품 목록  11. 메스꺼움  12. 성큼 걷다  13. 함양하다  

14. 약화시키다  15. 유망한  16. 간과하다  17. 예방책  18. 책

임이 있는  19. 분류하다  20. 깊이 생각하는

B  1. interpretation 2. traumatic 3. inspections 4. aggressive

C  1. neglecting  2. arbitrarily   3. effortless

본문 p.156

18 ④ 19 ② 20 ② 21 ③ 22 ⑤ 23 ⑤ 24 ⑤ 25 ④

26 ④ 27 ③ 28 ③ 29 ④ 30 ② 31 ② 32 ② 33 ③

34 ③ 35 ③ 36 ⑤ 37 ③ 38 ⑤ 39 ⑤ 40 ① 41 ②

42 ④ 43 ⑤ 44 ③ 45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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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답 ④ ▶ 유형: 목적 추론

Harford 씨께

우리는 ‘Researcher’s Forum’에서 Laura Knight의 글을 삭제해 

달라는 당신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자유로운 발언을 

존중하지만 저자들이 서류로 입증이 된 연구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에 책임을 지며 우리 팀은 연구가 

잘 되어있고 서류로 뒷받침이 되는 한 그들이 쓴 글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Knight 씨의 글을 삭제하는 것은, 그녀

가 그녀의 진술을 철회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우리 정책

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당신

이 우리에게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로 된 증거를 제출하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상황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서류로 된 증거를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답변

을 기다립니다.

진심을 담아,

Andrew Wright

Solution   현재로서는 요청한 글의 삭제가 불가능하며, 글을 삭제하려면 문서

화된 증거 자료가 필요함을 알리고 있다.

구문 Solution  

6행_ our team takes no legal responsibility for what they write 
as long as it is well researched and documented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as long 

as는 ‘~하는 한’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부사절을 이끈다.

8행_ To remove Mrs. Knight’s article would be a violation of our 
policy unless she were legally forced to retract her statements.

 unless는 ‘~하지 않다면’의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며 종속절에는 과거 동사 

were, 주절에는 <조동사＋동사원형>인 would be가 쓰인 가정법 과거 문장이다.

Words  submit[səbmít] 제출하다   document[dákjumənt] 서류로 뒷받

침하다, 입증하다   legal[líːgəl] 법률(상)의, 법률과 관련된   violation 

[vàiəléiʃən] 위반, 위배   be forced to ~하도록 강요받다   retract[ritrǽkt] 

(전에 한 말을) 취소하다, 철회하다   statement[stéitmənt] 진술   claim 

[kléim] 주장; 주장하다

19  정답 ② ▶ 유형: 필자의 주장

당신이 학교 다니던 시절을 생각해 보라. 우리는 모두 채울 수 없는 

호기심으로 삶을 시작했지만, 우리 대부분은, 일단 학교에 들어가면, 

질문보다 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대부분의 경우에, 학교 

교육은 호기심, 모호함에 대한 즐거움, 질문을 하는 기술을 발달시키



정
답

과
 해

설
·

채
움

  134

지 않는다. 오히려 보상을 받는 사고 기술은 옳은 답, 즉, 권위자인 

선생님이 갖고 있는 답을 생각해내는 것이다. 이런 패턴은 대학과 대

학 이후 교육에서도 계속되고, 특히 교수가 교과서를 쓴 수업에서 그

렇다. 권위를 만족시키고, 질문을 억압하며, 규칙을 따르는 교육에의 

접근법은 사회에 조립 라인 노동자나 관료를 제공하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새로운 르네상스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는 없다.

Solution   호기심이나 질문하는 것 보다는 권위자가 요구하는 답 찾기를 장려

하는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호기심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문 Solution  

6행_ Rather, the thinking skill that’s rewarded is figuring out the 
right answer — that is, the answer held by the person in 
authority, the teacher.

 that’s rewarded는 문장의 주어인 the thinking skill을 수식한다. the 

right answer와 the answer 이하는 동격의 관계이며 과거분사구인 held ~ 

teacher는 the answer를 수식한다.

Words  insatiable[inséiʃəbl] 채울 수 없는, 만족시킬 수 없는   schooling 

[skúːliŋ] 학교 교육   ambiguity[ӕ̀mbigjúːəti] 모호함, 애매함   figure out 

~을 생각해내다   authority[əθɔ ́ːrəti] 권위자   postgraduate 

[pòustgrǽdʒuǝt]  대학 졸업 후의   suppress[səprés]  억압하다   

assembly-line (공장의) 조립 라인   bureaucrat[bjúərəkrӕ̀t] 관료

20  정답 ② ▶ 유형: 심경 추론

나는 밝은 분홍색 의상을 입고 커튼 밖을 엿보며 무대 뒤에서 기다리

고 있었다. 무대 위를 보니 멤버들이 춤을 추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공연하러 무대에 오를 우리 반의 순서가 되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청

중을 엿보았다. 용기를 내려고 했고, Jen 선생님이 조용히 “다섯, 여

섯, 일곱, 여덟.”이라고 말하시는 것을 보았다. 나는 무대 위로 얼굴에 

미소를 띠며 뛰어 올랐고 춤을 추었다! 매 순간 관중은 환호했고 박수

를 쳤으며, 그것은 나로 하여금 더 많이 미소지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음악이 멈추었다. 나는 마지막 자세를 취하며, 깊은 숨을 들여 

마신 후에 완벽하게 두 번 발끝으로 돌았고, 두 발로 착지를 했다. 그 

아주 짧은 순간에 스포트라이트는 나에게, 나에게만 있었다.

Solution   공연을 시작하기 전 무대를 바라보며 긴장했지만, 곧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완벽한 공연을 하여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므로, 필자의 심경 변화로는 ② 

‘긴장한 → 기쁜’이 가장 적절하다.

① 희망에 찬 → 좌절한 ③ 무서운 → 만족한

④ 긴장한 → 좌절한 ⑤ 필사적인 → 안심한

구문 Solution  

7행_ Every second the crowd cheered and clapped their hands, 
which made me smile even more.

 which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앞 절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다.

Words  peek out ~을 엿보다   get up one’s nerve 용기를 내다   skip 

[skip] 가볍게 뛰다, 깡충 깡충 뛰다   strike[straik] (어떤 태도·자세를) 취하다   

pirouette[pìruét] 발끝으로 돌기   land on one’s feet 넘어지지 않고 서다   

spotlight[spátlàit] 스포트라이트, 각광

21  정답 ③ ▶ 유형: 요지 추론

당신이 학교 복도를 걷고 있고 열려있는 사물함 앞에서 혼잣말로 중

얼거리는 한 학생을 본다고 가정해 보아라. 당신은 그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는 없지만 그의 어조로부터 그가 화가 나 있다는 것을 분간할 

수 있다. 당신이 집중할 수 있는 몇가지가 있다. 당신은 그 학생의 목

소리의 소리에 집중할 수도 있고, 그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집중할 수

도 있으며, 또는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은 다음날 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기억을 이끌어 낸다. 만약 당신

이 그 학생의 목소리의 소리에 대해서만 생각했다면, 다음날 당신은 

아마 그 소리는 상당히 잘 기억하겠지만 그의 외모는 잘 기억하지 못

하게 된다. 만약 당신이 시각적인 세부 사항에 집중했다면, 그것이 

당신이 그 다음날 기억하는 것일 것이고 그 학생의 목소리가 어떠했

는가는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Solution   순간적으로 어떤 사건을 보았을 때 집중한 것은 잘 기억되고, 나머지 

요소는 잘 기억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다. 즉, 기억에서 주의 집중의 중요한 역

할이 이 글의 요지이다.

구문 Solution  

12행_ If you focused on visual details, then that’s what you’d 
remember the next day, not what the student’s voice sounded 
like.

 <A, not B>는 ‘B가 아니라 A’라는 뜻이다. what you’d ~ day와, what 

the ~ like에서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명사절을 이끈다.

Words  mutter[mᴧ̀tər] 중얼거리다   tell[tel] 분간하다, 알다   tone[toun] 

어조, 말투   focus on ~에 집중하다   incident[ínsədənt] 일, 사건   

appearance[əpíərəns] 외모, 외양   detail[díteil] 세부 사항

22  정답 ⑤ ▶ 유형: 제목 추론

분만에서의 스트레스가 아기에게 이로울 수가 있다. 어른과 마찬가지

로 아기도 분만의 스트레스에 반응한다. 출산 동안에 아기의 머리에 

가해지는 압박은 호르몬 상승을 유발한다. 그러나 아기의 몸은 어른

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과 매우 다르게 반응한다. 스트레스가 

어른의 심박 수를 증가시키고 근육으로의 혈액 이동을 활발하게 하는 

반면 그것은 어린 아기에게 반대 효과를 주어, 심박 수를 감소시키

고, 호흡을 느리게 하며, 심지어는 몇몇 움직임을 마비시키기도 한

다. 이러한 변화는 아기가 출산 동안 에너지와 산소를 아낄 수 있도

록 돕고 혈액이 가장 중요한 조직인 뇌로만 흐르도록 보호한다. 심각

한 산소 부족을 겪는 아기는 호르몬 레벨이 상승하는 것을 경험하는 

데, 그것은 아기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한층 더 보완하게끔 돕

는다.

Solution   분만 과정에서 아기가 겪는 스트레스는 아기로 하여금 에너지와 산

소를 아끼고 혈액이 뇌로만 흐르게 해 뇌를 보호하게 한다는 내용이므로 ⑤ ‘출산

시 아기의 스트레스의 이로움’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스트레스를 덜 받는 분만의 단계

② 아기에게 끼치는 분만의 위험

③ 산아 제한의 장기적 효과

④ 신생아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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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Solution  

6행_ Whereas stress increases adult’s heart rate and enhances 
blood flow to the muscles, it has an opposite effect on a young 
baby, decreasing their heart rate, slowing breathing activity, 
and even paralyzing certain movements.

 Whereas는 ‘~하는 반면에’의 뜻을 지닌 접속사로 부사절을 이끈다. 

decreasing ~ movements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decreasing, slowing, paralyzing이 and에 의해 병렬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Words  compression[kəmpréʃən] 압박, 압축   trigger[trígər] 유발하다   

enhance[inhǽns] 높이다, 향상시키다   paralyze[pǽrəlàiz] 마비시키다   

conserve[kənsə́ːrv] 아끼다, 아껴 쓰다   preserve[prizə́ːrv] 보호하다   

tissue[tíʃuː] 조직   undergo[ʌǹdərɡóu] 겪다, 경험하다   deprivation 

[dèprivéiʃən] 부족   compensate[kámpənsèit] 보완하다, 보충하다

23  정답 ⑤ ▶ 유형: 주제 추론

한 흥미로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4세 아동들에게 다양한 모양의 블

록을 맞추는 것과 같은 일련의 학습 과제를 완수하도록 요청했다. 첫 

번째 그룹은 중립적인 지시를 받았다: 가능한 빨리 이 블록을 맞추세

요. 연구자들은 두 번째 그룹에게 같은 지시를 했고, 그런 후에 자신

을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것에 대해 잠시 동안 생각해보라고 요청을 

했다. 이제 겨우 4살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행복한 경험을 풍부히 지니지는 못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점심 

식사에서 먹었던 젤리와 같은 무언가에 대해 생각했을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차이를 만들어 내기에 충분했다. 행복한 것들

을 생각하도록 요청받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상당히 더 잘 하

였는데, 그 과업을 보다 빨리, 오류를 적게 범하며 완수했다.

Solution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요청했을 때 과업 수행의 결과

가 더 좋았다는 연구를 예시로 들어 긍정적인 생각의 이로운 영향에 대해 설명하

고 있다. 따라서 ⑤ ‘긍정적인 사고의 이로운 효과’가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① 아이들의 다양한 학습 방식 

② 효과적인 지시의 구성 요소 

③ 좋은 행동에 대해 아이들을 보상하는 것 

④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의 중요성

구문 Solution  

10행_ So most likely they thought about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the jellies they had at lunch.

 So most likely는 So it is most likely that을 줄인 표현으로, ‘그래서 가

장 ~할 듯하다’의 뜻이다.

12행_ The children who were asked to think about happy things 
significantly outperformed the others, completing the task 
more quickly and with fewer errors.

 관계사절인 who ~ things가 문장의 주어인 The children을 수식하고 있다. 

the others는 중립적인 지시만 받은 그룹을 의미하며, completing ~ errors

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Words  neutral[njúːtrəl] 중립적인   instruction[instrʌ́kʃən] 지시   

briefly[bríːfli] 잠시   along the lines of ~와 비슷한   a wealth of 풍부

한   still[stil]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significantly[signífikəntli] 상

당히   outperform[àutpərfɔ́ː rm] 능가하다

24  정답 ⑤ ▶ 유형: 내용 일치

Paklenica 국립 공원 하이킹 안내서

Paklenica 국립 공원은 Velebit의 남쪽 경사면에 95 제곱 킬로미터

지역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곡과 원시 자연, 놀라운 경관

과 풍부한 생물의 다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이킹 코스는 길이가 

북쪽 Velebit 국립공원에서 Paklenica까지 대략 100킬로미터 정도 

뻗어있는 더 긴 하이킹 코스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여행객, 아마추어 

도보여행객, 또는 좀 더 경험 있는 도보여행객이든 관계없이, 당신은 

그곳에서 ‘당신만의’ 코스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머무를 곳

•Ivine Vodice, Paklenica, Struge 등의 쉼터나 오두막

•  캠핑 지역은 없지만 오두막과 쉼터 주변에 자유롭게 텐트를 칠 수 

있음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이킹 중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911에 전화를 하라.

•표시된 코스로부터 떨어져 멀리 움직이지 않도록 하라.

가져올 것

•표준 하이킹 장비와 업데이트되고 믿을 만한 지도

•음식과 많은 물

•선택한 코스에 따른 침낭

추가 정보: http://www.paklenica.hr 

Solution   ‘a sleeping bag depending on your selected trail’에서 

알 수 있듯이, ⑤는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구문 Solution  

6행_ Its hiking trails form a part of a longer hiking trail that 
stretches about 100 km from the National Park Northern 
Velebit to Paklenica.

 that ~ Paklenica는 관계사절로 a longer hiking trail을 수식한다.

Words  stretch[streʧ] 뻗어나다, 이르다   pristine[prístiːn] 원시의   

biodiversity[bàioudivə́ː rsəti] 생물의 다양성   hiking trail 하이킹 코스   

amateur[ǽməʧùər] 아마추어, 비전문가   shelter[ʃéltər] 쉼터, 대피처   

steer[stiər]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다   kit[kit] (특정 목적을 위한) 세트   

reliable[riláiəbl] 믿을 수 있는

25  정답 ④ ▶ 유형: 내용 불일치

어린이를 위한 살아있는 역사 캠프

■ 날짜와 시간

2015년 6월 12일 ~ 14일

오전 9시 ~ 오후 12시 30분

■ 프로그램 요금

50달러, 모든 활동, 캠프 셔츠, 간식을 포함

■ 등록 정보

이 재미로 가득한 역사 경험을 위한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등록하세요!

(504) 034−3934로 Karen Smith에게 연락하거나 또는 lovehistory 
@history.net으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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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함께 남북 전쟁 시기의 버지니아의 생활에 대해 알아보세요. 

며칠 동안 참가자는 파티에서 Virginia Reel을 춰보고, 그 시기의 

음악을 경험하고, 전문적인 이야기꾼으로부터 당시 사람들의 삶에 대

해 듣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캠프 참가자들은 또한 그 시기

의 음식을 시식하고 1860년대 젊은이들이 즐겼던 게임을 하게 될 것

입니다. 마지막 날은 당시의 유명인사인 손님의 등장을 포함해 놀라

운 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 특별한 그룹의 일원이 되세요! 

Solution   남북 전쟁 시기의 버지니아의 생활에 대해 알아보는(learn about 

life in Virginia at the time of Civil War) 프로그램이므로 ④는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14행_ Over several days participant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dance the Virginia Reel at a party, experience music of the 
period, and hear about the life of people at the time from 
professional story tellers.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to부정사구가 the opportunity를 수식하고 있다. to 

dance, (to) experience, (to) hear가 and에 의해 병렬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Words  civil war 미국 남북 전쟁, 내전   Virginia Reel (미국의) 민속춤의 일종   

sample[sǽmpl] 시식하다, 시음하다   era[íərə] 시대, 시기   personality 

[pə̀ː rsənǽləti] 유명인사, 명사

26  정답 ④ ▶ 유형: 도표의 이해

위 도표는 1993년에서 2013년까지 미국에서의 팔린 LP 앨범의 수

를 보여준다. LP 앨범 판매는 1993년에서 2000년까지 증가했다. 

1993년에 50만 장 미만의 앨범이 팔렸지만 2000년에는 대략 150만 

장의 앨범이 판매되었다. 그러나 LP의 판매는 2001년과 2002년 사

이에 약간의 증가가 있기는 했지만, 2000년에서 2005년까지 감소했

다. LP의 부흥은 2007년에 시작되는 것 같다. LP 판매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7년의 판매와 비교할 때, 2008년에는 판매량이 두 배

가 되었고, 2009년에는 세 배가 되었다(→ 3배에 못 미쳤다). 2013
년에, 6백만 장의 LP 앨범이 판매가 되었고, 그것은 1993년의 판매

량 보다 6배 이상 많다. 

Solution   2009년 판매량은 2007년과 비교하여 3배 미만으로 증가하였으므

로 ④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11행_ In 2013, about 6 million LP albums were sold, which is 
more than six times larger than the sales in 1993.

 which ~ 1993은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관계사절로, 선행사로 앞 절 전체를 받

는다.

Words  decrease[dikríːs] 감소하다   revival[riváivəl] 부흥, 재유행   

triple[tripl] 3배로 하다

27  정답 ③ ▶ 유형: 내용 불일치

외양이 기린의 머리와 다리에 얼룩말의 줄무늬가 있는 말로 가장 잘 

묘사될 수 있는 오카피는 오랫동안 단지 전설이라고 여겨졌다. 그것

은 심지어 ‘아프리카의 유니콘’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1800년

대 후반 Harry Johnston 경은 피그미 족에 의해 그에게 전달된 화

석으로 그것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대 이집트의 그림에서 발

견되는 동물과 매우 닮았기 때문에 오카피는 살아있는 화석, 즉, 멸

종된 것으로 여겨지는 동물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 동물로 여겨진다. 

그것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줄무늬 문양이며, 많은 사람들은 그 

문양이 어린 오카피가 밀림을 통해 이동하는 동안 어미를 알아보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준다고 믿는다.

Solution   피그미 족이 오카피를 생포한 것이 아니라, 그 화석을 Harry 

Johnston 경에게 전달한(remains given to him by a pygmy tribe) 

것이므로 ③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1행_ For many years, the okapi, whose looks can be best 
described as a horse with a giraffe’s head and zebra stripes on 
its legs, was thought to be merely a legend; ~.

 문장의 주어는 the okapi이며 동사는 was이다. whose ~ legs는 관계대명

사 whose가 이끄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절이며 선행사 the okapi를 수식하는 삽입

절이다.

7행_ Due to its close resemblance to a creature found in ancient 
Egyptian paintings, the okapi is considered to be a living fossil; 
that is, a creature who appears to be related to a creature 
believed to be extinct.

 found ~ paintings는 과거분사구로 a creature를 수식하고 있으며, a 

living fossil과 a creature는 동격의 관계이다. who ~ extinct는 a 

creature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다.

Words  merely[míərli] 단지   confirm[kənfə́ː rm] 확인하다   existence 

[igzístəns] 존재   remains[riméinz] 화석, 유해   resemblance 

[rizémbləns] 유사성, 닮음   creature[kríːʧər] 창조물, 생물   consider 

[kənsídər] 여기다   extinct[ikstíŋkt] 멸종된   notable[nóutəbl] 두드러진   

dense[dens] 밀집한

28  정답 ③ ▶ 유형: 문법성 판단

당신은 왜 대부분의 현대 슈퍼마켓이 지금 빵집을 가게 입구에 그렇

게 가까이 두는지 알고 있는가? 막 구어 낸 빵의 향이 신선함을 알리

고 강력한 편안한 느낌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가게 매니저는 빵

과 도넛을 구울 때의 향기가 당신의 코를 공격하여 당신이 — 쇼핑 리

스트를 그냥 버리고 구입할 계획이 없었던 식품을 집어 들기 시작할 

정도로 —  배고픔을 느끼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 빵집을 설치하

면 빵, 버터, 잼의 매출도 증가할 것을 거의 보장할 수 있다. 사실, 빵

을 굽는 향기는 많은 제품 라인에 걸쳐 판매를 증가시키는 이익이 되

는 작용을 한다는 게 증명이 되었다. 몇몇 북유럽의 슈퍼마켓은 심지

어 실제의 빵집을 번거롭게 설치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인공적인 

신선하게 구워진 빵의 냄새를 천장의 환풍구로부터 가게 통로로 직접 

주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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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① Not only가 문장 앞에 나오면서 <조동사＋주어＋동사>로 도치

된 구문이다.

② point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 where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❸ <명령문, and ~>의 형태로,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 sales로 주어가 복수이

므로 복수 동사 are가 쓰여야 한다.

④ 전치사 in의 목적어로 동명사 increasing이 쓰였다. 

⑤ <smell＋형용사>는 ‘~한 냄새가 나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straight는 형용

사로 옳게 쓰였다.

구문 Solution  

2행_ Not only does the fragrance of just-baked bread signal 
freshness and evoke powerful feelings of comfort, but store 
managers know that ~.

 <Not only ~ but (also) …> 구문으로 ‘~할 뿐만 아니라 …하다’의 의미이다. 

Not only가 문두에 배치되며 <조동사＋주어＋동사>로 도치되었고, signal과 

evoke가 and로 연결된 병렬구조를 이룬다.

Words  signal[sígnəl] ~을 신호로 알리다   evoke[ivóuk] (기억·감정을) 

불러일으키다   aroma[əróumə] 향기   assail[əséil] 습격하다, 공격하다   

discard[diskáːrd] 버리다   guarantee[gӕ̀rəntíː] 확실히 하다, 보장하다   

profitable[práfitəbl] 이익이 되는, 유리한   artificial[àːrtəfíʃəl] 인공적인   

vent[vent] 공기 구멍

29  정답 ④ ▶ 유형: 어휘 의미 파악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보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

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해할 때까지 의미를 지니지 않는

다. 친구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

인하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 대해 아는 것과 우리에 대한 보살핌은 

우리를 무감각에서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다. 작은 말들, 대부분 놀리

는 말들로,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며 그것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것이 무섭지 않니?’ 또는 ‘이런 것을 느끼니?’라고 물을 

수 있고, 심지어 함께 있을 때에도 북극 탐험가만큼 우리를 외롭게 

만들 수 있는 당황하며 ‘아니, 별로 안 그래.’라고 하는 말을 만나기보

다는, 이해되어질 수 있다.  

Solution   (A)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의 말을 이해해주는 것이 친구라고 

했으므로, 맥락상 친구와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identity)’을 확

인할 수 있다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anonymity: 익명성)

(B) 친구들의 말이 대부분은 놀리는 말이지만, 그 말들을 통해 친구들이 자신의 

그런 점들을 받아들여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으므로, 그 말은 ‘단점

(weaknesses)’을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trength: 강점)

(C) 친구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아니, 별로 안 그래.’라는 말을 ‘만나기

(encounter)’ 보다는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다. 

(avoid: 회피하다)

구문 Solution  

6행_ In small comments, many of them teasing, they reveal they 
know our weaknesses and accept them ~.

 첫 번째 them은 small comments를 뜻하며, 두 번째 them은 

weaknesses를 뜻한다.

9행_ We can ask them “Isn’t this frightening?” or “Do you ever 
feel that...?” and be understood, rather than encounter the 

puzzled “No, not particularly” — which can make us feel, even 
when in company, as lonely as polar explorers.

 can ask와 (can) be understood가 and로 연결된 병렬구조이다. which

는 No , not particularly를 선행사로 받는 관계대명사로, which ~ 

explorers는 선행사를 부연 설명하는 게속적 용법으로 쓰였다.

Words  surround[səráund] 둘러싸다   confirm[kənfə́ː rm] 확인해 주다   

numbness[nʌḿnis] 무감각   tease[tiːz] 놀리다   puzzled[pʌźld] 당황

한   explorer[iksplɔ́ː rər] 탐험가

30  정답 ② ▶ 유형: 지칭 추론

1937년에 뛰어난 야구 선수인 Lou Gehrig은 한 소년을 만나기 위

해 어린이 병원에 갔다. 10살인 Tim은 치료 받기를 거부하고 있었

다. Lou는 그의 영웅이었고 Tim의 부모님은 그가 Tim이 치료를 받

도록 설득해 주기를 바랐다. Tim은 그의 영웅을 만나고는 매우 놀랐

고, 만약 Lou가 그를 위해 홈런을 쳐주면 치료를 받고 걷는 것을 배

우겠다고 말했다. Lou는 약속했다.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는 두 개의 홈런을 쳤다. 2년 후에, Lou가 

지금까지 그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근육 질환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양키 구장에서 Lou Gehrig Day를 기념했다. 마이크가 

그에게 넘겨지기 직전에, 당시 열두 살이었던 Tim은 다리 보호 기구

를 하고, Lou의 허리를 감싸 안기 위해 홈 플레이트로 걸어왔다.

Solution   ②는 어린 소년인 Tim을 가리키는 반면, ①, ③, ④, ⑤는 모두 야구 

선수인 Lou Gehrig을 가리킨다.

구문 Solution  

10행_ when Lou was dying with the muscular disease that to this 
day bears his name

 that ~ name은 the muscular disease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다.

Words  outstanding[àutstǽndiŋ] 뛰어난   urge[əːrdʒ] ~하도록 설득하

다   obligation[àbləgéiʃən] 책임, 의무   apprehension[ӕ̀prihénʃən] 불

안, 걱정   leg brace 다리 보호 기구   home plate 홈 플레이트, 본루

31  정답 ② ▶ 유형: 빈칸 추론

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매하기를 주저해야 하는가? 그것은 불평등과 

공정함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좋은 것들에 가격을 매

기는 것이 그것들을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상품을 할당

만 하는 것이 아니다. 즉, 그것은 또한 교역되는 상품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표현하고 고취시킨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도록 돈을 지불하는 

것은 그들이 책을 더 많이 읽게 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 독서를 본

질적인 만족의 원천보다는 하나의 일로 간주하게끔 가르칠 수도 있

다. 대학교 1학년 수업에서 좌석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

게 경매로 파는 것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지만 또한 대학의 고결성과 

학위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 전쟁에서 싸우도록 외국인 

군인을 고용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목숨을 살릴 수는 있지만 시민 정

신의 의미를 격하시킨다.

Solution   모든 것을 팔 수 없는 이유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에 가격을 매기

면 그것의 내재적인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

는 ② ‘변질시키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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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고하다 ③ 평가하다 ④ 순화하다 ⑤ 자격을 주다

구문 Solution  

6행_ Paying kids to read books might get them to read more, 
but also teach them to regard reading as a chore rather than a 
source of intrinsic satisfaction.

 might get과 (might) teach가 but으로 연결된 병렬 구문이다. <regard A 

as B>는 ‘A를 B로 간주하다’의 뜻이다.

Words  inequality[ìnikwáləti] 불평등   allocate[ǽləkèit] 할당하다   

intrinsic[intrínsik] 본질적인, 고유한   bidder[bídər] 응찰자, 가격을 제시한 

사람   revenue[révənjùː] 수익   erode[iróud] 가치를 떨어뜨리다   

integrity[intégrəti] 고결성, 진실성   downgrade[dáungrèid] 격하시키다

32  정답 ② ▶ 유형: 빈칸 추론

덴마크에서는 방목한 닭의 달걀이 시장의 50퍼센트 이상을 정복했

다. 소비자들은 닭이 그것을 가두는 작은 새장에서 살아가기를 원하

지 않는다. 그들은 닭이 땅과 하늘에 접근할 수 있기를 원한다. 소비

자들은 ‘옛날식 생산물’이라 불리는 것을 원한다. 그들은 계란이 할아

버지 시대의 기술과 방법, 즉 옛날식으로 생산되기를 갈망한다. 이는 

달걀 가격이 더 비싸지고, 노동 집약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소

비자들은 달걀의 뒤편에 있는 이야기를 위해 15에서 20퍼센트의 추

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한다. 그들은 동물 윤리나, 시골의 낭만주의, 

그리고 좋았던 옛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 비용을 기꺼이 더 지불

한다. 두 종류의 달걀이 질은 비슷하지만, 소비자들은 더 나은 이야

기를 갖고 있는 달걀을 선호한다.

Solution   사람들은 과거의 방식으로 자연 속에서 자란 달걀, 즉 동물 윤리, 시

골의 낭만주의, 좋았던 옛 시절 등에 대한 이야기를 지닌 달걀을 구매하고 싶어 

하므로 빈칸에는 ② ‘더 나은 이야기를 갖고 있는 달걀을 선호한다’가 들어가는 것

이 적절하다.

① 가장 저렴한 가격에 달걀을 구매하고자 한다

③ 단지 적은 양의 달걀을 구매한다

④ 잘 장식된 달걀을 친구들에게 보낸다

⑤ 기술로 달걀 생산을 증가시킨다

구문 Solution  

5행_ Consumers want [what could be called “retro products”]; 
they desire eggs to be produced under the technology and 
methods of our grandparents — the old-fashioned way.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동사 want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을 이

끈다. they는 consumers를 뜻하며, the old-fashioned way는 the 

technology ~ grandparents를 부연 설명한다.

Words  free-range 방목의, 놓아 기른   confine[kənfáin] (좁은 장소에) 가

두다   have access to ~에 접근하다   old-fashioned 옛날식의, 구식의   

labor-intensive 노동 집약적인, 많은 노동력을 요하는   rustic[rʌśtik] 시골

의   romanticism[roumǽntəsìzm] 낭만주의

33  정답 ③ ▶ 유형: 빈칸 추론

이것은 음악에 대한 이해와 즐거움을 심화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다. 장르에 관계없이 모든 작곡가는 긴장과 그것에 이어지는 해방의 

창조를 포함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리듬의 변화와 키 변환, 쉼, 화성

의 움직임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작곡가는 듣는 사람이 움직임, 고

요함, 멜로디의 고저를 따라가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음악적인 기

대와 성취를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듣는 사람이 이 과정을 인

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끊임없이 음악적인 안정기, 계단의 오

름, 그리고 해방으로 이끌려 간다. Franz Lizst에서부터 Lennon과 

McCartney 등 누구의 음악이라도 몇몇 곡들을 들어보고 당신이 올

라가고 해방되는 가속도의 주요한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지 보아라. 

그것은 파도의 움직임을 보는 것만큼 간단하다.

Solution   모든 음악에는 올라가고 해방되는 순간이 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③ ‘긴장과 그것에 이어지는 해방의 창조를 포함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다양한 음악 악기의 조합을 이용하다

② 장르의 관습적인 경계선을 이해하다

④ 감정을 반영하는 일련의 기본적인 코드로 시작하다

⑤ 영감을 얻기 위해 마음속에 떠오르는 멜로디를 연주하다

구문 Solution  

5행_ the composer leads the listener along a path of motion, 
stillness, and melodic highs and lows, all leading to the raising 
of musical expectations and fulfillment

 all leading to 이하는 연속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and all lead to 

~로 바꿔 쓸 수 있다.

Words  deepen[díːpən] 심화시키다   appreciation[əprìːʃiéiʃən] 이해, 

감상   variation[vɛə̀riéiʃən] 변화   fulfillment[fulfílmənt] 성취, 이행   

plateau[plætóu] 안정기  release[rilíːs] 해방(감)   momentum 

[mouméntəm] 탄력, 가속도   pinpoint[pínpɔìnt] 정확히 찾아내다 

34  정답 ③ ▶ 유형: 연결사 넣기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 것은 Leonardo가 가장 좋아하는 테크닉 중 

하나였다. 예를 들어, 그가 프랑스 왕을 위한 Blois 성의 웅장한 나선

형 계단을 디자인할 때, 그는 이탈리아의 북서쪽 해변에서 여러 해 

전에 모아두었던 꼬여있는 모양의 소라고둥에서 영감을 받았다. 녹음

기와 비슷한 뮤지컬 파이프의 디자인은 인간의 후두 연구를 통해 이

끌어졌다. 마찬가지로, Alexander Graham Bell은 귀 모양을 본떠 

전화기 발명의 영감을 얻었고, 알루미늄 캔의 잡아당겨 따는 손잡이의 

발명가는 “무엇이 쉽게 열리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영감을 얻

었다. 바나나의 모양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고, “어떻게 바나나의 모

양이 당면한 일에 대한 모형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묻게 했다. 

Solution   (A)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 것의 예로, 나선형 계단 디자인과 뮤지컬 

파이프가 제시되었으므로, For example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B) Leonardo와 마찬가지로 Bell과 알루미늄 캔의 손잡이 발명가도 자연에서 

영감을 얻었으므로, Likewise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6행_ His design for musical pipes, similar to the recorder, was 
drawn from his study of the human larynx.

 His design이 주어이므로 단수 동사 was를 썼다. similar ~ recorder는 

His design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 삽입되었다.

12행_ A picture of a banana popped into his mind, leading him 
to ask, “How can the design of the banana serve as a model for 
the task at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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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ding 이하는 연속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and it led him to ask, 

~로 바꿔 쓸 수 있다.

Words  inspiration[ìnspəréiʃən] 영감   spiral[spáiərəl] 나선형의   

chateau[ʃætóu] 성, 대저택   pull-tap (맥주·음료 등 깡통의) 잡아당겨 따는 

손잡이   pop[pap] 확 들어오다

35  정답 ③ ▶ 유형: 무관한 문장

지방을 태우는 것은 당을 태우는 것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건강을 

증진시킨다. 강도가 높은 당의 신진대사와 달리, 좀 더 적정하며 평

온한 지방 연소 시스템은 젖산 축적을 증가시키지 않고 유해한 양의 

활성산소의 생산을 자극하지도 않는다. 적정하게 지방을 연소하는 강

도에서, 몸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곰팡이의 공격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해주는 상당한 양의 내추럴 킬러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사

람들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에서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몸이 지방보다 당에 의존하게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을 연소하는 것은 활성산소의 해로운 영향에 대항하기 위해 천연 

항산화제의 분비를 촉진한다. 그리고 당의 연소가 더 많은 당의 연소

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지방의 연소는 더 많은 지방의 

연소를 일으킨다. 

Solution   지방의 연소가 우리 건강에 주는 효과를 이야기하는 글인데 ③은 트

레이닝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당분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

므로 글의 흐름과 관련이 없다.

구문 Solution  

3행_ the more moderate and peaceful fat-burning system does 
not promote lactic acid build-up, nor does it stimulate the 
production of harmful amounts of free oxygen radicals

 부정어인 nor가 문장 앞으로 나와 <조동사 + 주어 + 동사>로 도치되었다.

Words  intensity[inténsəti] 강도   metabolism[mətǽbəlìzm] 신진대사   

fungal[fʌŋ́gəl] 곰팡이의   unwittingly[ʌǹwítiŋli]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

간에   inadvertently[ìnədvə́ːrtntli] 무심코, 부주의로   secretion 

[sikríːʃən] 분비   antioxidant[ӕ̀ntiáksədənt] 항산화제   counteract 

[kàuntərǽkt] 대항하다, …에 반대로 작용하다

36  정답 ⑤ ▶ 유형: 글의 순서

나는 대학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미국 영어 어구를 

배운 잊지 못할 경험이 있다. 

(C)   내 수업은 크고, 창문이 없는 강당에서 열렸고, 첫 날 나는, 학생

들 중 한 명이 “Watch out!”이라고 소리쳤을 때, 수업의 목표에 

대한 설명을 막 시작하고 있었다. 

(B)   나는 그 어구를 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그 학생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Watch’는 ‘보다’를 의미했

다. ‘Out’은 ‘바깥쪽’을 의미했다. 그 학생은 내가 밖을 보기를 원

한 것일까? 하지만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밖을 볼 수 없었다. 

(A)   물론, 이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고, 그 후에 천장의 일부가 

내 머리에 떨어졌고 나는 갑자기 바닥에 피를 흘리며 누워 긴급 

의료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Solution   필자가 미국 영어 어구를 배우게 된 경험이 있다고 말하는 주어진 글 

다음에 수업을 하던 중에 한 학생이 필자에게 “Watch out!”이라고 말하는 (C)

가 이어지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B)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말

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 필자가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의 (A)는 마지막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4행_ all of this happened in a second, after which a part of the 
ceiling fell on my head

 관계대명사 which는 앞에 나온 all ~ second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으

로 쓰였다.

11행_ I couldn’t, though, because there were no windows.

 I couldn’t 다음에 look outside가 생략되었다.

Words  phrase[freiz] 어구   in a second 순식간에   ceiling[síːliŋ] 천장   

paramedic[pǽrəmèdik] 긴급 의료원, 준의료 종사자

37  정답 ③ ▶ 유형: 글의 순서

아시아 문화에서 가장 불길한 숫자는 4로, 그 숫자를 표현하는 표준 

중국어 단어가 si로 읽히는데, 그것이 ‘죽음’을 뜻하는 shi와 비슷한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B)   결과적으로, 중국에 있는 호텔에, 심지어는 전세계에 있는 아시

아인이 소유한 호텔에는, 4층이나 44층이 없다. 

(C)   게다가 캘리포니아의 연구가인 David Phillips는 심지어 중국 

혈통의 미국 거주민들 사이에 심장마비가 매달 4일에 13퍼센트 

정도 급증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중국 문화의 영향이 강한 캘리

포니아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아, 27퍼센트로 치솟았다.  

(A)   독일과 런던에서의 13일의 금요일 자동차 사고처럼, 그 급증은 

아마 숫자 4에 대한 문화적인 공포로 고취된 순전한 스트레스에 

기인하는 것 같다.

Solution   아시아에서는 숫자 4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는 주어진 글에 이어 그

로 인해 호텔에 4층이나 44층이 없다는 (B)가 이어진다. 뒤이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달 4일에 중국계 미국인의 심장 마비가 증가했다는 (C)가 나오고, 이는 

문화적인 공포심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A)가 마지막

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구문 Solution  

6행_ the spike was probably due to the sheer stress inspired by 
the cultural fear of four

 inspired ~ four는 the sheer stres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15행_ In California, where there is a strong influence of Chinese 
culture, the ratio was even higher, reaching a peak of 27 
percent.

 관계부사 where가 이끄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절 where ~ culture는 

California를 부연 설명한다.

Words  spike[spaik] 급증; 급증하다   sheer[ʃiər] 순전한   descent 

[disént] 혈통, 가문   influence[ínfluəns] 영향   ratio[réiʃou] 비율 

38  정답 ⑤ ▶ 유형: 문장의 위치

우리는 어린이였을 때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학습을 한다. 우리가 7
살이 될 때까지, 우리의 정신적인 고속도로의 대부분이 건설 된다. 

그러나 감정은 살아가는 동안 내내 새로운 각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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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대부분의 베이비부머 세대 미국인들은 John F. Kennedy의 

암살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디에 있었고 그들이 무엇을 하

고 있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다. 현재 살아있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세계 무역 센터가 붕괴되는 것을 본 경험을 생생하게 다시 (상상속에

서)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은 이러한 경험들이 감정적으로 매우 강렬해

서 효과적으로 우리의 뇌에 새겨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절

대로 잊지 못할 것이고, 그 주제들에 대해 단순히 언급을 하는 것만으

로도 우리가 그 사건들을 각인했을 때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 

Solution   과거의 기억 중 특별히 생생한 것은 당시의 강렬한 감정으로 인해 그 

기억이 머릿속에 새겨졌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이다. 주어진 문장에서 these 

experiences는 Kennedy의 암살과 무역 센터 붕괴에 대한 경험을 뜻하며, 

주어진 문장은 그런 기억들이 왜 생생한가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⑤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8행_ Most Americans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can 
remember where they were and what they were doing when 
they learned of the assassination of John F. Kennedy.

 where they were와 what they were doing은 간접의문문으로 

remember의 목적어로 쓰였다.

Words  sear[siər] 낙인을 찍다   overwhelming[òuvərhwélmiŋ] 압도적

인   imprint[ímprint] 각인; 각인시키다   assassination[əsӕ̀sənéiʃən] 암

살   relive[rìːlív] (상상 속에서) 다시 체험하다

39  정답 ⑤ ▶ 유형: 문장의 위치

‘나는 옷을 단지 입기 위해서 사. 내 옷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

들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그와 같은 말은 아마도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현명한’ 소비자가 전형적으로 하는 말일 것이다. 여기에서 

역설이 생겨난다. 어떤 신호도 보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또 다른 

신호가 보내어지고 있다. 즉, 우리의 대학 졸업자는 그 혹은 그녀가 

어떤 신호도 보내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

만, 많은 회사들이 이런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자 시장으로 돌진하여 

들어가, 낡은 것처럼 보이는 옷을 위한 시장이 생겨난다. 이 옷은 약

간 낡은 것처럼 보여야 하며, 그래서 착용하는 사람이 옷에 대해 요

란을 피우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또한 그 

옷이 추레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물질적인 가

난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Solution   주어진 문장의 these customers는 옷을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삼지 않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노출하게 되는 소비자를 말한다. 또한 

주어진 문장은 그런 소비자들을 잡으려는 기업의 시장 진출에 대해 말하고 있으

므로, 주어진 문장은 these customers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된 후인 ⑤에 위

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11행_ These clothes must look slightly threadbare, thus 
sending the signal that the wearer does not make a great fuss 
about clothes; ~.

 thus ~ clothes는 연속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thus they send ~

로 바꿔 쓸 수 있다. that ~ clothes는 the signal과 동격을 이루는 절이다. 

Words  emerge[imə ́ːrdʒ] 생겨나다   sensible[sénsəbl] 현명한   

paradox[pǽrədàks] 역설   college grad(= graduate) 대졸자   

threadbare[θrédbɛə̀r] (올이 보일 정도로) 낡은   make a fuss 소란을 피우

다, 공연한 법석을 떨다   shabby[ʃǽbi] 다 낡은, 추레한

40  정답 ① ▶ 유형: 문단 요약

1992년에 한 연구팀이 뇌가 어떻게 운동 행동을 조직하는지를 알아

내기 위해 마카크 원숭이의 뇌를 연구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

면, 그들은 원숭이가 어떤 몸짓을 할 때 행동을 기록하는 뇌의 한 영

역을 보고 있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 오후에, 그 팀은 점심 식사를 한 

후 실험실에 돌아왔고 한 연구자가 아이스크림 콘을 들고 있었다. 팀

원들은 마카크가 그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그 연구

자가 콘을 자신의 입에 갖다 대고 핥아 먹자, 마카크의 전운동 영역

에 연결된 전자 모니터에 삑, 삑, 삑 불이 들어왔다. 원숭이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팔을 들지도, 아이스크림을 핥지도 않았

지만 뇌는 어떤 행동이 마치 행하여진 것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단지 연구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원숭이는 그 연구자의 몸짓을 정

신적으로 따라했다. 

Solution   원숭이가 단지 아이스크림을 먹는 연구자를 바라만 본 것으로도 뇌

의 전운동 영역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원숭이가 정신적으로 연구자의 

행동을 따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 ), (B )에는 각각 ‘바라보는

(observing)’, ‘따라한(imitated)’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구문 Solution  

13행_ It hadn’t moved its arm or taken a lick of ice cream, but 
the brain showed a response as if an action were performed.

 as if는 가정법 과거 표현으로 ‘마치 ~인 것처럼’으로 해석한다.

Words  motor[móutər] 운동의   specifically[spisífikəli] 구체적으로 말

하면   register[rédʒistər] 기록하다   lab[læb] 연구실(= laboratory)   

stare at ~을 응시하다   premotor region 전운동 영역   perform 

[pərfɔ́ː rm] 이행하다, 수행하다

41 정답 ②  42 정답 ④ ▶ 유형: 장문의 이해

건강한 식사에 관한 한 북극곰은 모든 규칙을 깨뜨린다. 그들은 대체

로 지방을 먹지만, 사람들이 걸리는 식으로 심장병에 걸리지는 않는

다. 과학자들은 그 이유가 그들의 유전자에 있다고 말한다. 몇몇의 

빠른 진화의 비결이 북극곰이 북극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였는데, 

그것은 북극곰이 사촌인 불곰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후에 일어났다. 

두 동물의 게놈을 비교한 과학자들에 따르면 북극곰과 불곰의 분리는 

60만년 전에서 5백만년 전 사이에 일어났다. 불곰이 더 북쪽으로 모

험을 떠나게 했을 만큼 따뜻했던 간빙기에 일어난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날씨가 다시 추워졌을 때, 한 그룹의 불곰이 아마도 고립되었을 

것이고, 춥고 눈이 많은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을 것이다.

대략 북극곰의 전체 체중의 절반은 근육이나 뼈보다는 지방으로 이루

어져 있다. 대조적으로, 건강한 인간 몸의 지방 비율은 8에서 35퍼센

트에 달한다. 북극곰들이 어떻게 그것에 적응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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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구자들은 79마리의 북극곰과 10마리의 불곰에서 채취한 혈액

과 조직 샘플을 비교했다. 그들은 가장 강력하게 채택된 유전자 중 

하나가 APOB였고, 그것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액에서 세포로 이

동하게끔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과학자들은 언젠가 북극곰의 소화기

의 비밀이 비만이 증가하는 시대에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Solution   41. 북극곰이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몸의 절반이 지방인데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유전자에 있었다는 글이므로 ② ‘북극곰은 어떻게 뚱뚱하지만 건

강한가?’가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무엇이 고혈압을 일으키는가?

③ 북극곰과 불곰의 관계

④ 지구 온난화는 야생 동물 왕국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⑤ 의학에서 유전체학의 역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42. 북극곰이 불곰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진화의 과정에서 강력히 채택된 유전자

가 혈액 내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세포로 옮겨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빈칸

에는 ④ ‘진화의 비결’이 가장 적절하다.

① 운동 에너지  ② 신체적인 성장  ③ 소화 기관  ⑤ 혈액 순환의 회복

구문 Solution  

11행_ It happened at the time of the warm interglacial period that 
could have encouraged brown bears to venture further north.

 that ~ north는 관계사절로 the warm interglacial period를 수식한다. 

<encourage＋목적어＋to부정사>는 ‘~가 …하도록 부추기다’의 뜻이다.

14행_ Then, when conditions cooled again, a group of brown 
bears may have become isolated and forced to adapt to a cold, 
snowy environment.

 <may have＋과거분사>는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며 ‘아마 ~했을 것이다’의 

뜻이다. may have become isolated와 (may have become) forced

가 and에 의해 병렬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Words  when it comes to ~에 관한 한   the Arctic 북극   genome 

[dʒíːnoum] 게놈(세포나 생물의 유전자 총체)   divergence[divə́ː rdʒəns] 나

뉨, 갈라짐   interglacial period 간빙기   venture[vénʧər] (위험을 무릅쓰

고) 가다   isolate[áisəlèit] 고립하다, 격리하다   adapt[ədǽpt] 적응하다   

overall[óuvərɔ̀ː l] 전체의   cope with 대처하다

43 정답 ⑤  44 정답 ③  45 정답 ⑤ ▶ 유형: 복합 문단의 이해

(A)   Jake는 대학 때 학생회장이었고 그의 정치 이력은 캠퍼스 잔디

밭에서 프리스비를 던지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모르는 사람에게 

프리스비를 던지곤 했고, 그리고 그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던지곤 했다. 오래지 않아 Jake는 매일 점심 시간마다 만나 프리

스비를 던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D)   프리스비를 던지던 중, 그룹은 즉흥적으로 캠퍼스 근처에 있는 

산을 등산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정상에 올랐을 때, 그들은 여

름 캠프에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꼈다. 어린 아이처럼 놀다가 

그들은 만장일치로 다음 주에 그 일을 또 하기로 결정했다. 그들

의 좌우명은 ‘친구를 데려오기’였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프리스

비를 하다가 그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던졌고, 달려가서 

함께 등산을 하자고 초대를 했다.

(B)   어느 날 캠퍼스에서 Jake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한 여성을 만났

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Grace였다. 

Jake는 그녀에게 산 정상에 올라가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다. 

그녀는 없다고 대답했다. Jake는 그녀에게 그와 그의 친구들이 

그녀를 산 위까지 올려주겠다고 말했다. Jake와 그의 친구들은 

모두 순서를 바꿔가며 그녀의 의자의 모서리를 잡고 가면서 1.7 
마일에 이르는 산꼭대기까지 그녀를 이동시켜 주었다.

(C)   그해 말에, Jake와 그의 팀에는 목요일마다 등산을 하는, Grace
를 포함하여 75명이 넘는 사람이 있게 되었다. 학생회 선거가 다

가오자, Jake의 친구들은 그가 회장에 출마하도록 격려를 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다. 75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선거 운동 팀

과 함께했기 때문에, Jake가 선거에서 이긴 것은 전혀 놀랍지가 

않았다. 그가 당선되었을 때, 대학 교직원들은 그것은 그들이 본  최

고의 선거 운동이었다고 말하며 그의 선거 운동을 축하해 주었다.

Solution   43. 정기적으로 프리스비를 하는 모임을 만들었다는 (A)에 이어, 친

구들과 우연히 등산을 갔다가 그들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다시 등산을 하기로 한 

(D)가 온다. 그 뒤 Grace라는 장애가 있는 친구의 등산을 도왔다는 내용의 (B)가 

이어진 후 결국 75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산 모임을 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도움으

로 학생 회장에 당선이 되었다는 (C)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44. (a), (b), (d), (e)는 Jake와 그의 친구들을 가리키는 반면, (c)는 대학 교직원

들을 가리킨다.

45. 첫 등산은 즉흥적으로 결정(the group spontaneously decided to 

climb the mountain near their campus)되었므로, ⑤가 글의 내용과 일

치하지 않는다.

구문 Solution  

18행_ With the student body elections approaching, Jake’s 
friends encouraged him to run for president.

 <with＋목적어＋-ing>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가 …함에 따라’

라고 해석한다.

33행_ they would throw it to someone they didn’t know, run 
over and invite them to climb the mountain together

 동사 would throw, (would) run over, (would) invite가 and에 의해 

병렬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Words  Frisbee[frízbi] 프리스비(던지기를 하고 놀 때 쓰는 플라스틱 원반)

before long 오래지 않아   take turns ~을 교대로 하다   election 

[ilékʃən] 선거   approach[əpróuʧ] 다가오다   spontaneously 

[spantéiniəs l i]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summit[sʌ ́mit]  정상   

unanimously[juːnǽnəməsli] 만장일치로   

REVIEW 15 회

A  1. 위반, 위배  2. 모호함  3. 일, 사건  4. 보완하다  5. 유발하다  

6. 중립적인  7. 생물의 다양성  8. 유명인사  9. 놀리다  10. 책

임, 의무  11. 고결성  12. ~에 접근하다  13. 분비  14. 순전한  

15. 암살  16. 기록하다  17. 나뉨, 갈라짐  18. 대처하다   

19. 다가오다  20. 정상

B  1. compression  2. evokes  3. unaware  4. grabbing

C  1. conserve  2. living fossil  3. corru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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