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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해석기법 13 

1.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1

Television programs (aim)at very young children are 

generally thought _________________ in teaching 

early language skills. A study was done / to test the 

ability of children from the ages of 15 to 24 months to 

learn new words from either a television program or 

an adult speaker. 

The results were not _______________________. 

Children younger than 22 months could not identify 

an object when (teach) the new word by a television 

program, but they [did/ were] so easily when (teach) 

by an adult. 

The researchers said / this is [because / why] adults 

naturally [alter / altar]their speech patterns and facial 

expressions to help children understand them better, 

which doesn’t happen on television. This indicates 

that children __________________ for 

__________________.

• alter 바꾸다 / altar 제단 / alert 경계하는 

번역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일반

적으로 초기의 언어 기술을 가르치는 데 효과적이

라고 여겨진다. 15 개월에서 24 개월 된 유아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성인 화자로부터 새로운 단

어들을 배우는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한 연구가 이

루어졌다. 

그 결과는 부모들이 바랐을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

었다. 22 개월 미만의 유아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에서 새로운 단어를 배웠을 때는 대상을 식별하지 

못했지만, 성인에게서 배웠을 때는 쉽게 그렇게 했

다.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단어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

기 위해 성인들은 자연히 말하는 방식과 표정을 바

꾸는데 TV 프로그램에서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더 나은 언어 발달을 위

해서 아이들이 성인과 의사소통해야만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④ 유아들은 성인들과 상호 소통을 통해 언어를 보다 쉽게 습득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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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2.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The Greek philosopher Aristotle lived during the 

fourth century B.C. He believed that the key to 

happiness[ is / was ]having neither too little nor too 

much. The idea behind this concept, which is known 

as the “golden mean,” is that we need to 

find_______________________. 

The golden mean is a __________ that exists 

somewhere in the middle—for a soldier, 

_____________, it could mean having an attitude 

that is neither cowardly nor reckless. Aristotle thought 

that happiness is knowing when enough is enough. 

He believed that there is no simple formula for us to 

follow because everyone’s perfect balance is 

different. _____________, we must all 

_________________________.

• attitude(태도) / altitude(고도) / aptitude(적성)

   

번역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4 세기에 

살았다. 그는 행복의 열쇠가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게 가지는 것이라고 믿었다. ‘중용’이라고 

알려진 이 개념의 근간이 되는 생각은 우리가 극단 

사이의 완전한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용은 중간 어딘가에 존재하는 균형점인데, 예를 

들어 군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겁이 많은 것도 무모

한 것도 아닌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리스

토텔레스는 행복이 충분한 때를 아는 것이라고 생

각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완벽한 균형은 각자 다르

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할 간단한 공식은 없다고 

믿었다. 대신에,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개인적인 균

형점을 찾아야 한다.

 ② a perfect midpoint between extrem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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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해석기법 14 

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A biotechnology company recently conducted a study 

to find ways to control superbugs found in hospitals. 

During their research, they realized they had 

discovered a method of _____________. 

By concentrating high-powered microwaves on 

bread, they were able to kill all forms of fungus 

before it began to grow. This made the bread [last  / 

to last] up to two months without spoiling. The 

researchers said bread [exposed / exposing] to 

microwaves for just 10 seconds can be safely eaten 

60 days later, without any change to its taste. 

They expect this discovery (help) ______ food 

waste. It may also [lower / increase] the number of 

deaths from food poisoning, [which / what] is often 

caused by food that has gone [bad / badly].

번역

한 생명 공학 회사가 병원들에서 발견되는 슈퍼버

그를 통제할 방법을 찾기 위해 최근 한 연구를 수행

했다. 연구 중에, 그들은 자신들이 음식을 살균하는 

방법을 발견했음을 알게 되었다. 

빵에 고출력 극초단파를 집중적으로 가함으로써, 

그들은 모든 종류의 곰팡이를 그것이 자라기 시작

하기 전에 없앨 수 있었다. 이것은 빵을 상하지 않

고 두 달까지 지속되도록 만들었다. 연구원들은 단

지 10 초 동안 극초단파에 노출된 빵은 맛에 아무 

변화 없이 60 일 이후에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들은 이 발견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것은 또한 식중독으로 인

한 사망자 수를 줄일 수도 있는데, 식중독은 대개 

상한 음식에 의해 일어난다.

 ⑤ New Technology Makes Bread Last Long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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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4.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1

From 1860 to 1916, the British Army required every 

soldier to have a moustache. Soldiers who shaved 

their moustaches could be disciplined and even put 

in prison. 

(A) This unusual requirement began while Britain had 

a worldwide empire. Since many people considered 

moustaches a symbol of strength and manliness, 

(wear) them was popular. 

(B) Although many British soldiers in countries such 

as Afghanistan still wear beards, as they often signal 

authority in Islamic areas, moustaches are now 

optional for all British soldiers around the world.

©_______, everything _______ during World War I. 

Because moustaches could prevent gas masks 

______ sealing well, soldiers started _____ the rule 

and it was eventually ______ in 1916.

   

번역

1860 년부터 1916 년까지, 영국 군대는 모든 군인

에게 콧수염을 기르도록 요구했다. 콧수염을 면도

한 군인들은 징계를 받고 심지어 투옥될 수도 있었

다. 

( A ) 이런 특이한 요구는 영국이 전 세계적인 제국

을 가지고 있는 동안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콧

수염을 힘과 남자다움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콧수염을 기르는 것은 인기가 있었다. 

( B ) 이슬람 지역에서는 수염이 흔히 권위를 나타

내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나라들에 있는 

많은 영국 군인들은 여전히 턱수염을 기르지만, 콧

수염은 이제 전 세계 모든 영국 군인들에게 선택적

인 것이다.

( C ) 하지만, 제 1 차 세계 대전 동안 모든 것이 변

했다. 콧수염은 방독면이 잘 밀폐되지 못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은 그 규정을 무시하기 시작

했고 그것은 마침내 1916 년에 폐지되었다. 

 ② (A) - (C) -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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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해석기법 15 

5. 밑줄 친 he[his]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

은?1

Braille, the universal reading and writing system for 

blind people, was named after its creator, Louis 

Braille. As a child, Louis lost ① his sight due to an 

accident. But the bo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ager to learn, ② he began attending France’s Royal 

Institute for Blind Youth. In 1821, when Louis was 12, 

a military officer introduced a touch-based alphabet 

at this school. ③ His invention, (call) “night writing,” 

allowed soldiers (read) messages at night by 

touching raised dots on paper. 

Louis quickly realized how [useful / usefully] this 

style of reading could be. By (use) the basic idea 

behind night writing, ④ he developed his own 

system, which was much more practical. Although 

Braille’s system was not well known during ⑤ his 

lifetime, later generations saw / it become the most 

helpful learning tool for blind people worldwide.

번역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보편적인 읽기·쓰기 체계인 

점자, 브라유 ( Braille )는 창시자 Louis Braille 

의 이름을 딴 것이다. 어린 시절, Louis는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 하지만 소년은 그 장애가 자신의 발

목을 잡도록 놔두지 않았다. 

배우고 싶은 열망으로, 그는 프랑스 왕립 맹아 학교

에 다니기 시작했다. 1821 년, Louis 가 12 세가 

되었을 때, 한 장교가 이 학교에서 촉각을 기반으로 

하는 알파벳을 소개했다. ‘야간 문자’라고 불리는 

그의 발명은 병사들이 종이 위에 튀어나온 점들을 

만져서 밤에도 전갈을 읽을 수 있게 했다. 

Louis 는 이 읽기 방식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지 곧 깨닫게 되었다. 야간 문자의 기본 개념을 

이용해서, 그는 자신만의 체계를 개발했고, 그것은 

훨씬 더 실용적이었다. 비록 Braille 의 체계가 그

의 생전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후대에 와서 

전 세계의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가장 유용한 학습 

도구가 되었다.

 ③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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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6.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1

When Harriet Beecher Stowe published the novel 

Uncle Tom’s Cabin in 1852, i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United States. At that time, slavery was illegal 

in the northern part of the country, but it was still legal 

in the southern part. 

The book’s anti-slavery message made people in the 

Northern states begin to realize just 

______________. This was partly [because / why] 

Stowe wrote in a very personal, informal style that 

enabled readers (empathize) with the slaves in her 

novel. 

Stowe’s novel had a stronger effect than newspaper 

articles and political speeches. It inspired many 

ordinary Americans (believe) that they could help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Nine years after Uncle 

Tom’s Cabin was published, the American Civil War 

began, [which / when] eventually led to the end of 

slavery.

• lead to = cause, bring about, result in, give rise to do, generate, 
trigger,incur 초래하다

   

번역

Harriet Beecher Stowe 가 1852 년에 소설 「 

Uncle Tom ’ s Cabin 」을 출간했을 때, 그것은 미

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당시,노예 제도가 

국가의 북부 지역에서는 불법이었지만, 남부 지역

에서는 여전히 합법이었다. 

그 책의 반노예제에 대한 메시지는 북부 지역 주(州)

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노예 제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하게 했다. 이는 Stowe 가 

독자들이 그녀의 소설 속 노예들에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격식 없는 문체를 쓴 것에 

어느 정도 원인이 있었다. 

Stowe 의 소설은 신문 기사나 정치 연설보다도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많은 평범한 미국인들

을 자신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믿도록 고무했다. 「 Uncle Tom ’ s 

Cabin 」이 출간되고 9 년 후에, 남북 전쟁이 발발

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노예 제도의 종결로 이어졌

다.

 ④ a novel that helped turn Americans against slave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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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해석기법 16 

7. 다음 글에 드러난 Roger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At nine o’clock on a dark, moonless night, Roger 

thought he saw a large black shadow passing across 

his window. (Think) little of it, a few minutes later he 

went outside to walk his dog. 

The night seemed quiet and peaceful, but as they 

walked along, his dog appeared to get very nervous, 

with his tail (point) straight back and his body 

shaking strangely. “What’s wrong?” Roger whispered 

to his dog. Soon, he also began to tremble with fear. 

Suddenly a loud noise broke the calm. Strange little 

creatures with their heads glowing like lanterns 

appeared all around them, and Roger noticed a huge 

object (float) several feet off the ground in front of 

him. He tried to run away, but he couldn’t move at all.

번역

어느 어둡고 달도 없는 밤 9 시, Roger 는 커다란 

검은 그림자 하나가 창문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고 생각했다.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몇 

분 후 그는 개를 산책시키러 밖으로 나갔다. 

그날 밤은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들이 걸

어가고 있을 때, 개가 꼬리를 뒤로 치켜 세우고 몸

을 이상하게 떨면서 굉장히 불안해 보였다. “왜 그

러니?”라고 Roger 가 개에게 속삭였다. 곧, 그도 

역시 두려움으로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큰 소음이 정적을 깨뜨렸다. 머리가 손전등

처럼 빛나는 낯선 작은 생명체들이 그들 주변 여기

저기에 나타났고, Roger 는 거대한 물체가 자신의 

앞에서 땅 위로 몇 피트 떨어져 떠 있는 것을 목격

했다. 그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전혀 움직일 수가 없

었다.

 ⑤ alarmed and frighten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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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8.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Voter advice applications, sometimes [referred / 

referring] to __ VAAs, are short online quizzes. 

Voters who take them have their opinions on social 

issues [matched /matching] to the policies of 

political parties. VAAs get users engaged __ the 

political process by encouraging them (do) [further / 

farther] research __ these policies and participate __ 

the election more. 

They also help users decide on who they should vote 

for. __________, most VAAs collect and save data 

anonymously, (allow) it (be) used to [create / 

creating] informative reports about the country’s 

political situation. 

• in addition = besides, moreover, what's more, furthermore, 
more than that, even worse, plus, on to of,To top it off  S + V : 
게다가/ in addition to, besides + 명사: ~외에도

Currently, VAAs are popular in a number of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the Netherlands, Germany, and 

Finland. They (expect) to become more [widely / 

wide] used in elections around the world in the near 

future.

   

번역

간혹 VAA 라고 불리는 투표자 조언 애플리케이션

은 간단한 온라인 설문이다. 그것을 하는 유권자들

은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당의 정책과 

연결시킨다. VAA 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 정책들

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선거에 더 많이 참여하도

록 장려함으로써 그들을 정치 과정에 참여시킨다. 

그것들은 또한 사용자들이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게다가, 대부분의 VAA 는 익

명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여 그것이 국가의 

정치 상황에 대한 유익한 보고서를 만드는 데 사용

되도록 한다. 

현재 VAA 는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를 포함하여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인기가 많다. 그것들은 머지

않아 전 세계 선거에 더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

다.

 ② Online Guides for Interested Voter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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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가독성을 위한 자료입니다! 인쇄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