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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01  정답  ⑤

지문 요약|  계획의 과도한 낙관적 성향

바른 해석| 	계획을	세우는	것에는	많은	이점이	있기는	하

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다.	그것들	중에는	계획이	과도하

게	낙관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뉴스에서	마

지막으로	“새로운	건물의	건축이	일정보다	8개월	일찍	완

료되었고,	총비용은	계획되었던	것보다	1,200만	달러	적

었습니다.”라는	말을	들어	본	것이	언제였는가?	대신에,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일정보다	늦고	예산을	초과한다.	

한	가지	유명한	예로,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인상적인	건물	중	하나

로	인식되는데,	그것은	1957년에	시작되었다.	그	계획은	

7백만	달러가	들	것이고	1963년	초에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1963년	당시	그것은	완공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

고	이미	예산을	넘어섰다.	그	계획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하기	위해	감축되었는데,	그런데도	1973년(10년	후)에야	

비로소	종료되었고	비용은	1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쉬운 해설| 	계획(을	세우는	것)의	부정적	측면	중	한	가지

를	분석하는	글로,	오페라하우스	건립	계획이	애초에	예

정한	것보다	훨씬	더	긴	기간과	큰	비용이	들게	되었다는	

것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⑤	 ‘낙관적인’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①	회의적인

②	복잡한

③	다양한

④	현실적인

구문 이해| 9행: One famous example is the opera 

house in Sydney, Australia, [now recognized as 

one of the world’s most beautiful and impressive  

buildings], which was started in 1957. 

 과거분사 recognized가 이끄는 분사구가 the opera 

house를 수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which i s now  

recognized ~에서 which is가 생략된 형태로 볼 수 있다. 

15행: The plans were cut back to save time and 

money, but even so it was not finished until 1973 

(10 years late), and the cost had run to more than 

$100 million!

 <not ~ until ...>은 ‘…해서야 비로소 ~하다’의 뜻을 나타

낸다.

Words |  overly[óuvəRli] 과도하게, 지나치게    

construction[kǝnstrvkʃTn] 건축, 건설, 건립    

budget[bvdʒit] 예산   impressive[imprésiv] 인상적인    

cut back 감축하다, 삭감하다

02  정답  ②

지문 요약| 식품 구매와 탄소 발자국 줄이기

바른 해석| 슈퍼마켓에	갈	때,	사람들은	자주	지역	식품

을	사는	것과	유기농	식품을	사는	것	사이의	선택권을	갖

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사과는	화학제품을	쓰지	않았지

만	다른	주에서	재배되었다.	(B)	반면에,	또	다른	사과는	

전통적인	농법을	사용했지만	단	몇	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재배되었다.	어떤	사과가	가장	적은	환경적	영향을	가지

는지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니다.	(A)	어떤	지역들에서는	토

양이	매우	척박하거나	기후가	특정	종류의	농작물을	기르

는	데	적합하지	않다.	그곳에서	작물을	기르는	것은	흔히	

많은	추가적인	화학제품,	영양분,	그리고	물을	필요로	한

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길러진	식품이	더	친환경

적일	것이다.	(C)	다른	경우에는	그	제품이	판매되기	전에	

이동해야만	하는	마일의	수가	유기농의	이점을	감소시킨

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제일	나

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자신이	사는	곳과	그곳에서	이

용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하여	나름대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쉬운 해설| 지역	식품과	유기농	식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먼저	유기농이지만	다른	주에서	재

배된	사과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	이

와는	반대로	전통적인	농법을	사용했지만	지역에서	재배

된	사과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의	(B)가	나와야	한다.	이어

서	(B)의	두	번째	문장에서	언급한	내용,	즉	환경적	영향

에	대한	판단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

유를	제시하는	(A)가	온	후,	(A)에서	언급한	경우와는	다

른	경우에	대해	언급하고	전체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C)
가	나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이해|  13행: It’s not always obvious [which 

apple has the smallest environmental impact]. 

 It은 가주어이고 의문사 which가 이끄는 명사절이 진주어

에 해당한다. not always는 ‘항상 ~인 것은 아니다’와 같이 

부분부정의 뜻을 나타낸다. 

15행: In other cases, the number of miles [the 

products must travel before they are sold] reduces 

the benefits of organic farming.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관계사절이 문장의 주어인 the  

number of miles를 수식하고 있고 문장의 동사는 reduces

이다. 관계대명사절에는 before가 이끄는 부사절이 쓰였다. 

Words | organic[ɔːRgǽnik] 유기농의; 유기농 (식품)    

chemical[kémikəl] <-s> 화학제품   nutrient[nJúːtriǝnt]  

영양소, 영양분   conventional[kǝnvénʃǝnl] 전통적인    

determine[ditrːRmin] 결정하다   carbon[ksːRbǝn] 탄소   

footprint[fútprInt] 발자국

글에 제시된 사례를 통해 

정답을 도출해야 하는 경

우에는 그 사례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여 핵심적

인 특징을 표현하는 말을 

찾아야 한다.

이 글에서 분석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계획

의 핵심적 특성은 최초의 

예상보다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초과했다는 것

이다. 따라서 최초의 오

페라하우스 계획은 시간

과 비용 면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유형 Solution
빈칸 추론

STEP1
연결사의 기능을 활용하

여 논리적 관계를 추적 

한다.

(B)는 주어진 글의 one 

a p p l e과 비교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말인 

another apple이 있고, 

On the other hand로 

앞 내용과 대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주어진 글 다음

에 이어져야 한다. 



STEP2
지시어구나 대명사가 가

리키는 말을 추적한다. 

(C)는 other cases의 

표현을 담고 있으므로 

앞에서 이미 어떤 사례

가 언급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A)의 

these cases가 이에 해

당하므로 그 다음에 이어

져야 한다. 

유형 Solution
글의 순서

01 ⑤ 02 ② 03 ① 04 ④

05 ② 06 ⑤ 07 ③ 08 ② 

01회
본문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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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회 05

약점유형 Board03  정답  ①

지문 요약| 통제력 확보가 주는 심리적 위안

바른 해석|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퍼즐을	풀려고	애쓰

는	동안	매우	혐오적인	소음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	이	

소음	스트레스는	좌절감과	스트레스,	그리고	집중력	저하

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그들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모든	참가자는	그들	앞의	탁자	위에	버

튼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	버튼은	아무것에

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그것을	누르는	것은	아무	효과

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버

튼을	누르면	소음이	꺼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것이	

너무	스트레스를	주거나	견디기	어렵게	되면	그들은	그렇

게	할(버튼을	누를)	수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면	그	실

험을	망칠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누르지	말아

야	했다(라는	말도	들었다).	아무도	그	버튼을	누르지	않

았다.	하지만	이	버튼의	사용이	가능했던	참가자들은	그	

스트레스가	유발했던	모든	문제나	손상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버튼)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도	상당한	위안을	얻은	듯	보였다.		

	당신이	어떤	사건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그	사건들을	더	잘	견딜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	

쉬운 해설| 일부	참가자들에게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소

음을	멈추게	할	수단을	알려	주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위안을	주어	스트레스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을	겪

지	않았다는	것이	실험의	주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A)에
는	소음을	멈추게	할	수단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나타내

도록	‘control(통제하다)’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고,	(B)
에는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잘	대처했다는	점을	나타

내도록	‘bearable(견딜	수	있는)’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	

하다.	

②	통제하다	-	비참한

③	예측하다	-	비참한

④	조직하다	-	견딜	수	있는

⑤	조직하다	-	의미	있는

구문 이해| 3행: This noise stress made it harder for 

people to perform their tasks, invoking frustration, 

stress and lower concentration. 

 to부정사구가 목적어로 쓰인 문장이므로 목적어 자리에 가

목적어 it을 쓰고 to부정사구를 목적격보어(harder) 뒤에 쓴 

형태이다. for people은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 해당한다. 

invoking ~은 as they were invoking ~의 부사절이 전환

된 분사구문으로 ‘~하면서’의 뜻을 나타낸다. 

13행: Yet the participants [who had this button 

available to them] did not show all the problems 

and impairments [that the stress had caused].

 who가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이 문장의 주어인 the  

participants를 수식하고 있다. that이 이끄는 관계사절은 동

사의 목적어인 all the problems and impairments를 수

식한다. 

Words | invoke[invóuk] ~을 불러일으키다, 생기게 하다    

frustration[frbstréiʃTn] 좌절   bear[blǝR] 견디다, 참다    

impairment[impkǝRmǝnt] 손상, 해침   derive ~ from ...  

…로부터 ~을 얻다    considerable[kǝnsídərǝbl] 상당한

04  정답  ④

지문 요약|  종교와 과학의 상보적 관계와 조화의 필요성

바른 해석| 	오늘날	과학은	종교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다.	고대에조차	과학적	진보가	엄청난	성취	단계에	도달

했고	과학적	설비를	사용하는	것은	반종교적이라고	여

겨지지	않았다.	사실	그런	설비의	적절한	사용은	종교적

인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늘날	우리는	예전에

는	가능하지	않았던	많은	일을	훨씬	더	편리하게	할	수	있

다.	하지만	종교는	너무	지나친	과학적	설비에	대한	의존

을	반대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이

다.	말하자면,	과학의	산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에	대해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과학

이	불행의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	종교와	과학은	서로	상

보적이며,	그것들	사이에	적절한	조화가	유지될	때마다	

삶은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더	즐거워질	것

이다.	

쉬운 해설| 주어진	문장은	‘That	is	to	say(즉)’로	시작하

여	과학의	산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에	대한	통

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동일한	취지를	담고	있

는	문장	다음인	④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이해| 1행: That is to say, it is essential [to have 

control over oneself so that one does not become 

a slave of the products of science]. 

 it은 가주어이고 to부정사구가 진주어에 해당한다. so that

이 이끄는 부사절은 ‘~하도록’과 같이 ‘목적’의 의미를 나타 

낸다. 

9행: Today we are able to do many things much 

more conveniently [which were not possible in 

earlier times]. 

 which가 이끄는 관계사절이 many things를 수식하고 

있다. 

Words | essential[isénʃəl] 필수적인    

conflict[ksnflikt] 갈등, 분쟁   height[hait] (더 큰 성공·성

취를 이루는) 단계   facility[fǝsílǝti] 설비, 시설    

conveniently[kǝnvíːnjǝntli] 편리하게    

misery[mízTri] 불행   complementary[kSmplǝméntTri] 

상보적인, 보충하는   coordination[kouCːRdTnéiʃTn] 조화    

pleasurable[pléʒTrǝbl] 즐거운

완료형 준동사

완료형 준동사는 <t o 

have＋과거분사(p.p.)>, 

<having p.p.> 형태로 문

장의 동사가 나타내는 시

점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낸다.

16행: They seemed 

to have derived ~
＝ I t seemed that 

they had derived ~
I remember having 
visited him a year 

ago.

＝ I remember that 

I visited him a year 

ago. (나는 내가 일 년 

전에 그를 만났던 것을 

기억한다.)

어법
Review

STEP1
주어진 문장에 연결사가 

포함된 경우 해당 연결사

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

야 한다. 

이 글에서는 That is to 

say가 주어진 문장에 쓰

였으므로 동일한 취지의 

반복을 나타내는 문장 다

음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

갈 적절한 위치가 된다. 



STEP2
주어진 문장을 적절한  

위치에 넣은 다음에는 그

다음 문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④ 다음 문

장의 Otherwise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Otherwise는 문맥상 주

어진 문장의 내용과 관련

하여 ‘스스로에 대해 통

제하지 않으면’의 의미를 

나타낸다. 주어진 문장

이 ④에 들어가지 않으면 

Otherwise는 적절한 뜻

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

이 정답을 찾는 데 중요

한 단서가 된다. 

유형 Solution
문장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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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06  정답  ⑤

지문 요약| 과학의 문화 혁명적인 성격

바른 해석| 	문화적인	면에서	과학은	혁명적인	것으로	여

겨질	수	있다.	그것이	창출하는	지식은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온	우리	자신과	만물의	장대한	구

도	속에서	우리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을	버리도록	강요한

다.	우리가	뉴턴,	다윈,	그리고	라이엘과	연관시키는	혁

명은	지구와	그곳의	거주자들에	관한	우리의	지식만큼이

나	인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많은	관련이	있어	왔다.	게

다가	과학적	지식은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세상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또는	인식하고	싶어	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때	특히	그러하다.	지구가	수

천	년이	아니라,	수십억	년이	되었다는	발견이	좋은	사례

가	될	것이다.	그런	발견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새로

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다.	우

리가	지식을	획득하는	것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의	일부는	

그것이,	최소한	처음에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는	것이다.	

쉬운 해설| (A)	과학이	문화적인	면에서	혁명적인	것이

라고	했으므로	‘discard(버리다,	폐기하다)’가	적절하다.	

(retain:	보유하다,	간직하다)

(B)	우리가	인식하거나	인식하기를	원하는	바와	전혀	다

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상황이므로	 ‘surprise(놀라게	

하다)’가	적절하다.	(reassure:	안심시키다)

(C)	새로운	발견들이	우리를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게	한다

고	했으므로	‘uncomfortable(불편한)’이	적절하다.		

(comfortable:	편안한)

구문 이해 | 2행: The knowledge [ i t generates]  

sometimes forces us to discard beliefs [we have 

long held about ourselves and our significance in 

the grand scheme of things]. 

 it generates와 we have ~ things는 각각 관계대명사

가 생략된 관계사절로 The knowledge와 beliefs를 수식하

고 있다. 

5행: The revolutions [that we associate with 

Newton, Darwin, and Lyell] have had as much to 

do with our sense of humanity as they do with our 

knowledge of Earth and its inhabitants. 

 that이 이끄는 관계사절이 The revolutions를 수식하고 

있다. <as much ~ as ...>의 원급 비교구문이 두 서술부를 비

교하고 있는데, 두 번째의 do는 앞에 쓰인 have to do를 대

신하는 대동사이다. 

12행: The discovery [that Earth is billions, rather 

than thousands, of years old] may be a case in 

point. 

 that이 이끄는 명사절은 The discovery와 동격 관계로, 

그것의 내용을 설명한다. 

Words | revolutionary[rèvTlúːʃTnèri] 혁명적인    

05  정답  ②

지문 요약|  구성원이 다양한 집단의 우월성

바른 해석| 	한	집단이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는	상

당	부분	과제와	관련된	그	구성원들의	지략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구성원들의	특성과	능력의	다양성이	집단의	수

행력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공통된	믿음을	

갖고	있고	매우	유사한	능력을	갖춘	매우	비슷한	개인들

로	구성된	집단은	하나의	관점에서	과제를	바라볼	가능성

이	있다.	그러한	일체감은	생산적일	수	있지만,	또한	구성

원들이	특정	종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

소가	모자람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홀로	행동하는	개인들

과	비교하여	집단의	가장	커다란	자산	중	하나는	더	높은	

수준의	해결책을	얻을	가능성이다.	이	논리를	좀	더	진전

시키면,	우리는	당연히	다양화된	집단이	많은	문제	해결	

과제에서	매우	비슷한	개인들로	구성된	동종	집단보다	더	

나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쉬운 해설| 	②가	있는	문장은	주어가	Groups이고	동사

는	abilities	뒤의	are이므로,	②는	주어를	수식하는	분사

구가	되도록	composed로	바꿔야	한다.	<cf.＝groups	

which	are	composed	of	~>
①	문장의	동사가	위치해야	하는데,	How가	이끄는	명사

절이	문장의	주어이므로	단수형인	depends는	적절하다.

③	Such는	이어지는	명사	solidarity를	수식하여	‘그러

한,	그와	같은’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적절하다.

④	문장의	동사가	is이므로	밑줄	친	부분은	분사를	써서	

individuals를	수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므로,	who	

act	alone의	뜻이	되도록	현재분사를	쓴	것은	적절하다.

⑤	비교급	문장에서	서술부인	tend	to	do	~의	반복을	피

하려고	사용된	대동사이므로	적절하다.	

구문 이해| 5행: Groups [composed of highly similar 

individuals who hold common beliefs and have 

much the same abilities] are likely to view a task 

from a single perspective. 

 문장의 주어는 Groups, 동사는 are이다. composed

가 이끄는 분사구가 Groups를 수식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who가 이끄는 관계사절이 highly similar individuals를 수

식하고 있다.

14행: [Carrying this logic a step further], we can ~ 

 Carrying ~ further는 If we carry this logic a step 

further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Words | relevant[rélǝvǝnt] 관련된   resource[ríːsɔːRs] 

지략, 기략   diversity[divrːRsǝti] 다양성   trait[treit] 특성   

perspective[pǝRspéktiv] 관점, 시각    

solidarity[sSlǝdǽrǝti] 일체감, 결속   critical[krítikəl] 결정

적인, 중대한   ingredient[ingríːdiǝnt] 요소, (구성) 성분, 재료   

likelihood[láiklihùd] 있음직한, 가능성    

diversify[divrːRsǝfài] 다양화하다

주의해야 할 <주어 - 동사>

의 수 일치

문장의 주어가 명사절, 

to부정사(구), 동명사(구)

인 경우에는 반드시 단수 

동사를 써야 한다. 

so vs. such
so는 부사이고, such는 

형용사이다. <so＋부사/

형용사>, <so＋형용사＋ 

a(n)＋명사>와 <such(＋

형용사)＋명사>, <such 

＋a(n)(＋형용사)＋명사>

의 어순에 유의한다.

The sunset was so 
beautiful. 

It was so beautiful a 
sunset.

I’ve never seen such 

(beautiful) gardens.

I t  w a s  s u c h  a  
beautiful garden.

어법
Review

Charles Lyell
(찰스 라이엘, 1797~ 

1875)

영국의 지질학자로 자연 

작용의 제일설로 근대 지

질학의 기초를 세웠다. 

제3기층과 화산에 관심

을 두고 프랑스 파리분지

의 제3기층 패화석을 연

구, 신생대를 에오세, 마

이오세, 플라이오세로 3
분하는 지질연대 구분을 

제창하였다. 주요 저서인 

<지질학 원리(Principles 

of Geology)>는 당시 지

질학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명저로 일컬어진다. 

‘현재는 과거를 여는 열

쇠’라는 견해를 바탕으

로 지질 현상을 계통적으

로 설명하여 근대 지질학

을 확립함으로써 후에 다

윈의 진화론에 큰 영향을 

주었다.

배경 지식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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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회 07

약점유형 Board 로	가장	적절하다.	

①	보기	드문

③	인기가	없는

④	불가사의한

⑤	불편한

구문 이해 | 14행: In the br ight sun l ight , they  

communicate a cool and restful environment [that is 

as inviting as the Irish library was depressing]. 

 that이 이끄는 관계사절이 a cool and rest fu l  

environment를 수식하고 있다. 관계사절에는 <as ~ as ...>

의 원급 비교구문이 사용되어 ‘…인 만큼 ~하다’의 뜻을 나타

내고 있다.

17행: Color not only influences the psychological 

state of library customers but also provides a more 

physically comfortable library experience. 

 <not only ~ but also ...>가 전체 문장의 두 개의 서술부

를 연결하여 ‘~할 뿐만 아니라 …하기도 하다’의 뜻을 나타내

고 있다. 

20행: Eye fatigue [experienced by computer users] 

can be reduced by minimizing the contrast in value 

between the computer screen and the walls and 

furniture around the computer work space. 

 과거분사 experienced가 이끄는 분사구가 문장의 주어인 

Eye fatigue를 수식하고 있다. 

Words | county[káunti] (행정구역) 자치주, 군    

miserable[mízTrǝbl] 우울하게 만드는    

depressing[diprésiŋ] 칙칙한, 침울한    

bed-and-breakfast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숙박 시설    

in earnest 본격적으로   duck into ~으로 급히 들어가다   

pub[pʌb] 주점, 술집   dry off ~을 말리다   color scheme 

(실내 장식, 의상 등의) 색채 배합〔설계〕   wood paneling 나무

장식 판자   cozy[kóuzi] 아늑한   nook[nuk] 구석    

restful[réstfǝl] 편안한   inviting[inváitiŋ] 매력적인, 유혹적인   

fatigue[fǝtíːg] 피로   minimize[mínǝmàiz] 최소화하다    

contrast in value 명도(에서의) 대비   intensity[inténsǝti] 

강도, 세기   combat[kǝmbnt] 방지하다, (방지하기 위해) 싸우다   

glare[gllǝR] 눈부심   eye strain 눈의 피로

generate[dʒénǝrèit] 창출하다   associate[ǝsóuʃièit] 연관

시키다   have much to do with ~와 많은 관련이 있다    

inhabitant[inhǽbǝtTnt] 거주자, 주민, 서식 동물 

perceive[pǝRsíːv] 인식하다   a case in point 좋은 사례, 딱 

들어맞는 사례   distressing[distrésiŋ] 고통스러운    

come to term with ~을 받아들이다〔받아들이려고 애쓰다〕    

initially[iníʃǝli] 처음에

07~08  정답  07. ③    08. ②

지문 요약|  도서관에서 색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바른 해석| 	나는	한번은	춥고	비가	내리는,	전반적으로	우

울하게	만드는	날씨의	어느	날	아일랜드에	있는	주	도서

관을	방문한	것을	기억한다.	너무나도	강력하게	건물	안

으로	그	잿빛	침울한	날씨를	들여오는	하얀	벽과	대형	유

리창들로	인해	그	도서관은	그	누구에게도	매력을	끌지	

못할	것이었다.	다시	나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숙소

로	걸어서	되돌아올	때,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

고,	그래서	나는	몸을	말리기	위해	한	주점으로	급히	들어

갔다.	그	주점의	모든	색채	배합이	따스함과	안락함의	인

상을	만들어	내도록	의도된	것	같았다.	나무판자와	풍부

하고	따뜻한	색채는	안으로	들어와	아늑한	구석을	찾고는	

그	고장의	맥주를	즐기라고	나를	초대했다.	하지만	내가	

오랜	세월을	살았던	뉴멕시코의	산타페에서는	그	동일한	

하얀	벽이	즐겁다.	밝은	햇살	속에,	그것은	아일랜드의	도

서관이	침울했던	것만큼이나	유혹적인	시원하고	편안한	

환경을	전해	준다.		

색채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줄	뿐	아

니라	신체적으로	더	편안한	도서관	경험을	제공한다.	컴

퓨터	사용자들에	의해	경험되는	눈의	피로는	컴퓨터	스크

린과	컴퓨터	작업	공간	주위의	벽,	그리고	가구	사이의	명

도	대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줄어들	수	있다.	모니터	양쪽

의	중간	강도의	부드러운	색채는	눈의	피로를	방지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된다.	온통	하얀색의	도서관	색채	배합은,	

최근에	인기가	있었는데,	눈부심과	눈의	피로를	증가시킨다.	

쉬운 해설| 07	첫	번째	단락은	지역의	전형적인	날씨에	

따라	도서관	벽의	색채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

이고,	두	번째	단락은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

람들이	겪는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벽과	가구의	

색채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③	‘도서관에서	색채

의	효과적	사용’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공공	도서관의	제한된	공간

②	흰색:	눈에	편안한	색

④	날씨가	우리의	도서관	경험에	영향을	준다

⑤	색채	선호에서의	문화적	차이	

08	날씨가	전반적으로	칙칙한	아일랜드에서는	도서관의	

하얀색	벽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지만,	햇살이	많은	산타

페의	날씨에서는	도서관의	하얀색	벽이	시원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고	했으므로,	②	‘즐거운’이	빈칸에	들어갈	말

to부정사 목적어 

vs. 동명사 목적어

remember와 forget은 

to부정사와 동명사를 모

두 목적어로 취할 수 있

는데, 다른 의미를 나타

낸다. 

 • remember＋to부정사 

목적어: (미래에 할 일

에 대해) ~할 것을 기

억하다〔명심하다〕

 • forget＋to부정사 목

적어: (해야 할 일에 대

해) ~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다

 • remember＋동명사 

목적어: (과거에 한 일

에 대해) ~했던 것을 

기억하다

 • forget＋동명사 목적

어: (과거에 한 일에 대

해) ~했던 것을 잊어버

리다

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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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small)’를 포함

하는 어휘

diminish v. 작아지다, 

줄어들다 

minister n. 성직자, 장

관(cf. 신, 왕보다 작은 사

람이란 의미에서) 

administer v. 관리하

다, 행정을 보다(cf. 장

관이 하는 일이란 의미 

에서)

minimize v. 최소화하

다; 과소평가하다

minimum n. 최소, 최

저, 극소 

minimal a. 최소의, 극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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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launch[lɔːntʃ] 개시하다, 가하다   charge[tʃɑːRdʒ] 돌격, 진

격   pry open 억지로 열다   remarkably[rimsːRkǝbli] 놀랍

게도, 현저하게   reconcile[rékǝnsàil] 화해하다    

mediate[miːdièit] 중재하다, 화해시키다   literally[lítərǝli] 

글자 그대로   step in 개입하다, 걸어 들어가다    

dispute[dispjúːt] 싸움, 논쟁   imposing[impóuziŋ] 위압하

는, 당당한   posture[psstʃǝr] 자세, 태도    

contestant[kǝntéstǝnt] 싸움하는 자, 경쟁자 

community relations 충돌 가능성이 있는 집단

02  정답  ④

지문 요약|  조사는 우리 주변 곳곳에 있고 우리는 삶의 상당

한 부분을 조사를 하는 데 쓴다.

바른 해석|  조사는	우리	주변	곳곳에	있다.	우리	삶	전체

를	통해	아마도	과학적	연구의	결과인	통계가	우리에게	

넘쳐	난다.	우리가	하는	많은	중요한	결정들은	어떤	종류

의	조사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C)	게다가,	우리	자신의	

삶의	상당한	부분이	조사를	하는	데	쓰인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찾거나,	한	집단의	태도를	평가하거나	한	

사건에	관한	결론을	이끌	때마다,	우리는	일종의	조사를	

시작한다.	(A)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한다면	시험	점수가	향상할	것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은	공부	모임을	형성했다.	시험	후에	여러분은	상당한	향

상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적을	이전의	

시험에서	받은	성적과	비교했다.	(B)	만약	(향상이)	있다

면,	여러분은	아마도	더	나은	성과를	공부	모임의	덕분으

로	돌릴	것이다.	이것이	조사의	본질이다.	여러분이	어떤	

사회	과정에	관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밖으로	나가	여러

분이	옳은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것을	검사한	것이다.	

쉬운 해설| 우리가	하는	많은	중요한	결정들이	조사에	의

해	지지를	받는다는	주어진	글에	더하여	우리	스스로가	

조사를	많이	한다는	내용인	(C)가	이어진다.	그에	대한	한	

예시를	들기	시작하는	(A)가	나온	후,	(A)에서	가정한	내

용의	결과가	(B)에	나온다.	(B)는	글의	주제인	조사의	본

질로	결론을	내린다.

구문 이해|  8행: After the exam / you compared 

your grade with the grade [you received on the 

previous exam] / to see if there was any significant  

improvement.

 you received ~ exam은 선행사 the grade를 수식하

는 관계사절로서 you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되

어 있다. if는 see의 목적어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인

지 아닌지’의 의미로 쓰인다.

18행: Every time we seek out the opinions of  

others, gauge the attitude of a group, or draw  

conclusions about an event, ~

 Every time은 ‘~할 때마다’라는 뜻으로 Whenever로 바

꿔 쓸 수 있다. 동사 seek, gauge, draw는 등위접속사 or로 

01  정답  ①

지문 요약|  침팬지는 싸움하는 침팬지를 적극적으로 중재하

여 진정시킨다.

바른 해석|  침팬지에게	있어서,	수컷과	암컷	둘	다	충돌	

가능성	있는	집단을	적극적으로	중재한다.	내가	연구한	

큰	동물원	집단에서	암컷은	때때로	과시하기	위해	준비하

고	있는	수컷들의	노여움을	진정시키곤	했다.	머리카락

을	곤두세우고	앉아서,	소리	지르며	좌우로	흔들면서	수

컷	침팬지는	돌격을	개시하기	전에	10분	정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것은	화난	수컷에게	가서	그의	손을	억지

로	열어	무거운	나뭇가지와	돌을	제거할	시간을	암컷에게	

준다.	놀랍게도	수컷은	암컷이	그렇게	하도록	둔다.	암컷

은	또한	싸움	이후	수컷들이	화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

면	그들을	함께	데려오기도	한다.	우리는	중재하는	암컷

이	글자	그대로	수컷의	팔을	잡아서	그를	그의	경쟁자	쪽

으로	당기는	것을	보았다.	수컷	자신들	또한	갈등	해결을	

많이	한다.	이것은	서열이	가장	위인	수컷의	과업인데,	그	

수컷은	싸움이	과열될	때	개입한다.	대부분	위압하는	자

세를	하고	단순히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사태를	진정시키

지만,	필요하다면	그	우세한	수컷은	싸움하는	것들을	글

자	그대로	때려서	갈라놓는다.

쉬운 해설|  첫	문장이	글의	주제문이고,	이후에	부연	설명

하는	문장들이	이어진다.	이	문장들을	통해	빈칸에	들어

갈	말을	추론할	수	있다.	암컷	침팬지는	싸움하려는	수컷	

침팬지들을	진정시키고	함께	데려와	화해시키고,	수컷들

도	갈등	해결을	많이	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

갈	말로	①	‘충돌	가능성	있는	집단을	적극적으로	중재한

다’가	가장	적절하다.

②	보통	협력	동반자들을	얻기	위해	경쟁한다

③	다른	발달	추세를	보여	준다

④	다른	유인원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짝을	지어	보낸다

⑤	계속	복종하고	지배하는	특성을	보인다

구문 이해|  4행: Si t t ing  w i th the i r ha i r e rec t ,  

hooting and swaying from side to side, / male 

chimps may ~

 Sitting ~, hooting and swaying ~은 동시동작의 분

사구문으로 and에 의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15행: This is the task of top ranking males, who will 

step in ~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다.

Words | disarm[dissːRm] (노여움을) 진정시키다, 무장 해제

하다   display[displéi] 과시, 전시   erect[irékt] 곤두선, 똑

바로 선   hoot[huːt] 소리 지르다   sway[swei] 흔들다    

STEP1
전체 글을 빠르게 읽으면

서 대략적인 주제 파악 

하기

암컷 침팬지와 수컷 침팬

지들이 싸움하려는 다른 

침팬지의 상황에 개입하

는 내용이다.



STEP2
빈칸 후반에 이어지는 근

거가 되는 문장들의 내용

을 종합하기

-   암컷 침팬지가 싸우려

고 하는 침팬지들의 손

을 벌려 나뭇가지 등을 

제거한다.

-   암컷 침팬지가 수컷 침

팬지를 함께 데려오기

도 하고 팔을 잡아서 

경쟁자 쪽으로 당긴다.

-   수컷 침팬지는 심지어 

싸움하려는 둘을 때려

서 갈라놓기도 한다.



STEP3
파악한 주제와 종합한 내

용을 토대로 빈칸에 들어

갈 말을 고르기

침팬지들은 싸우려는 수

컷 침팬지를 말리고 중재

하는 역할을 한다.

유형 Solution
빈칸 추론

접두사 dis-: 부정, 분

리, 제거, 박탈

disable v. 무능하게 하

다, 무력하게 만들다

disarm v. 진정시키다, 

무장 해제하다

discharge v. 짐을 내리

다; 해고하다

discourage v. 낙담시

키다, 못하게 하다

disguise v. 위장하다, 

숨기다

disinterested a. 사심 

없는, 공정한

dismiss v. 해고하다, 해

산시키다

disturb v. 어지럽히다, 

방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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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회 09

약점유형 Board  he’d는 he would의 줄임말로 ‘~하곤 했다’는 뜻의 과거

의 습관을 나타낸다. he’d 뒤에는 동사 return과 tell이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the coach와 it 사이에 tell의 직접목

적어를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다. 

Words | corporate[kcːRpTrət] 기업의   big shot 거물    

take the rap 비난을 받다, 남의 죄를 뒤집어쓰다    

owe A to B  A는 B의 덕택이다   blame[bleim] 비난; ~의 

책임으로 돌리다   credit[krédit] 칭찬; 신용    

sideline[saidlAin] <-s> 사이드라인 바깥쪽의 선수 대기석    

chew out 호되게 꾸짖다   appreciate[ǝpríːʃièit] 고맙게 생

각하다   point a finger at ~를 지명하여 비난하다    

get past 지나치다, 피하다   go wrong 잘못하다, 실수하다

04  정답  ④

지문 요약|  해도와 도구에 의존하지 않고 항해하는 방법

바른 해석|  서로	보이는	범위	내에	있는	두	장소	사이를	

가는	것은	상당히	쉬우나,	가시선을	잃어버리면	항해자는	

어느	방향으로	항해할지를	결정하는	다른	방법을	갖고	있

어야	한다.	해도와	도구에	의존하지	않는	가장	간단한	방

법은	추측항법으로	알려져	있다.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선박이	출발지에서	얼마나	멀리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항

해해	왔는지에	대한	연속	추정치이다.	선장이	자신의	배

의	일반적인	성능을	알	때도,	바다의	상태,	조류	그리고	

바람의	변화에	기인한	속도와	방향에서의	차이를	고려해

야	한다.	(선장은	또한	선박의	승무원들과	승객들	사이의	

사고와	부상에	대응하고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	추측

항법을	이용할	때,	비록	누적오차가	먼	거리로	인해	그	목

표물을	쉽게	놓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확

신을	하고	광활한	바다를	건너	몇백	마일까지	항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쉬운 해설| 항해하는	동안	가시선을	잃어버렸을	때,	해도

와	도구에	의존하지	않고	방향을	찾아가는	추측항법에	관

하여	설명한	글이다.	④는	사고와	부상이	있을	경우,	선장

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글의	전체	흐름에서	벗어난

다.	또한	④를	제외하고	나면	③과	⑤가	문맥상	자연스럽

게	연결됨을	알	수	있다.

구문 이해|  1행: It is easy enough to go between 

two places that are within sight of each other, ~ 

determining [in which direction to sail].

 It은 가주어이고 to go ~가 진주어이다. that은 two 

place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을 이끌고 in which 

direction to sail은 determining의 목적어가 되는 to부정

사구이다.

11행: ~ allowances must be made for variations 

in speed and direction [caused by changes ~ 

winds].

 allowances must be made for는 <주어＋must 

make allowances for>의 수동태 문장이다. caused ~ 

연결되어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Words |  flood[flʌd] 넘치다, 범람하다    

supposedly[sǝpóuzidli] 아마, 추정상   previous[príːviǝs] 

이전의, 앞서의   significant[signífikǝnt] 상당한, 중요한    

attribute[ǝtríbjuːt] (원인을) ~에 돌리다, 탓으로 하다    

performance[pǝRfcːRmǝns] 성과, 성취    

essence[ésns] 본질, 정수   proportion[prǝpcːRʃTn] 부분, 

비율   seek[siːk] 찾다, 구하다   gauge[geidʒ] 평가하다, 측

정하다   conclusion[kǝnklúːʒTn] 결론    

engage in ~을 시작하다, (일, 사업 등)에 착수하다

03  정답  ④

지문 요약|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하는 리더의 자세

바른 해석|  얼마나	많은	정치인과	재계의	거물들이	자신

들의	잘못이	아닌	일	때문에	비난을	받는가?	그것은	대

개	미국식이	아니다.	그러나	NFL(미국	풋볼	리그)	역사

상	가장	위대한	쿼터백	중	한	명인	조	몬테나는	자기	성공

의	일부를	본인이	공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가	공을	떨어뜨렸어요.”라고	말할	수	있음에	있다고	말한

다.	16년간의	프로	생활에서(그는	1995년에	은퇴했다.)	

몬테나는	비난을	수용하고	칭찬은	공유한	리더였다.	그가	

센터에서	뛰는	사람으로부터	잘못된	핸드오프를	받을	때

마다,	사이드라인	바깥쪽의	선수	대기석으로	돌아가	감독

에게	본인의	잘못이었다고	말하곤	했다고	몬테나는	말한

다.	그것이	호된	꾸지람을	듣는	것을	의미했는데도	말이

다.	“당신이	리더일	때,	당신은	기꺼이	비난을	받아들여야	

해요.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명하여	비난하지	않을	때	감

사히	여기는데,	이는	그것이	그들의	압박감을	늘려	주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그것을	넘어가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어요.”라고	그는	말한다.	

	리더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쉬운 해설|  몬테나의	예시를	통해	리더는	내	잘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A)에는	‘blame(be	blame	for:	~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	(B)에는	‘wrongdoing(잘못,	나쁜	짓)’이	들어가야	한다.

①	칭찬하다	-	칭찬

②	칭찬하다	-	잘못

③	책임이	있다	-	칭찬

⑤	용서하다	-	흥미

구문 이해|  4행: ~ he owes part of his success to 

being able to say, “I dropped the ball,” ~

 <owe＋목적어＋to>는 ‘(목적어)를 ~의 덕택으로 하다’라

는 의미로 쓰인다. to는 전치사이므로 뒤에 동명사인 being이 

온다. 

10행: Montana says, he’d return to the sidelines 

and tell the coach it was his fault, even if it meant 

getting chewed out.

STEP1
다섯 개의 선택지 구성을 

확인하기

(A)나 (B)의 선택지 단어

가 5개 중 2개씩 동일하

고 한 단어만 다르게 구

성된 경우, 한 단어로 구

성된 선택지가 답일 가능

성은 낮다.



STEP2
요약문을 먼저 읽고, 선

택지를 넣어 본 후 정답

의 범위를 좁히기

요약문에 선택지를 넣고 

전후 관계를 따져 보면 

정답이 추론되거나 정답

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STEP3
지문을 읽고, 내용을 파

악한 후 가장 적절한 요

약문을 찾기

리더는 자신의 잘못이 아

닌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내

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선택지를 고른다.

유형 Solution
요약문 완성

dead reckoning  

(추측항법(推測航法))

이미 알고 있는 위치를 

출발 지점으로 설정하여 

그 후 배가 나아갈 방향, 

배가 항해하는 거리에 의

해 현재 배의 위치를 추

산하면서 항해하는 방법

이다.

배경 지식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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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Words | anticipate[æntísǝpèit] 예상하다, 예감하다    

humanist[Hjuːmǝnist] 인본주의자   depict[dipíkt] 묘사하

다, 그리다   brotherhood[brvðǝRhùd] 형제애, 동료애    

intellectual[ìntǝléktʃuəl] 지식인, 인텔리    

splendid[spléndid] 빛나는, 더할 나위 없는    

isolation[AisəleiʃTn] 고립, 격리    dedicate[dédikèit] 바치

다, 헌납하다   accomplished[əksmpliʃt] 성취한, 완성한    

vulgar[vvlgǝR] 세속적인, 저속한   turbulent[trːRbjulǝnt] 사나

운, 소란스러운   strife-torn 다툼으로 분열된, 분쟁으로 피폐해

진   moneygrubbing[mvnigrVbiŋ]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relevance[rélǝvǝns] 관련, 관련성    

post-capitalist society 후기 자본주의사회    

heritage[héritidʒ] 유산

06  정답  ⑤

지문 요약|  대장장이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현자의 문구

바른 해석|  왕이	대장장이에게	명령했다.	“내가	행운을	누

릴	때	나의	행복을	진정시켜	주고	내가	의기소침할	때	나

의	기분을	고양시켜	줄	좌우명을	담은	도장을	하나	준비

하여라.”	대장장이는	도장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

지만,	좌우명	부분은	어려웠다.	그래서	그는	현자에게	가

서	물었다.	“왕의	황홀감을	진정시키면서	동시에	그가	우

울함을	느낄	때	그를	고양시켜	줄	것으로	무엇을	도장에	

새겨	넣을	수	있을까요?”	현자는	그에게	왕의	요구를	만

족하게	할	새김의	말을	주었다.	현자는	말했다.	“도장의	

원형	부분	위에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는	글귀를	새겨	

넣으세요.	왕이	의기양양해서	그것을	쳐다볼	때,	그것은	

그의	오만함을	의기양양하게(→	겸허하게)	할	것입니다.	

왕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것을	볼	때,	그것은	그의	희망

을	고취할	것입니다.”	

쉬운 해설| 왕이	원하는	좌우명은	의기양양할	때	진정시

켜	주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고양시키는	말이므로,	⑤의	

elate(의기양양하게	하다)는	humble(겸허하게	하다)과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한다.	

구문 이해|  2행: ~ a motto [that would temper my 

happiness when I enjoy good fortune, and lift me in 

spirit / when I am despondent].

 that ~ despondent는 주격 관계대명사절로 a motto를 

수식한다. temper와 lift는 병렬구조로 would에 연결된다. 

4행: The workman had no difficulty making the 

signet, / but the motto part was a tough one. 

 have difficulty (in) -ing: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Words | temper[témpǝR] 진정시키다, 누르다    

despondent[dispsndǝnt] 의기소침한   sage[seidʒ] 현자   

ecstasy[ékstǝsi] 황홀감   inscription[inskrípʃTn] (어구 등

을) 새기기, 새겨진 것, 명(銘)   fulfill[fulfíl] 만족시키다; 끝내다    

requirement[rikwáiǝRmǝnt] 요구   gaze[geiz] 응시하다, 

winds는 과거분사구로 앞의 variations in speed and 

direction을 수식한다.

Words | line of sight 가시선; 시선   mariner[mǽrənǝR] 

항해자, 선원   reliant[riláiǝnt] 의존하는, 믿는   chart[tʃɑːRt] 

해도, 수로도, 도표   instrument[ínstrǝmǝnt] 기구, 기계    

in simple terms 간단히 말하면   continuous[kǝntínjuǝs] 

연속적인; 부단한    estimation[èstǝmeiʃTn] 추정치; 평가,  

판단   make allowances for ~을 고려하다, ~을 참작하다    

variation[vKTriéiʃTn] 차이, 변화, 변이    

current[krːrǝnt] 조류, 해류, 기류   crew[kruː] 승무원    

reliability[rilAiǝbilǝti] 확실성, 신뢰성; 신뢰도

05  정답  ⑤

지문 요약|  헤르만 헤세는 인본주의자들이 원하는 세상의 종

류와 그것의 실패를 예상했다.

바른 해석|  영어로	 ‘유리알	유희’라고	출판된	그의	1943
년도	소설에서,	헤르만	헤세는	인본주의자들이	원하는	세

상의	종류와	그것의	실패를	예상했다.	그	책은	위대한	전

통,	그	지혜와	그	아름다움에	바쳐진	더할	나위	없는	고립

의	삶을	사는	지식인,	예술가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의	형

제애를	묘사한다.	그러나	가장	뛰어난	형제애의	대가인	

영웅은	결국	오염된,	통속적인,	소란스러운,	다툼으로	분

열된,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현실로	돌아오기로	결정하는

데,	그의	가치들은	그것들이	세상과	관련이	없다면	단지	

바보의	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후기	자본주의사회는	이

전의	사회가	그러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교육받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과거의	위대한	유산으로의	접근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진보적인	교육은	그	

사람이	현실을	이해하고	그것에	정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쉬운 해설| (A)	이어지는	문장의	동사	want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관계부사	where가	아니라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적절하다.	

(B)	 문장의	주어는	 the	 hero이고	 the	most	 ~	

Brotherhood는	주어와	동격이다.	 in	the	end는	부사

구,	to	return	~	reality가	목적어,	for	이하는	등위접속

사로	연결된	절이므로,	동사	decides가	필요하다.	

(C)	대신하는	것이	주절의	일반동사	needs이므로,	과거

시제에	맞도록	did가	되어야	한다.	

구문 이해|  11행: ~ for his values are only fool’s gold 

/ unless they have relevance to the world.

 for가 접속사로 쓰일 때는 ‘~이기 때문에’라는 의미를 갖는

다. have relevance to는 ‘~와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이다.

16행: Therefore, a liberal education must enable the 

person to understand reality and master it.

 ‘할 수 있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 enable은 목적격보어

로 to부정사구를 취하고, and를 기준으로 understand와 

master가 병렬구조를 이룬다. 

STEP1
첫 문장과 반복되는 어구

를 통하여 글의 대략적인 

내용이나 흐름 파악하기

가시선을 잃었을 때 항해

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한다.



STEP2
각 문장을 자세히 읽으면

서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살피기

① 해도와 도구에 의존하

지 않는 추측항법

② 추측항법 설명: 어느 

방향으로 항해해 왔는지

에 대한 연속 추산

③ 바다의 상태, 조류, 바

람의 변화에 따른 속도와 

방향의 차이 고려

④ 승무원과 승객의 부상

에 대응하고 보고해야 하

는 선장의 책임

⑤ 추측항법 이용 시 확

신을 갖고 광활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가능



STEP3
글의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을 제외하고 읽었을 

때, 글의 흐름이 자연스

러운지 확인하기

④는 글의 흐름에서 벗어

난다.

유형 Solution
무관한 문장

접미사 -hood:

신분, 계급, 처지, 상태, 

~들, 집단 등

adulthood n. 성년기

babyhood n. 유아기

brotherhood n. 형제

애, 형제 관계

childhood 

n. 어린 시절

boyhood n. 소년기

nationhood n. 독립 국

가의 지위, 국민의 신분

neighborhood 

n. 이웃, 이웃 간의 정, 

지구, 지역

어휘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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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회 11

약점유형 Board  두 번째 and를 기준으로 more concerned와 less 

bothered가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고, how가 이끄는 절이 

전치사 ab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양의 많은 정도를 

나타내는 how much 뒤에는 불가산명사가, 수의 많은 정도

를 나타내는 how many 뒤에는 가산명사의 복수형이 온다.

20행: ~ it found [that “people in mature markets 

have had enough of excess],” [that they are “tired 

of the push to accumulate more],” and [that half 

have thrown out or thought about throwing out 

stuff in recent years].

 that이 이끄는 세 개의 절이 병렬구조로 연결되어 found

의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다. to accumulate more는 앞의 

명사 push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Words | material[mǝtíTriǝl] 물질의   hold[hould] (가치 

등을) 유지하다, 신봉하다   value[vǽljuː] 가치    

be concerned about ~에 관심을 갖다    

bother[bsðǝR] 신경 쓰다; 괴롭히다    

at regular intervals 일정한 간격을 두고    

conduct[kǝndvkt] 수행하다, 처리하다    

mature[mǝtJúǝR] 성숙한   excess[iksés] 과다    

be better off 보다 더 잘 살다 

live simply 검소하게 살다

바라보다   triumph[tráiǝmf] 승리; 의기양양함    

despair[dispkǝR] 절망   

07~08  정답  07. ②    08. ⑤

지문 요약|  물질적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바른 해석|  Ronald	 Inglehart라는	이름의	정치학자는	

1970년	이래로	물질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지켜봐	오

고	있다.	그가	연구를	시작했을	때,	그는	조사한	6개국(영

국,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다섯	

명당	네	명이	물질적	가치를	신봉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물건을	가졌는지에	더	관심을	가졌고	삶의	질	문제는	덜	

신경	썼다.

그	이후로	정치학자들이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비슷한	조사를	해	오고	있다.	조사에서	나온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제는	두	명	중	한	명	정도가	물질적	

가치를	신봉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훨씬	덜	물질적으로	되

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이제는	물

질주의자를	벗어났다.”라고	Inglehart는	말한다.	심지어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고업체	중	하나가	몇	년	전에	

영국,	프랑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조사를	했을	때	‘성

숙한	시장에서	사람들은	충분히	과다한	물질을	가져왔으

며	더	축적하라는	압박을	피곤해하고ʼ	있고,	그들	중	반은	

최근에	물건을	버리거나	버릴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것

을	발견했다.	그	조사는	또한	세	명	중	두	명이	더	검소하

게	즉	더	적은	물질을	가지고	산다면	더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쉬운 해설| 07	1970년	이래로	실시한	계속된	조사에서	

물질적	가치를	신봉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②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	관심을	덜	가진다’가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조사가	정말로	신뢰할	만한가?

③	더	많음이	행복을	보장하는가?

④	물질주의가	새로운	추세로	등장하다

⑤	국가마다	가치가	다르다

08	충분히	과다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

며,	물건을	버리거나	버릴	생각마저	하고	있으므로	사람

들은	물건을	더	소유하는	것에	피로를	느낄	것이다.	따라

서	빈칸에는	⑤	‘물질을	더	축적하다’가	들어가야	한다.

①	물건을	공유하다		

②	광고를	이용하다			

③	삶을	단순화하다			

④	이성적으로	행동하다

구문 이해|  7행: Most people were more concerned 

about [how much money and how many things 

they had] / and less bothered about quality-of-life 

issues.

부분을 나타내는 말 혹은 

분수 표현의 수의 일치

부분을 나타내는 말

(percent, percentage, 

part, half 등) 혹은 분수 

표현 뒤에는 <(of＋)명사> 

가 따라온다. 이때 of 뒤
의 명사가 복수이면 복

수, 단수이면 단수로 취

급한다. 

 •  A lmos t ha l f t he 
people are now 

post-materialists.  

→ the people이 복수

이므로 동사는 are이

다.

 •  About two-thirds 

of the population  

was married.  

→ the population
이 단수이므로 동사가 

wa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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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01  정답  ①

지문 요약|  이름으로 인한 고난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

는 부모

바른 해석|  그의	모국어인	러시아어로	Vyacheslav	

Voronin의	이름은	 ‘노예’를	의미한다.	 연상에	관

한	한,	그것은	짊어져야	할	커다란	고난이다.	그래서	

Vyacheslav와	그의	아내	Marina	Frovola는	그들의	

갓	난	아들에게는	비슷한	모욕을	면하게	하기로	결심했

다.	2002년	여름,	그들의	아들이	태어났다.	약속한	그대

로,	Vyacheslav와	Marina는	의미가	없도록	의도된	속

명(屬名)	BOHdVF260602를	선택했다.	그	이름은	의미

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BOHdVF260602는	‘2002
년	6월	26일에	태어난	Voronin	씨와	Frovola	씨	부

부의	생물학적	후손’을	나타낸다.	현실성을	위해	어린	

BOHdVF260602는	Boch로	불린다.	“Boch라는	이름

은	그의	삶을	더	수월하게	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

이	모습을	규정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천치들과	그가	교류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전통에	따르는	이름을	가

진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신의	가족적	배경과	연결

되지요.	이런	식으로(이름을	이렇게	지었으므로)	제	아들

은	아버지의	유물을	전혀	가지지	않게	될	거예요.”라고	

Vyacheslav는	주장한다.

쉬운 해설|  노예를	연상하는	이름으로	인한	고난을	아들

에게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가족	대대로	내려

오는	의미	있는	이름	대신	속명을	지어	주었다는	내용이므

로	빈칸에는	①	‘그의	삶을	더	수월하게	하다’가	가장	적절

하다.

②	변화의	대상이	되다		

③	영원히	잊히다

④	이름	짓기	관행에	영향을	미치다		

⑤	그의	가족적	배경과	연결되다

구문 이해| 4행: Vyacheslav and his wife, Marina 

Frovola, decided [to save their newborn son a  

similar indignity]. 

 decide는 to save 이하의 to부정사구를 목적어로 취했

고, to부정사구의 동사 save는 간접목적어 their newborn 

son, 직접목적어 a similar indignity를 취해 ‘~에게 …을 

면하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13행: ~ young BOHdVF260602 is referred to as 

Boch.

 <refer to A as B(A를 B라고 부르다, 지칭하다)>를 수동

태로 나타낸 구문이다. A는 young BOHdVF260602, B는 

Boch이다.

Words |  association[ǝsòusiéiʃTn] 연상, 연관; 협회   

significant[signífikǝnt] 중대한, 의미심장한, 상당한   

cross[krɔːs] 십자가; 고난, 시련   save[seiv] 덜다, 면하게 하다   

indignity[indígnǝti] 모욕   true to one’s promise 약속한 

그대로   generic[dʒǝnérik] <생물> 속(屬)의, 속에 특유한; 일반

적인, 포괄적인   devoid of ~이 없는  stand for ~을 나타내

다, 대표하다   for the sake of ~을 위해서   

practicality[prNktikǽlǝti] 현실성, 실용적〔실제적〕임    

legacy[légǝsi] 유산, 유물

02  정답  ②

지문 요약|  먼 간격의 큰 탁자에서 일하는 것보다 좁은 간격

의 작은 탁자들에서 일하는 것이 이점이 많다.

바른 해석|  공동	작업장에서	사람들이	집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급하게	네	개로	구성된	한	블록	안으로	함께	밀

어	넣은	탁자들을	보는	것은	흔하다.	그렇게	해서	집단	안

의	모두가	그	큰	탁자	주위에	있을	공간이	있다.	(B)	하지

만	탁자와의	간격이	이제	너무	커서	사실	집단	구성원들

이	서로	대화할	수	없다.	모두가	큰	탁자에서	시끄러운	목

소리로	말해야	하고	실제로는	이처럼	행해진	집단	업무는	

형편없다.	(A)	작은	탁자들과	함께	가까이에	앉은	많은	사

람들이	훨씬	더	좋은	해결책이다.	공공	간격	대신에	우리

는	이제	개인적	또는	사회적	간격을	갖고	있어서	목소리

의	어조가	낮아지며	뉘앙스가	감지될	수	있다.	(C)	당연히	

감각과	간격을	지니고	조심스럽게	하는	일은	또한	가르치

는	상황에서도	중요하다.	교사와	학생	간의	시선	접촉이	

있어야	하며,	열정적이고	다면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형편에	맞도록	가능한	한	좁은	거리가	있어야	한다.

쉬운 해설|  주어진	글은	간격이	먼	큰	탁자를	두고	일을	

하는	환경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끄러운	목

소리로	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B)가	이어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까이에	함께	있을	수	있도

록	작은	탁자들을	배치하는	것을	제시하는	(A)가	이어지

는	것이	자연스럽다.	작은	탁자를	놓는	상황의	추가	내용

으로	가르치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C)는	(A)	다
음에	와야	한다.	따라서	(B)	-	(A)	-	(C)가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다.

구문 이해|  1행: At community workshops / it is  

common [to see tables pushed hastily together ~].

 it은 가주어, to see는 진주어이다. <지각동사(see)＋목적

어＋과거분사>에서 목적어는 과거분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

데, 이때 목적어와 과거분사는 수동 관계이다.

9행: ~ voices can be toned down and nuances 

(can be) perceived.

 nuances 다음에 반복되는 어구 can be가 생략되었다.

Words |  community workshop 공동 작업장    

hastily[héistili] 성급하게   tone down 소리를 낮추다    

nuance[nJúːɑːns] 뉘앙스, 미묘한 차이   perceive[pǝRsíːv] 

STEP1
제시된 다양한 근거와 예

시 등을 통한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기

이름에 따라오는 고난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

다는 부모의 의지가 드러

난 글임을 알 수 있다.



STEP2
글의 흐름과 빈칸 전후의 

내용을 통해 빈칸 내용 

추론하기

새로운 이름은 이름으로 

모든 것을 규정해 버리는 

바보들과 어울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

과를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STEP3
선택지를 빈칸에 넣어서 

전체적인 내용과의 논리

적 연결성 확인하기

동사구를 하나씩 빈칸에 

넣어 아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선택

지를 찾는다.

유형 Solution
빈칸 추론

generic name
(속명, 屬名)

생물을 분류할 때 과

(科)와 종(種) 사이의 속

(屬)에 주어진 이름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호

랑이의 속명은 표범속

(Panthera)이다. 지문에

서는 특정 의미가 부여되

는 이름이 아닌, 포괄적

이고 일반적인 이름을 의

미한다.

배경 지식
Upgrade

01 ① 02 ② 03 ① 04 ③

05 ③ 06 ⑤ 07 ⑤ 08 ④ 

03회
본문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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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회 13

약점유형 Board willingly[wíliŋli] 기꺼이   give way to (감정 등에) 못 이기

다, 무너지다   good sense 분별력

04  정답  ③

지문 요약|  과학적으로 인종별로 특색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순수 인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바른 해석| 인종의	생물학적	구성에서,	특정한	인종의	사

람들은	특정한	신체적	특색을	만드는	구별이	분명한	유전	

특성을	공유한다고	한다.	사람들은	피부색,	머리카락	색,	

눈의	색,	머리	형태,	입술	형태,	그리고	혈액	집단을	토대

로,	코카서스인종(백인종),	흑인종,	또는	몽고인종(황인

종)으로	경계가	정해진다.	때때로	심지어	지적인	특징들

조차도	인종별로	다르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세상의	유

전자	공급원은	단지	일반적	분류만이	구별될	수	있는	정

도로	혼합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순수	인종이라는	생각

은	터무니없다.	더욱이,	추정되는	한	인종	내의	차이점들

도	때로는	인종	간의	차이보다	더	크다.	예를	들어,	남부	

인도의	많은	거주자들은	대부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보다	피부가	더	검다.	미국에서	우리는	종종	마치	백인들

과	흑인들이	별개의	유전	집단에	속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상	모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어느	정도	백인	계보

를	가지고	있고,	‘백인’의	10분의	1	미만이	어느	정도	아프

리카계	미국인	계보를	갖고	있다.

쉬운 해설| 주어진	문장에서	however를	통해	앞의	내용

과	반대의	내용이	전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어진	문장

의	내용은	순수	인종은	없다는	것이므로	주어진	문장	앞

에는	인종별로	구분이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이어

질	내용은	순수	인종의	구분이	없다는	내용이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이해|  5행: ~ people from a given race are said 

to share distinctive gene characteristics [that ~].

 <일반인 주어＋say〔think, believe, suppose, report 

등〕＋that＋주어＋동사>의 단문 수동태는 <주어＋be동사＋과

거분사＋to＋동사원형>으로 나타낸다.

13행: Moreover, differences [within a supposed 

race] sometimes are greater than those between 

races.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대명사 that(단수)

이나 those(복수)를 사용한다. 여기서 those는 differences

를 대신한다.

Words | grouping[gruːpiŋ] 그룹으로 나누기, 집단화, 분류    

distinguish[distíŋgwiʃ] 구별하다, 분간하다    

construction[kǝnstrvkʃTn] 구성; 건설    

distinctive[distíŋktiv] 독특한, 뚜렷이 구별이 되는    

characteristic[kNriktǝrístik] 특성, 특질    

intellectual[ìntǝléktʃuəl] 지적인   vary[vkTri] 다르다    

supposed[sǝpouzd] 추정된, 가정의   

감지하다   in practice 실제로는   pupil[pjúːpil] 학생, 제자    

feasibly[fíːzǝbli] 형편에 맞도록, 실행할 수 있게    

ensure[inʃúǝR] 보장하다, 확실하게 하다   intense[inténs] 

열정적인, 격렬한   multifaceted[mVltifǽsitid] 다면의, 다재의

03  정답  ①

지문 요약|  부끄럽다고 여겨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

바른 해석|  사람들이	기꺼이	인정하는	잘못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잘못들은	마지못해서만	인정한다.	가령,	멍청

하다든지	혹은	우둔하다든지	하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려

고	하지	않는	반면에	“운이	내	기지에	미친다면	좋을	텐

데!”라는	식의	말은	누구라도	하려	들	것이다.	그들은	소

심함을	기꺼이	인정하며	“제가	다소	초조해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라고	말한다.	자기통제력의	결핍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동정에	못	이기는	경향이	있다

고	인정할지언정,	누구도	그것(자기통제력의	결핍)을	기

꺼이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이것에	어떤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까?	사람에	따라	그	이유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

로	사람들은	부끄럽다고	여겨지는	것은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고들	한다.	소심함은	분별력을	나타내는	것이

라고	생각하며,	동정은	호의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우둔함	혹은	자기통제력의	결핍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인

정하려	들지	않는	어떤	것이다.

	사람들은	명예와	관계가	있는	잘못은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	

쉬운 해설|  우둔함과	자기통제력	결핍과	같이	부끄럽다고	

여겨지는	자신의	명예와	관계가	있는	잘못에	대해서는	인

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

절한	것은	①	‘conceal(감추다)	-	honor(명예)’이다.

②	감추다	-	운

③	인정하다	-	명예

④	인정하다	-	운

⑤	강조하다	-	상황

구문 이해|  5행: If only my luck matched up to my 

wits!

 ‘~이면 좋을 텐데’라는 의미의 If only는 I wish와 같은 의

미의 가정법 문장을 이끈다.

14행: Timidity they imagine to be a mark of good 

sense, and pity (they imagine to be) a mark of good 

feeling, ~.

 목적어인 Timidity와 pity가 문장 앞으로 도치된 문장으

로, pity 뒤에는 반복되는 어구인 they imagine to be는 생

략되었다. 

Words | readily[rédTli] 기꺼이, 선뜻    

reluctance[rilvktǝns] 마음이 내키지 않음, 마지못해 함    

wit[wit] 기지, 재치   timidity[timídǝti] 소심함    

be inclined to do ~하는 경향이 있다   as for ~에 관한 한    

STEP1
주어진 문장과 글 전체를 

읽으면서, 대략적인 글의 

내용 파악하기

the idea of a pure 

race is nonsense + 

di fferences with in 

a supposed r ace 

s o m e t i m e s  a r e 

greater than those 

between races를 통해 

‘순수 인종은 없으며 인

종 내의 차이가 인종 간

의 차이보다 크다’라는 

글의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STEP2
주어진 문장에서 글의 위

치를 파악할 수 있는 단

서와 글의 흐름상 논리적 

공백이 있는 곳을 찾기

-   단서 파악: however
와 the idea of a pure 

race is nonsense로 

보아, 앞에는 인종을 

구분하는 특징이 열거

됨을 알 수 있다.

-   논리적 공백: ③의 앞 

뒤 문장이 서로 이어지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STEP3
논리적 공백이 생기는 부

분에 주어진 문장을 넣고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지 확인하기

주어진 문장이 ③에 들어

가면 글의 흐름이 자연스

러워진다.

유형 Solution
문장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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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06  정답  ⑤

지문 요약|  어른들이 십 대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바른 해석|  미국	십	대	문화의	많은	요소들이	디지털	시대

에	불변의	상태로	남아	있다.	학교는	매우	친숙해	보이며	

나의	어린	시절을	형성했던	것과	똑같은	많은	근심과	희

망을	오늘날	여전히	알아볼	수	있다.	(십	대	문화가	과거

보다)	오늘날	다른	점은	기술과는	관련성이	덜하지만	보

다	폭넓은	조직적인	문제와	더욱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너무	자주,	어른들은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데,	기술적	변

화가	간파하기	더	쉽기	때문이다.	향수	또한	십	대와	기술

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방해한다.	어른들은	자신들의	어

린	시절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직면했던	고

난과	시련을	잊을	수도	있다.	많은	어른들은	그들	자신의	

어린	시절이	현대의	십	대들이	경험하는	디지털로	전달되

는	어린	시절보다	더	낫고,	더	잘	살며,	더	단순하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디지털	기술의	부상(浮上)

을	사회적,	지적,	도덕적	쇠퇴와	관련짓는다.

쉬운 해설|  (A)	십	대	문화의	많은	요소들이	불변의	상태	

라고	이야기하고	그	한	예로	학교가	나오므로	‘familiar	
(친숙한)’가	들어가야	한다.	(different:	다른)

(B)	십	대	문화를	기술과	관련하여	보려는	경향과	더불어	

향수가	십	대	문화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내용이므

로	‘hinders(방해하다)’가	적절하다.	

(facilitate:	수월하게	하다)

(C)	어른들은	자신이	살던	어린	시절이	살기에	훨씬	더	좋

았다고	생각하는데,	디지털	기술이	부상하면서	쇠퇴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므로	‘decline(쇠퇴)’이	적절

하다.	(	growth:	성장)			

구문 이해|  2행: School looks remarkably familiar, / 

and many of the same anxieties and hopes [that 

shaped my childhood] are still recognizable today. 

 look은 불완전자동사이므로 뒤에 형용사 형태의 보어가 와

서 ‘~해 보이다’의 뜻을 나타낸다. 부사 remarkably가 형용

사 familiar를 수식하고 있다.

5행: What differs today has [less to do with  

technology] but [more to do with the broader  

systematic issues].

 What differs today가 주어이고 has가 동사이다. less 

~ technology와 more ~ issues는 but으로 연결되는 병

렬구조이다. 

Words | remarkably[rimsːRkǝbli] 매우, 현저하게    

recognizable[rékǝgnàizǝbl] 알아볼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have to do with ~와 관계가 있다   nostalgia[nɑstǽldʒiǝ]

향수, 옛날을 그리워함   idealize[aidiːǝlAiz] 이상화하다    

hardship[hsːRdʃip] 고난   assume[ǝsúːm] ~라고 가정하

다, 당연한 일〔사실〕로 생각하다   mediate[míːdièit] 전달하다; 

중재하다   contemporary[kǝntémpǝrèri] 현대의; 동시대의 

resident[rézǝdənt] 거주자   distinct[distíŋkt] 별개의; 명확한   

virtually[vrːRtʃuǝli] 사실상, 실질적으로    

ancestry[ǽnsestri] 계보, 조상

05  정답  ③

지문 요약|  조직의 관리자로서 가장 먼저 알아 두어야 할 일

바른 해석|  여러분	혹은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직장에

서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불공평한지에	대해	얼마나	많이	

불평했는가?	아마도	여러분	생각에	응당	여러분이	했어야

만	했던	승진을	누군가가	했을지도	모른다.	혹은	아마도	

동료가	사업	계획에	자금을	받지	못했는데	그	돈이	사장

이	가장	좋아하는	부서로	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가정

에서의	삶이	공평하지	않는데	직장에서는	특히	불공평하

다.	새로운	관리자로서	여러분이	먼저	알아	둘	필요가	있

는	것	중	하나는	그	조직에서	일이	실제로	어떻게	완료되

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다.	나는	오리엔테이션	첫	

주에	여러분이	배웠음	직한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

고	회사	운영	교본을	읽어	보라고	제안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일이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완료되는지를	배우는	것

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쉬운 해설|  ③의	because	of	뒤에는	명사구가	와야	하는

데,	뒤에	<주어＋동사>	형태의	절이	이어지므로	because	

of가	아닌	because가	와야	한다.	

①	형용사	unfair는	are의	보어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②	<should	have	p.p.>는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

다’의	의미이므로	문맥상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④	closely는	부사로서	동사	look을	수식한다.	

⑤	 suggest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reading은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구문 이해|  1행: How many t imes have you or 

someone you know complained about [how unfair 

things are at work]?

 you or someone you know가 주어이고 동사는 have 

complained이다. 의문사절인 how ~ work는 전치사 

about의 목적어로 사용되었다. 

11행: I’m not talking about [what you may have 

learned ~ orientation], / nor am I suggesting  

reading the company operations manual. 

 nor는 부정어 not, no, never 등을 포함한 절 뒤에서 부

정의 연속을 나타내어 ‘~ 또한 … 아니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nor 뒤에 주어를 가진 절이 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Words | promotion[prǝmóuʃTn] 승진, 계급    

colleague[ksliːg] 동료   funding[fvndiŋ] 자금    

department[dipsːRtmǝnt] 부서   get done 마무리되다    

operation[SpǝréiʃTn] 운영   manual[mǽnjuǝl] 교본, 설명서   

informally[infcːRməli] 비공식적으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와 전치사

접속사는 뒤에 <주어＋동

사> 형태의 완벽한 절이 

오는 반면, 전치사는 목

적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

(구)가 온다.

<이유> ~ 때문에 

 • because＋절

 • because of＋구

I  s t a y e d  h o m e 

because I had a 

fever.

I  s t a y e d  h o m e 

because of a fever.

<양보> ~에도 불구하고

 • although＋절

 • despite＋구 

 • in spite of＋구

I failed although I’d 

made all the efforts 

for the past three 

months.

I failed despite all 

the efforts I’d made 

for the past three 

months.

어법
Review

동사 have가 쓰인 표현

 • have a part in  

~에 관여하다

 • have to do with  

~와 관계가 있다

 • have no idea  

전혀 모르다

 • have ~ in mind  

~을 염두에 두다

 • have an eye for  
~을 보는 눈이 있다

 • have a nap  

잠깐 (낮잠을) 자다

어휘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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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유형 Board  to segregate traffic and (to) lead ~는 동사 was의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9행: Planners quickly learned [that pedestrian 

underpasses and bridges were exceedingly 

unpopular and only worked / if tall fences ~, / so 

that pedestrians ~ out].

 접속사 that이 이끄는 절인 that 이하는 learned의 목적

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that절의 동사 were와 worked

가 and를 기준으로 병렬을 이루고 있다. if로 시작하는 조건 

부사절과 결과를 나타내는 so that절이 that절 안에 포함되

어 있다.

22행: Seen in the perspective of current visions 

~ in cities, / clearly pedestrian underpasses and 

bridges can only be solutions in those special 

cases [where major highways must be crossed]. 

 Seen은 앞에 Being이 생략되어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분

사구문이고, 관계부사 where는 관계부사절을 이끌어 선행사 

those special cases를 수식한다. 

Words | engineering[èndʒiníTriŋ] 공학    

uncritically[bnkritikǝli] 무비판적으로    

pedestrian[pǝdéstriǝn] 보행자   segregate[ségrigèit] 분

리하다, 격리하다   underpass[vndǝRpNs] 지하도    

subject[sǝbdʒekt] ~을 (…에) 종속시키다(to)    

crossing[krcːsiŋ] 건널목, 교차(점)   planner[plǽnǝR] 도시 

계획 설계자   exceedingly[iksíːdiŋli] 몹시, 대단히    

way out 출구; 해결책   stroller[stroulǝR] 거니는 사람, 산책

하는 사람   dank[dæŋk] 축축한, 눅눅한   

be in conflict with ~와 충돌〔대립〕하다, 모순되다   

premise[prémis] 전제, 가정   perspective[pǝRspéktiv] 관점, 

시각   highway[háiwèi] 고속도로   dignity[dígnǝti] 품위 

07~08  정답  07. ⑤    08. ④

지문 요약|  도시에 있는 지하보도와 육교는 인기가 없고 보행

자들의 경치를 저해하고 있다.

바른 해석|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자동차가	쇄도

하던	초기에,	도로공학은	무비판적으로	도로의	수용	능

력을	향상하고	보행자의	사고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었

다.	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흔히	교통을	분리하여	보행

자를	지하보도와	육교를	이용하여	도로	아래나	위로	이끄

는	것이었다.	이것은	보행자를	건널목	양쪽에	있는	계단

에	종속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도시계획	설계자들은	지

하보도와	육교는	몹시	인기가	없으며,	높은	울타리도	도

로를	따라	세워져서	보행자들이	글자	그대로	다른	출구가	

없을	때만	(지하보도와	육교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빠르

게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거니는	사람,	휠체

어	그리고	자전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지하보도	시스템은	어둡고	축축하다는	추가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전방을	매우	멀리	볼	

수	없다면	불안하게	느낀다.	요컨대,	흔히	비용이	많이	드

는	지하보도와	육교는	훌륭한	보행자	전망을	위한	기본적

인	전제와	대립하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도시에서	더	많

이	걷고	자전거를	타도록	권한다는	현재	비전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지하보도와	육교는	주요	고속도로를	횡단

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해결책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보행자와	자전거를	거리	높이에	계속	두고	품위	있게	횡

단할	수	있게	하는	모든	다른	도로와	거리를	위해	해결책

이	발견되어야	한다.	

쉬운 해설| 07	과거에	설치한	지하보도와	육교는	인기가	

없으며,	보행자를	위한	훌륭한	전망에도	저해된다.	모든	

도로와	거리가	거리	높이로	유지되고	보행자와	자전거가	

품위	있게	횡단하는	해결책이	발견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⑤	‘도시에서	불필요한	지하보도

와	육교’가	가장	적절하다.

①	도로의	수용	능력	향상에	대한	걱정

②	미래	도시	도로와	거리의	특징

③	보행자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한	보도의	확장

④	보행자	지하보도와	육교	간의	선택

08	지하보도와	육교는	높은	울타리가	도로에	세워지고	

전방을	멀리	볼	수	없게	만들어서	보행자가	불안함을	느

끼게	된다는	문장	다음에	In	short(요컨대)가	이어졌으므

로	같은	맥락의	문장의	와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④	‘전망’이	가장	적절하다.

①	법

②	예절

③	간파

⑤	연결

구문 이해|  4행: The solution to both problems was 

often to segregate traffic and lead pedestrians 

under or over roads ~.

관계부사

 • 두 문장을 연결해 <접

속사＋부사>의 역할을 

한다.

 • 뒤에 오는 문장이 완전

하다.

 • 관계부사가 들어간 문

장에서 부사의 역할을 

한다.

The office where he 

works is on the third 

floor.

관계대명사 which
 • 두 문장을 연결해 <접

속사＋대명사>의 역할

을 한다.

 • 뒤에 오는 문장이 불완

전하다.

 • 관계대명사가 들어간 

문장에서의 주어나 목

적어의 역할을 한다.

The office which he 

visited yesterday was 

on the third floor.

어법
Review

road engineering
(도로공학)

도로의 계획, 설계, 유지 

등을 다루는 학문으로, 

철도, 도로, 교량, 운하, 

항만, 하천 등에 관한 기

술을 연구하는 토목공학

의 한 분야이다.

배경 지식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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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01  정답  ④

지문 요약|  연구 목적과 무관한 우연한 발견

바른 해석| 	때로는	연구원들이	어떤	것을	찾다가	결국	

다른	것을	얻게	된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는	

Phillips	석유	회사(오늘날에는	ConocoPhillips로	알

려진)와	폴리프로필렌(수지의	원료)과	관련이	있는데,	그

것은	현재	많은	플라스틱	제품에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화

합물이다.	처음에	Phillips는	전혀	플라스틱	사업을	하

고	있지	않았다.	그	회사는	두	명의	연구	화학자,	J.	Paul	

Hogan와	Robert	L.	Banks에게	프로필렌과	에틸렌을	

사용하여	고옥탄가	휘발유를	정제하기	위한	더	좋은	촉매

를	찾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1951년	6월	5일	두	명의	화

학자는	그들의	장비가	하얗고	끈적끈적한	물질로	막혀	있

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후에	폴리프로필렌으로	알려

졌다.	그들의	고용주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자신들

이	해	온	일을	알고	있었고	그	절차를	기록하고	복제할	수	

있었다.	Phillips는	폴리프로필렌(그리고	직후에	개발된	

폴리에틸렌)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고	플라스틱	사업에	뛰

어들었다.	

쉬운 해설| 	원래의	연구	목적은	고옥탄가	휘발유	정제를	

위한	더	좋은	촉매를	찾는	것이었지만	목적과는	무관하게	

플라스틱	제품에	중요한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여	특허를	

취득하고	플라스틱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다는	Phillips의	

이야기로	보아,	④	‘어떤	것을	찾다가	결국	다른	것을	얻게	

되다’가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①	자신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에	관해	아무	생각이	없다

②	그들의	분야	밖의	다른	이들과	공동	연구할	것이다	

③	기금을	얻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도록	강요받는다

⑤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구문 이해|  2행: One of the best known examples 

involves the Phillips Petroleum Company (today 

known as ConocoPhillips) and the discovery of 

polypropylene, [a compound that is now part of 

many plastics]. 

 a compound ~ plastics는 앞에 언급한 polypropylene 

을 부연하는 동격어구인데, that이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이 a 

compound를 수식하고 있다.

7행: The company had assigned two research 

chemists—J. Paul Hogan and Robert L. Banks—

to find better catalysts for refining high-octane  

gasoline using propylene and ethylene. 

 <assign＋목적어＋목적격보어(to부정사)>가 쓰여 ‘~에게 

…하는 임무를 부여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J. Paul Hogan 

and Robert L. Banks는 앞에 언급한 two research 

chemists를 부연하는 동격어구이다. 

Words |  at times 때로는  compound[ksmpaund] 화합물   

assign[ǝsáin] (임무, 과제 등을) 부여하다    

catalyst[kǽtTlist] 촉매   refine[rifáin] 정제하다    

equipment[ikwípmǝnt] 장비   be clogged with ~으로 

막히다   tacky[tǽki] 끈적끈적한   replicate[réplikEit] 복제

하다   procedure[prǝsíːdʒǝR] 절차   patent[pǽtnt] 특허    

collaborate[kǝlǽbǝrèit] 공동 연구〔작업〕하다    

discipline[dísǝplin] (학문) 분야, 학과    

end up with 결국 ~하게 되다

02  정답  ④

지문 요약|  의사소통에 방해되는 편견

바른 해석| 	편견은	부정확한	인식의	결과를	낳는	방식으

로	다른	이들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	체계적인	경향이

다.	다양한	조직	구성원들이	불공정하게	대우받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많은	편견이	있다.	이	동일한	편견은	또한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C)	예를	들면,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단순화되고	흔

히	부정확한	믿음인	고정관념이	메시지의	부호화와	해독

을	방해할	수	있다.	한	관리자가	나이가	많은	직원들이	변

화를	두려워한다는	고정관념을	형성한다고	가정해	보자.	

(A)	이	관리자는	나이	든	직원이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도

록	임박한	변화에	관하여	메시지를	부호화한다.	그	나이	

든	직원은,	그의	젊은	동료	직원들보다	변화를	두려워하

지	않는데,	그	메시지를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독한다.	(B)	그	나이	든	직원은	

충분히	그	변화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고	그의	업무	수행

은	그	변화에	대한	준비	결여로	인해	그	후	더	나빠진다.	

명확히	효과적이지	못한	의사소통은	그	관리자의	나이	든	

직원들에	대한	부정확한	가정에	기인하였다.

쉬운 해설| 	편견이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	그	사례로서	나이	든	직

원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진	한	관리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C)가	이어지고,	그	고정관념	때문에	메시지가	

적절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A)가	온	후,	부정확

한	의사소통의	부정적	결과와	글의	결론을	제시하는	내용

의	(B)가	이어지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하다.	

구문 이해|  1행: Biases are systemic tendencies to 

use information about others in ways [that result 

in inaccurate perceptions]. 

 that이 이끄는 관계사절이 ways를 수식하고 있다. to 

use ~는 systemic tendencies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

의 to부정사구이다.

20행: For example, stereotypes, [simplified and 

often inaccurate belief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ular groups of people], can interfere with the 

‘labor(work)’를 포함하

는 단어

labor v. 노동하다  

n. 노동(자)

laboratory n. 실험실 

collaborate 

v. 공동 연구〔작업〕하다

(cf. collaboration 

n. 공동 연구〔작업〕)

elaborate 

v. 정성들여 만들다  

a. 공들인, 정교한 

어휘
Review

관사(a, the)의 쓰임을 

활용하면 글의 순서를 파

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

이 첫 번째로 언급될 때

는 부정관사(a/an), 그

다음부터는 정관사(the)

를 사용한다. 이 글에

서 a manager, this  

m a n a g e r ,  t h e  

manager와 an older 

worker , the o lder 

worker가 사용되었는

데, 부정관사를 사용한 

표현이 항상 먼저 쓰이

므로 (C)는 (A) 앞에, (A)

는 (B) 앞에 배열되어야  

한다. 

유형 Solution
글의 순서

01 ④ 02 ④ 03 ① 04 ④

05 ⑤ 06 ③ 07 ④ 08 ① 

04회
본문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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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회 17

약점유형 Board 이며, 그것의 내용을 설명한다. 두 개의 which가 이끄는 계속

적 용법의 관계사절은 각각 앞에 언급된 내용을 부연하는데, 

첫 번째 which의 선행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속임을 감추기 

위해 말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which의 

선행사는 ‘비언어적 행동을 통제할 수 없거나 심지어 그들의 

속임을 과도하게 보상할 것이라는 것’이다. 

11행: [Based on facial expressions], receivers’ 

accuracy in detecting [whether or not someone 

has lied] is not much better than chance ~.

 Based on ~은 ‘~에 근거하여’의 의미를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다. whether or not ~은 detecting의 목적어로 쓰

인 명사절로 ‘~인지 아닌지’의 뜻을 나타낸다.

Words |  establish[istǽbliʃ] 입증하다   echo[ékou] 반영

하다   deceit[disíːt] 속임, 사기   more often than not 대개   

overcompensate for ~에 대해 과도하게 보상하다    

detect[ditékt] 탐지하다   deception[disépʃTn] 기만    

accuracy[ǽkjurǝsi] 정확, 확실; 정확성    

exert[igzrːRt] 발휘하다, 행사하다

04  정답  ④

지문 요약|  인간의 선천적 특성인 유머와 웃음 

바른 해석| 	발육상으로	웃음은	인간의	아기가	내는	첫	번

째	사회적	발성(울음	다음으로)	중	하나이다.	아기는	약	

(생후)	4개월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반응하여	웃기	시

작하며,	웃음을	위한	뇌의	장치는	이미	출생	때	존재한다.	

심지어	귀와	눈이	먼	상태로	태어난	아이들조차	전혀	다

른	이들의	웃음을	지각해	본	적이	없는데도	적절하게	웃

는다고	전해져	왔다.	진정	인간에게는	유머와	웃음을	위

해	특수화된	뇌	회로의	증거가	있는데,	연구원들이	신경	

영상	촬영	연구에	의해	그것을	확인하기	시작하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는	유머의	적절한	주제와	웃음이	적절하

다고	여겨지는	상황의	유형에	관한	나름대로의	규범을	가

지고	있다.)	이와	같이	유머를	즐기고	그것을	웃음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부분인	

듯하다.	

쉬운 해설| 	유머와	웃음은	모든	인간이	아기	때부터	보이

는	선천적인	특성	중	하나라는	내용의	글이므로	문화마다	

서로	다른	유머와	웃음의	규범이	있음을	언급한	④는	전

체	흐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구문 이해|  1행: Developmentally, laughter is one of 

the first social vocalizations (after crying) [emitted 

by human infants]. 

 과거분사 emitted가 이끄는 분사구는 that are emitted 

by human infants로도 바꿔 쓸 수 있으며 the first social 

vocalizations을 수식한다.

6행: Even children [born deaf and blind] have been 

reported to laugh appropriately without ever having 

perceived the laughter of others. 

encoding and decoding of messages. 

 simplified ~ people은 주어 stereotypes를 부연 설명

하는 동격어구이다.

Words |  bias[báiǝs] 편견   perception[pǝRsépʃTn] 인식    

encode[inkóud] 부호화하다   upcoming[vpkVmiŋ] 임박한    

decode[diːkóud] 해독하다   adequately[ǽdikwǝtli] 충분

히, 적절하게   subsequently[svbsikwǝntli] 그 후, 나중에    

stereotype[stériǝtàip] 고정관념; (~라는) 고정관념을 형성하다    

characteristic[kNriktǝrístik] 특징    

interfere with ~을 방해하다

03  정답  ①

지문 요약|  신체 언어를 통한 감정 파악에 관한 오해 

바른 해석| 	많은	토크쇼에서	한	사람이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신체	언어를	‘해독하는’	‘전문가’를	도

입한다.	이것은	대개	사실로서	사람들이	자신의	속임을	

감추기	위해	말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반면에,	비언어

적	행동을	통제할	수	없거나	심지어	그들의	속임을	과도

하게	보상하여	그것이	상황을	더	악화한다는	통속적인	믿

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사실은	아니다.	특히	

연구는	표정이	사람들이	기만을	탐지하는	것을	돕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정에	근거하

여,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는지	아닌지를	탐지함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이의	정확성은	우연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속임을	감추려는	시도에서	표정

에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언어적	단서가	마음속의	진실을	밝혀	준다는	생각은	

유효하지	않은	듯한데,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	언어를	조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쉬운 해설| 	통속적인	믿음은	한	사람의	신체	언어를	통해	

그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를	탐지할	수	있다

는	것이지만,	신체	언어는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으므로	

그것으로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다는	내용이다.	따

라서	(A)에는	신체	언어를	통한	진실의	탐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invalid(유효하지	않은)’가	들어

가는	것이	적절하고,	(B)에는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

타내도록	‘adjust(조정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②	유효하지	않은	-	무시하다

③	기발한	-	무시하다

④	합리적인	-	조정하다

⑤	합리적인	-	감추다

구문 이해|  3행: This echoes the popular belief [that 

while people may be able to control what they 

say in order to hide their deceit, which is more 

often than not the case, they cannot control their  

nonverbal behaviour or may even overcompensate 

for their deceit, which makes matters worse].

 that이 이끄는 명사절은 the popular belief와 동격 관계

동격의 명사절 vs. 관계

대명사절

that은 접속사와 관계대

명사로 모두 쓰이는데, 

접속사로서 동격의 명사

절을 이끌 때는 모든 문

장 성분이 갖추어진 완전

한 절을 수반하고, 관계

대명사로서 관계사절을 

이끌 때는 하나의 문장 

성분이 결여된 불완전한 

절을 수반한다. 

 • The belief that we 
can control nature 

is ~ <동격의 명사절

(완전한 절)>

 • The belief that we 
have formed in 
our life is ~ <관계대

명사절(불완전한 절, 목

적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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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who가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이 many rich people을 수

식하고 있으며, such as가 이끄는 어구는 ‘~와 같이’의 뜻으

로 many rich people의 사례를 제시한다. do so는 앞에 언

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hold slaves를 대신한다. 

Words |  inferior[infíTriǝR] 열등한    

philosopher[filssǝfǝR] 철학자   initially[iníʃəli] 처음에   

abolish[ǝbsliʃ] 폐지하다   slavery[sléivTri] 노예제    

obstacle[sbstǝkl] 장애물  

06  정답  ③

지문 요약|  표본 크기와 유용성의 관계 

바른 해석| 	표본의	유용성을	결정하는	주요	관건은	그것

의	크기이다.	표본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전체를	정확하

게	대표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것은	표본이	더	클수록	순

전히	무작위인	편차가	그것의	요약적인	특징들에	미치는	

영향이	더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은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줄어든다.	예를	

들면,	1,000개로	이루어진	표본에서	나온	600개가	어떤	

특징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10개로	이루어진	표

본에서	나온	6개가	그것(특징)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보다	그것(표본)이	추출된	모집단의	다수가	그	특성을	

갖고	있다는	훨씬	더	약한(→	더	강력한)	증거가	된다.	한

편,	표본이	추출된	총	모집단의	실질적	크기는	표본	결과

의	정확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00개로	이

루어진	무작위적인	표본은	그것이	10,000의	모집단에서	

추출되든지	1억	개의	유사한	모집단에서	추출되든지	거의	

동일한	오차를	보인다.

쉬운 해설| 	크기가	더	큰	표본이	그것을	추출한	모집단의	

특성을	정확하게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고	했으므로	더	큰	

크기의	표본이	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흐름이	되도록	

③의	weaker는	stronger	정도로	바꿔야	한다.	

구문 이해|  8행: For example, [finding that 600 out of 

a sample of 1,000 have a certain feature] is much 

stronger evidence [that a majority of the population 

from which it was drawn have that feature] than 

[finding that 6 out of a sample of 10 have it]. 

 동명사 finding이 이끄는 두 개의 동명사구가 비교급 구문

으로 비교되고 있다. 명사절 that ~ feature는 evidence와 

동격 관계로 그것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안의 from 

which it was drawn은 the population을 수식하는 관계

사절이다. 

16행: A random sample of 1,000 would have about 

the same margin of error [whether it were drawn 

from a population of 10,000 or from a similar  

population of 100 million].

 <whether A or B>의 부사절이 ‘A이든지 B이든지 (관계

없이)’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Words |  accurately[ǽkjurətli] 정확하게    

 과거분사 born이 이끄는 분사구가 주어 Even children

을 수식한다. 동사는 <have been p.p.>로 현재완료의 수동태

를 나타낸다. <having p.p.>의 완료형 동명사는 ‘~해 봄(~해 

본 적이 있음)’과 같이 지금까지의 경험을 나타낸다. 

Words |  developmentally[divElǝpmentli] 발육상으로    

vocalization[vOukǝlizeiʃTn] 발성   emit[imít] (소리, 열, 빛 

등을) 내다, 발하다   mechanism[mékǝnìzm] 장치, 구조    

appropriately[ǝpróuprièitli] 적절하게, 적당하게    

specialized[speʃǝlAizd] 특수화된, 분화한    

circuit[srːRkit] 회로   by means of ~에 의하여    

neural imaging 신경 영상 촬영   norm[nɔːRm] 규범, 기준 

05  정답  ⑤

지문 요약|  가치관의 변화와 노예제도의 폐지

바른 해석|  존	스틸	고든과	다른	역사가들에	따르면,	17세
기	아메리카에서	흑인을	노예로	두는	것은	도덕적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	아프리카에	기원을	둔	사람들은	백인들

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러한	시각은	거의	의문

시되지	않았다.	18세기에	사람들은	프랑스	철학자들의	영

향을	받았는데,	그들은	모든	인간이	동일한	가치와	동일

한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했

고,	벤저민	프랭클린과	같이	노예를	둔	많은	부유한	사람

들이	그렇게	하는(노예를	두는)	자신들의	권리를	의문시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들은	노예제	폐지를	어떻게	시

작해야	할지를	몰랐는데,	아메리카	남부의	경제에서	그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경제가	노예	노동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심지어	노예들을	

해방하는	것이	여러	관점에서	경제적	이점을	창출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쉬운 해설|  (A)	문장의	구조상	it이	가주어이므로	진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to부정사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B)	두	개의	절이	등위접속사	and로	연결된	구조에서	두	

번째	절의	주어인	many	rich	people의	동사가	없으므

로	과거형	동사	started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C)	foun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어야	하

는데,	이어지는	어구가	모든	필요한	문장	성분(주어:	

freeing	the	slaves,	목적어:	economic	advantages)
을	갖추었으므로	접속사인	that을	써야	한다.	

구문 이해|  4행: People of African origin were seen 

as inferior to Whites and this view was seldom 

questioned. 

 <see A as B>는 ‘A를 B로 여기다’의 뜻인데, 수동태로 전

환하면 <A be동사＋seen as B>의 형태가 되며 B로는 명사 

또는 형용사를 쓸 수 있다. 

9행: Values started to change and even many rich 

people, such as Benjamin Franklin, [who held 

slaves] started to question their own right to do so. 

imaging
(영상 촬영, 영상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

는 모양으로 정보를 표

현하는 것으로 사진, 복

사, 컴퓨터에서의 출력 

기록, 정보 표시 외에, 컴

퓨터 그래픽 등을 포함한

다. 최근의 대표적인 기

술은 brain imaging(뇌 

영상법)으로 뇌의 구조나 

활동을 측정하여 영상으

로 보여 주는 기법인데, 

X선, 컴퓨터 단층촬영

(CT),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PET), 자기 공명 영

상(MRI) 등이 있다.

배경 지식
Upgrade

vary의 파생어

vary v. 다르다

various a. 다양한

variable 

a. 일정치 않은  n. 변수

variation 

n. 편차, 변화, 변이

invariably 

ad. 변함없이,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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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회 19

약점유형 Board 08	새로운	경향의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유

럽	북부	국가로부터	기후가	따뜻한	남부	국가의	해변으로	

이동하는	여행의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하

므로,	①	‘약화’가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②	등장		③	회복		④	소멸		⑤	개선

구문 이해|  1행: [While the mass movement from 

cold northern industrial cities to warm sunny 

beaches, a fairly simple product to package, 

increased substantially after World War II], [as years 

passed] there was an increasing segmentation in 

the travel market. 

 접속사 While이 이끄는 부사절이 ‘~인 반면에’의 뜻을 나

타내고 있다. a fairly simple product to package는 앞의 

the mass movement ~ beaches와 동격어구이다. 문장

의 주절은 there was ~인데 그 앞에 as가 이끄는 부사절이 

삽입되었다. 

29행: At the same time the outward movement from 

Britain did not decrease, so there was a marked 

diversion to other destinations [resulting from 

demand changes]. 

 현재분사 resulting이 이끄는 분사구가 a marked  

diversion을 수식하고 있다.  

Words |  industrial[indvstriǝl] 산업의, 공업의    

package[pǽkidʒ] 패키지〔일괄 상품〕화하다    

substantially[sǝbstnnʃǝli] 상당히, 크게    

segmentation[sègmǝntéiʃTn] 분할, 구분    

distinct[distíŋkt] 뚜렷한   resilience[rizíljǝns] 회복력   

recession[riséʃTn] 경기후퇴   preference[préfTrǝns] 선호   

expand[ikspǽnd] 확대되다   notably[nóutǝbli] 특히    

organized[cːRgənAizd] 단체의, 조직화된   

convention[kǝnvénʃTn] 회의   trade show 무역 박람회   

incentive tour 포상 여행   migration[maigreiʃTn] 이주   

the Mediterranean 지중해   destination[dèstǝnéiʃTn] 행

선지, 목적지   marked[mɑːRkt] 눈에 띄는, 뚜렷한    

diversion[divrːRʒTn] 전환   extent[ikstént] 정도, 수준 

random[rǽndǝm] 무작위의   variation[vKTriéiʃTn] 편차    

summary[svmǝri] 요약적인; 요약    

characteristic[kNriktǝrístik] 특징    

conclusion[kǝnklúːʒTn] 결론   feature[fíːtʃǝR] 특징    

margin of error 오차  

07~08  정답  07. ④    08. ①

지문 요약|  유럽에서의 여행 방향과 패턴의 변화

바른 해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추운	북부	산업도시로부

터	따뜻하고	햇살	가득한	해변으로의	대규모	이동은	패키

지화할	수	있는	매우	단순한	상품으로	상당히	증가한	반

면에,	해가	거듭될수록	여행	시장에서	분할이	늘어났다.	

성장의	비율,	잠재력,	경기후퇴에	대한	회복력(예를	들어	

노인층),	그리고	소비자	선호의	다양한	성격을	가진	꽤	뚜

렷한	소규모	시장들이	많이	발달하였다.	이동의	상당	부

분은	성격상으로	전문적이었다.	예를	들면,	출장이	새로

운	방식으로,	특히	회의,	무역	박람회,	그리고	포상	여행

을	위한	단체	여행의	형태로	확대되었다.	문화	및	교육	여

행이	크게	확대되었다.	스포츠와	취미를	위한	여행이	발

달하였고,	전후	시기의	주요한	이주의	흐름이	있었던	장

거리	경로를	포함하여	친구나	친척을	방문하려는	여행객

들의	소망이	일부	경로에서는	중요해졌다.	

1980년대	말로	접어들면서	더	추운	산업화된	북부	도시

지역으로부터	따뜻하고	햇살	가득한	해변으로의	더	단순

한	원래의	대규모	여행의	흐름은	뚜렷한	약화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중해	그리고	특히	스페인으로의	패키

지화된	여행이	매우	감소하였다.	예를	들면,	영국	밖으로	

나가는	패키지여행이	 1천2백5십만	건의	정점에	도달한	

후에,	1990년과	1991년에	거의	20%	가까이	감소하였는

데,	일부	인기	있는	행선지들은	더	많이	감소하였다.	동시

에	영국	밖으로	나가는	이동은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수요	

변화의	결과로	인한	다른	행선지들	쪽으로의	눈에	띄는	

전환이	있었다.	대조적으로	같은	시기에	스페인과	이탈리

아와	같은	남부	유럽	국가들	밖으로	나가는	여행이	눈에	

띌	정도로	증가하였다.	그	성장의	상당	부분은	더	시원한	

다른	북부	유럽	국가로의	여행에서	비롯되었다.

쉬운 해설| 	07	첫	번째	문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북

부에서	남부로의	대규모	여행	시장에	더하여	소규모의	새

로운	여행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단

은	유럽	북부에서	남부로의	여행	규모가	줄어들고	다른	

행선지로의	여행이	증가했으며,	나아가	유럽	남부	국가에

서	북부	국가로의	여행도	많이	증가했다는	내용이므로,	

④	‘유럽에서의	여행	방향과	패턴의	변화’가	글의	제목으

로	가장	적절하다.	

①	과학기술과	여행	사이의	상관관계

②	남부	유럽:	인기	있는	여행	행선지	

③	관광산업:	많은	나라의	주요	수입원

⑤	국제	문화	및	교육	여행의	이점

<by＋숫자>의 의미

 • by＋수량/비율 등의 숫

자: 수치 변화

 The sales dropped 

by 30 percent this 

month. (지난달에 비

해 30퍼센트 감소)

 • by＋연도, 세기 등의 

숫자: ~경, 무렵

 By the 1880s, the 

c i t y  f l o u r i s h e d . 

(1880년대 무렵에)

 • by＋날짜, 시간: ~까지

 W e  m u s t  c o m e 

back by ten. (10시

까지) 

어법
Review

industry의 파생어

industry 

n. 근면; 산업, 공업 

industrious 

a. 근면한, 부지런한 

industrial 

a. 산업의, 공업의

industrialize 

v. 산업화하다

(cf. industrialization 

n. 산업화) 

어휘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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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01  정답  ④

지문 요약|  고용 협상에 앞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찾는 방법

바른 해석| 	흔히	경영학	석사	학생들이	우리에게	와서	장

래의	고용주와의	협상과	관련하여	조언을	구할	때,	그들

은	협상	가능한	것이	무엇이며,	각	사안이	협상	가능한	정

도,	그리고	얼마가	요구하기에	합당한가에	관해	혼란스러

워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물을	때,	그들은	보통	우리에게	자신들

이	오직	이	문제들을	급우들과	비공식적으로	논의했을	뿐

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정녕	충분한	노력이라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동일한	회사에	의해	전년도에	고용된	그	

프로그램	출신의	학생들,	동일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에서	

일해	온(또는	제안을	받은)	친구들과	지인들,	그리고	경영

학	석사	취업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과	이야기하도록	권장

한다.	그들은	또한	매우	다양한	전문직을	위한	고용과	급

여	자료를	제공하는	산업	출판물이나	웹	사이트에서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어떤	협상에서든	당신

이	모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출처를	찾아보는	것이	중

요하다.	

쉬운 해설| 	장래의	고용주와	협상을	할	때,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	보고	출판물이나	웹	사이트

에서	정보를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따라

서	이를	요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④	‘모든	가능성이	있

는	정보의	출처를	찾아보다’가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①	말을	창의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사용하다

②	여러분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다		

③	장래	고용주와	신뢰를	형성하다	

⑤	상대방	측의	시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구문 이해|  3행: ~, they are confused about [what 

is negotiable], [the degree to which each issue 

is negotiable], and [how much is reasonable to 

demand]. 

 전치사 ab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세 개의 어구가 접속

사 and로 연결된 형태이다. to which ~ negotiable은 관

계사절로 the degree를 수식하고 있다. 

10행: We encourage them to talk to [students from 

their program who were hired the previous year 

by the same firm], [friends and acquaintances 

who have worked in (or who have offers from) 

firms in the same industry], and [staff in the MBA  

placement office]. 

 전치사 to의 목적어로 쓰인 세 개의 어구가 접속사 and

로 연결된 형태이다. who가 이끄는 각각의 관계사절이  

students f rom thei r program과 f r iends and 

acquaintances를 수식하고 있다. 

Words |  negotiation[nigòuʃiéiʃTn] 협상    

prospective[prǝspéktiv] 장래의, 가망이 있는    

degree[digríː] 정도   informally[infcːRməli] 비공식적으로    

acquaintance[ǝkwéintTns] 지인, 아는 사람    

placement[pléismǝnt] 직업 소개, 취업 알선; 배치    

publication[pVblǝkéiʃTn] 출판(물)    

salary[sǽlǝri] 급여, 월급

02  정답  ⑤

지문 요약|  무어의 법칙과 경제적 불평등 해결의 필요성 

바른 해석| 	역사적,	그리고	현대적인	경향은	 ‘무어의	법

칙’이	다음	25년에	걸쳐	계속	유효할	것이라는	것을	강하

게	나타내는데,	이것은	처리	능력에서	기하급수적인	성장	

곡선을	보이면서	컴퓨팅(컴퓨터의	정보	처리)	성능이	2년
마다	두	배가	된다는	주장이다.	(C)	이것의	단기적	영향

은	오늘날	1000파운드를	주고	구입되는	기기가	20년	후

에는	1.22파운드에	구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점

차적으로	대용량	컴퓨팅의	가격이	적정해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정보를	저장하고,	조작하고,	조사하는	비용이	계

속해서	엄청나게	감소할	것이다.	(B)	상업적	기업들이	개

인들이	거대한	처리	능력을	활용하도록	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른바	‘유틸리티(서비스	제공자

가	고객에게	컴퓨팅	자원과	기반	시설	관리를	제공해	주

는	형태)’	혹은	‘클라우드(컴퓨팅	자원을	인터넷을	통해	자

신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

는	서비스)’	컴퓨팅	또한	이러한	경향으로부터	생겨난다.	

(A)	하지만	우리는	이	높아지는	(처리)	능력이	의미하는	

것에	관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그것이	필연

적으로	더	민주적이고	공평한	경쟁의	장으로	이끌	것이라

는	시나리오는	상대적인	경제적	불평등	또한	다루어지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듯	보인다.

쉬운 해설| 	주어진	글은	뒤에	무어의	법칙을	소개하는	내

용이므로	그것이	가져올	영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

용인	(C)가	이어지고,	그의	영향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서

비스들을	소개하는	내용인	(B)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

다.	이후	이러한	놀라운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경

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	또한	필요함을	언급한	

(A)로	마무리되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하다.		

구문 이해|  8행: The scenario [that i t wil l lead  

inevitably to a more democratic and level playing 

field], for example, does not seem possible [unless 

relative economic inequality is also addressed].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명사절은 The scenario와 동격 관

계이며, 그것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한다. unless가 이끄는 부

사절은 ‘~하지 않는다면’의 뜻을 나타낸다. 

‘학위’와 관련된 표현

 • bachelor’s degree  

학사 학위

 • master’s degree  

석사 학위 

 • doctor’s degree 

(＝ doctorate) 박사 학위

cf.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석사

cf.   Ph.D.(Doctor of 

Philosophy)  
철학 박사; 박사 

(칭호)

cf.   M.D.(Doctor of 

Medicine)  

의학 박사

어휘
Review

Moore’s Law
(무어의 법칙)

마이크로칩 기술의 발전 

속도에 관한 것으로 마이

크로칩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18개월마

다 2배씩 증가하며, 컴퓨

터의 성능은 거의 5년마

다 10배, 10년마다 100
배씩 개선된다는 법칙이

다. 이것은 인터넷은 적

은 노력으로도 커다란 결

과를 얻을 수 있다는 ‘멧

칼프의 법칙(Metcalfe’s 

Law)’, 조직은 계속적으

로 거래 비용이 적게 드

는 쪽으로 변화한다는 

‘가치사슬을 지배하는 법

칙’과 함께 인터넷 경제

의 3원칙으로 불린다. 

배경 지식
Upgrade

01 ④ 02 ⑤ 03 ① 04 ②

05 ⑤ 06 ③ 07 ③ 08 ③ 

05회
본문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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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회 21

약점유형 Board  관계부사 where가 이끄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절이 

certain types of software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관계

부사절에서 where는 in those types (of software) 정도

의 의미를 나타낸다. 관계부사절 안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가 생략된 관계사절(a user derives from the software)이 

the value를 수식하고 있다. 

15행: This phenomenon is called positive network 

externalities, a term [referring to the fact that  

consumer utility for a product increases with the 

number of persons using it]. 

 a term 이하는 positive network externalities를 부연 

설명하는 동격어구이다. referring to ~의 분사구가 a term

을 수식하고 있으며, 그 안에 쓰인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명사

절은 the fact와 동격 관계이다. 

Words |  piracy[páiTrǝsi] 무단 복제, 저작권 침해    

illustrate[ílǝstrèit] 예증하다   profit[prsfit] 수익, 이익   

diffusion[difjúːʒTn] 확산, 유포    

phenomenon[finsmənSn] 현상    

externality[èkstǝːRnǽlǝti] 외부성; 외형 

refer to ~을 일컫다, 나타내다

04  정답  ②

지문 요약|  원만한 교우 관계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바른 해석| 	교실이라는	사회적	상황	내에서의	관계의	질

은	아이들의	학업	기능과	학교를	향한	태도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상호적인	교실에서의	교우	관계

가	있는	아이들은	교우	관계를	맺지	못한	아이들보다	학

업	면에서	더	잘	해	나간다.	중요한	것은	친구들이	수단적

이고	심리적	후원을	제공하며	흔히	학업	성공을	위한	긍

정적인	역할	모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모든	또래	사이의	상호작용이	긍

정적인	것은	아니다.	많은	아이들이	또래	집단에	의해	따

돌림을	당하고	교실	내에서의	중요한	학술	행사에서	배제

된다.	게다가	모든	연령층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집단)	괴

롭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장기간	지속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즉,	괴롭

힘을	당하는	아이들은	종종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

고,	결과적으로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에	아이들이	그들의	교실	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경험하고	또래들에	포함되고	지지를	받는다고	느낄	때는	

더	성공적일	수	있다.	

쉬운 해설| 	주어진	문장은	Unfortunately로	시작하여	

학교에서	또래	사이에	긍정적이지	않은	상호작용도	일어

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을	담은	마지막	문장	다음,	그리고	부정적인	측

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첫	번째	문장	앞인	②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이해|  1행: Unfortunately, not all peer interactions 

13행: So-called “utility” or “cloud” computing also 

emerges from this trend, [as commercial companies 

begin to offer a service that allows individuals to 

tap into huge processing power]. 

 as가 이끄는 부사절은 ‘~하면서’의 뜻을 나타낸다. that이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이 a service를 수식하고 있다. 

Words |  contemporary[kǝntémpǝrèri] 현대의, 동시대의    

emerge[imrːRdʒ] 생겨나다, 출현하다    

implication[ìmplikéiʃTn] 영향; 암시    

affordable[əfɔ́ːRdǝbl] (가격이) 적정한

03  정답  ①

지문 요약|  네트워크 외부성을 가져오는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바른 해석|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는	원래의	획기적인	것

과	불법	복제	사이의	관계를	예증하는	좋은	사례이다.	소

프트웨어	무단	복제는	흔히	혁신적	기업들이	엄청난	수

익을	상실하는	원인이	되는	활동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Conner와	Rumelt는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는	특정	유

형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해롭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것에서는	사용자가	그	소프트웨어로부터	얻는	가치가	사

용자	기반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소프트웨어	무

단	복제는	시장에서	일종의	‘그림자	확산’	작용을	하고	소

프트웨어	사용자의	총수를	더	신속히	증가시킨다.	비록	

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얼마간의	잠재적	수익을	상실할	수

는	있지만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증가하는	수는	이	기업에	

뜻밖의	이익을	되돌려줄	것이다.	이	현상은	긍정적	네트

워크	외부성이라	불리는데,	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	효용

성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와	더불어	증가한다는	

사실을	일컫는	용어이다.		

	무단	복제는	그것이	사용자	기반의	확대로	이끌	수	있

다는	점에서	일부	유형의	소프트웨어에	유익할	수	있다.	

쉬운 해설|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가	소프트웨어	개발	기

업들에게	손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특정	소프트웨어의	경

우에는	사용자	기반을	넓혀	주어	결국	뜻밖의	수익을	가

져다주는,	즉	네트워크	외부성을	창출하는	역할도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B)에는	‘그림자	확산’으로	사용자

가	많아진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expansion(확대)’이	들

어가는	것이	적절하고,	(A)에는	뜻밖의	수익을	가져다준

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beneficial(유익한)’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②	유익한	-	붕괴

③	불가능한	-	보유

④	해로운	-	확대

⑤	해로운	-	붕괴

구문 이해|  5행: However, Conner and Rumelt indicate  

that “software piracy may not be harmful for certain 

types of software, [where the value a user derives 

from the software depends on the user base].” 

network externality
(네트워크 외부성)

특정 제품을 사용하는 소

비자가 많아질수록 그 상

품의 사용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네트워크 외부성은 선순

환 구조를 만들어 낸다는 

점이 특징인데, 다수의 

소비자가 구입한 재화는 

가치가 상승하여 다른 사

람들에게도 효용이 높은 

재화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매를 유

인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수는 

증가하게 된다. 

배경 지식
Upgrade

주어진 문장 속에 글의 

흐름이 대조적으로 바

뀌는 것을 나타내는 연

결어구인 however, in 

contrast, instead, 

yet, nevertheless,  

unfortunately 등이 쓰

였을 때는 앞의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 시작되는 곳

이 적절한 위치가 된다. 

이 글에서는 주어진 문장

이 Unfortunately로 시

작하는데, 원만한 교우 

관계에 관한 내용과 대

조되는 또래들에게 따돌

림을 받는 상황에 관한 

언급이 ②부터 시작되고  

있다. 

유형 Solution
문장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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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technicians. 

 sending이 이끄는 동명사구가 문장의 주어이며, 동사 is

와 overworks가 이끄는 두 개의 서술부가 and로 연결된 형

태이다. 

15행: [Managing expectations] involves clearly  

[communicating to customers what the help desk 

can and cannot do to meet their needs, given 

available resources].

 두 개의 동명사구가 각각 문장의 주어와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되었다. what ~ do는 communicating의 목적어인 명

사절이고, to meet ~ needs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to

부정사구이다. given은 전치사처럼 쓰여 ‘~을 고려하여’의 뜻

을 나타낸다.  

Words |  misinterpretation[mìsintəːRprətéiʃTn] 잘못된 해

석, 오해   cripple[krípl] 심각한 손상을 주다; 무능력하게 만 

들다   technician[tekníʃTn] 기사, 기술자    

attempt[ǝtémpt] 시도하다   overwork[òuvǝRwrːRk] 과로하

게 하다   define[difáin] 정의하다, 규정하다   help desk (업

무) 지원 센터   manage[mǽnidʒ] 부응하다, 잘 해내다   

06  정답  ③

지문 요약|  국제기업이 최대 가격과 최소 가격을 책정할 필요성

바른 해석| 	특정한	시장에서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비용,	경쟁가격,	고객	가격	민감도와	행동,	시장구조와	

상황,	그리고	그	기업의	목표)은	시장마다	다양하며,	이는	

또한	가격	결정이	다양화할	것을	필요로	한다.	국제적인	

기업가는	획일적	가격	책정	방침을	갖는	것의	용이함을	

피하고	각	나라의	마케팅	프로그램에서	가격을	경쟁	요소

로	이용해야	한다.	개별적	가격이	한	시장의	특정한	상황

을	반영해야	할지라도,	가격은	또한	전	세계적으로	조율

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경제적	통합이	모든	시장들에	걸

쳐	발생하고	있을	때	그러하다.	이것을	하는	한	가지	방법

은	지역	국가들의	가격이	그	범위	내에서	설정될	수	있는	

최대	가격과	최소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법은	가격	책정에서의	유연성이	지역의	시장	상황을	반영

하도록	해	주지만,	너무	많은	가격	편차를	허용하지	않아	

가격-품질	관계가	성립되고	국경을	넘는	쇼핑이	억제될	

수	있다.	

쉬운 해설| 	(A)	각	시장의	특성에	따라	가격이	다양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uniform(획일적인)’이	적절하다.

(variable:	가변적인)	

(B)	세계적으로	가격에	균형이	잡혀야	한다는	것은	시장

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integration(통합)’이	적절하다.	

(division:	분할,	분리)	

(C)	최대	가격과	최소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국가	간

의	가격	편차가	극심해진	결과	소비자가	쇼핑을	하러	가

격이	매우	낮은	나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므로		

[that children have in schools] are positive. 

 <not all ~>은 ‘모든 ~가 …인 것은 아니다’와 같이 부분

부정의 뜻을 나타낸다. that이 이끄는 관계사절이 all peer 

interactions를 수식한다. 

6행: For instance, children [who have mutual 

classroom friendships] fare better academically 

than children [who have not formed friendships]. 

 who가 이끄는 두 개의 관계대명사절이 각각 바로 앞의 

children을 수식한다.  

Words |  peer[piǝR] 또래   context[ksntekst] 상황, 맥락   

academic[Nkǝdémik] 학업의, 학술의    

functioning[fvŋkʃTniŋ] 기능, 작용    

mutual[mjúːtʃuǝl] 상호의   fare[flǝR] 해 나가다, 살아가다   

instrumental[ìnstrǝméntl] 수단이 되는   serve as ~의 역

할을 하다   bully[búli] ~를 괴롭히다, 왕따시키다

05  정답  ⑤

지문 요약|  올바른 고객 서비스에 대한 정의

바른 해석|  고객	서비스는	고객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들이	요구할	때마다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해석은	가장	선의의	회사에

게	심각한	손상을	주거나	그것이	완전히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예를	들면,	전화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기술자를	고객이	있는	장소로	보내

는	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회사의	기술	인력을	급속

히	과로시킨다.	마찬가지로,	(업무)	지원	센터가	어떤	제

품을	지원하는지를	규정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훈련되

지	않은	제품들에	관한	전화를	받아	지원에	어려움을	겪

는	원인이	된다.	대신에	지원	센터는	고객의	기대에	부응

해야	하는데,	그것은	결국	고객	만족으로	이어진다.	기대

에	부응한다는	것은	지원	센터가	가용	자원을	고려하여	

고객들에게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수반한다.	

쉬운 해설|  마지막	문장의	⑤는	communicating의	목적

어인	명사절을	이끌고	동사	do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한

다.	따라서	접속사	that이	아닌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	what을	써야	한다.

①	앞의	everything을	대신하는	대명사이므로	단수형인	

it으로	쓴	것은	적절하다.

②	is의	보어로	사용된	형용사이므로	적절하다.

③	문장의	주어가	동명사	 failing이	이끄는	어구이므로	

문장의	동사로	단수형(causes)을	쓴	것은	적절하다.

④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	have	

difficulty	(in)	-ing>의	형태이다.	

구문 이해|  5행: For example, [sending a technician 

to a customer site without attempting to resolve 

the problem over the telephone] is very costly 

and quickly overworks the company’s pool of  

글 전체의 흐름을 고려하

되, 각 문장에 사용된 어

휘의 의미를 정확히 적용

해야 오답을 피할 수 있다. 

(A)의 경우 가격이 다양

해야 한다는 점이 글 전

체의 취지이지만 문장

에 함께 사용된 동사가 

avoid(피하다)임을 감안

해야 uniform이 문맥에 

맞는 낱말임을 파악할 수 

있다. 

유형 Solution
어휘(네모)

<형용사＋ly> 

vs. <명사＋ly>

<형용사＋l y>는 부사가 

되고, <명사＋ly>는 형용

사가 된다.  

 • critically, beautifully, 

generously  
→ 형용사＋ly＝부사 

 • costly, timely,  

friendly, leisurely  
→ 명사＋ly＝형용사

접속사 that 

vs. 관계대명사 what
접속사 that은 문장의 모

든 성분을 갖춘 완전한 

문장인 절을 이끌고, 관

계대명사 what은 문장 

성분 중 하나(주어, 목적

어 등)가 부족한 절을 이

끈다. 

He knows that I love 

ski. (그는 내가 스키를 

좋아하는 것을 안다.)

He knows what I 

love. (그는 내가 좋아하

는 것을 안다.)

어법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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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유형 Board 교,	그리고	도서관을	가진	유일한	동물이다.	지식의	보존

은	또한	진보를	가능하게	한다.	한	사람(알렉산더	그레이

엄	벨)이	전화를	발명했고,	심지어	그가	죽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다시	전화를	발명할	필요	

없이	그것을	소유하고	사용한다.	사회적	동물들	사이에서

는	각각의	문제가	각	세대에	의해	새로	해결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들에는	각	개체에	의해	그래야	한다.	

쉬운 해설| 	07	첫	번째	단락은	사회적	동물의	집단행동

이나	분업과	문화적	동물의	집단적	작업은	다르다는	내용

이고,	두	번째	단락은	문화적	동물,	즉	인간은	사회적	동

물과	달리	지식을	보존하고	후대에	전수한다는	내용이므

로,	③	‘사회적인	동물과	문화적인	동물의	차이’가	글의	제

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동물들은	단독으로보다	집단에서	더	잘	생존한다	

②	동물의	왕국에서	사회적인	것의	불리한	점

④	분업:	동물들	사이에서는	매우	희귀함

⑤	사회적	동물의	행동에	있어서의	문화적	측면

08	사회적	동물과	달리	문화적	동물인	인간은	의도적으

로	집단	전체가	지식을	공유하고	다음	세대로	전수하므

로	기존의	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③	‘지식의	보존’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	

하다.	

①	자연의	개발〔이용〕

②	정보의	독점

④	사회	구조의	단순성

⑤	육체적	힘의	한계

구문 이해|  1행: Social animals may act together, as 

[when a swarm of bees or a pack of wolves or a 

herd of zebras all move together]. 

 when이 이끄는 명사절이 전치사 as의 목적어로 쓰여  

‘~할 때와 같이’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19행: Cultural animals (human beings) deliberately 

share their knowledge throughout the group, [so 

that it can be maintained and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 

 콤마 다음의 so that이 이끄는 절은 ‘그래서 ~하다’와 같

이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Words |  swarm[swɔːRm] (곤충 등의) 떼   pack[pæk] (함

께 사냥을 하거나 하기 위해 모인 동물들의) 무리, 떼    

herd[hǝːRd] (함께 살고 함께 먹이를 먹는 동종 짐승의) 떼, 무리    

elaborate[ilǽbǝrǝt] 정교한   collective[kǝléktiv] 집합적

인, 집단의   corporation[kCːRpǝréiʃTn] 기업    

reproductive[rìːprǝdvktiv] 번식의   capacity[kǝpǽsǝti] 

능력, 역량   pollen[pslǝn] 꽃가루   flexible[fléksǝbl] 융통

성 있는, 유연한   figure out 알아내다, 생각해 내다    

deliberately[dilíbǝrǝtli] 의도적으로   

anew[ǝnJúː] 새로, 다시   monopoly[mǝnspǝli] 독점

‘discouraged(억제하다)’가	적절하다.	

(stimulate:	활발하게	하다)	

구문 이해|  1행: The factors [affecting the price 

in a particular market (costs, competitive prices,  

customer price sensitivity and behavior, market 

structure and conditions, and objectives of the 

company)] vary from market to market, [requiring 

pricing decisions to vary as well]. 

 affecting이 이끄는 분사구가 문장의 주어인 The factors

를 수식하고 있고 문장의 동사는 vary이다. requiring이 이끄

는 분사구문은 which requires ~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데, 

이때 which는 앞에 언급된 내용(시장마다 가격 결정 요인이 

다양하다는 것)을 선행사로 한다. 

16행: This approach allows flexibility in pricing 

to reflect local market conditions, but does not 

allow so much price deviation that a price-quality 

relationship can be established and cross-border 

shopping can be discouraged. 

 <allow＋목적어＋to부정사>가 쓰여 ‘~가 …하도록 해 주

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so ~ that ...> 구문은 ‘너무 ~해

서 …하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Words |  competitive[kǝmpétǝtiv] 경쟁의, 경쟁적인    

sensitivity[sènsǝtívǝti] 민감도   objective[ǝbdʒéktiv] 목표   

entrepreneur[SːntrǝprǝnrːR] 기업가    

coordinate[koucːRdTnèit] 조화시키다, 조정하다    

establish[istǽbliʃ] 설정하다, 성립시키다    

flexibility[flèksǝbílǝti] 유연성

07~08  정답  07. ③    08. ③

지문 요약|  사회적인 동물과 문화적인 동물의 차이

바른 해석| 	사회적	동물들은	함께	행동할	수	있는데,	꿀벌	

떼나	늑대	무리나	얼룩말	떼가	모두	함께	움직일	때와	같

은	경우이다.	이	집단행동은	사회적인데,	그	동물들이	다

른	것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자신의	행동을	그

것과	조화시키기	때문이다.	반대로	문화적	동물은	흔히	

정교한	분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서는	각	개체가	고

유한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나	축구팀의	집

합적인	작업과	벌	떼의	작업을	비교해	보라.	비록	여러	다

른	벌들이	다른	역할들을	갖고	있을지라도(예컨대,	여왕

벌은	그것의	벌집에	있는	모든	꿀벌들의	어머니이고,	일

벌들은	번식	능력이	없지만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	벌집으

로	꽃가루를	가지고	돌아온다),	그	역할들은	훨씬	더	단순

하고,	융통성이	없으며,	인간	사회의	역할들보다	더	적다.	

사회적	동물들은	일을	하는	좋은	방법들을	알아낼	수도	

있고	아마도	다른	것이	하고	있는	뭔가를	보고	모방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문화적	동물(인간)은	의도적으로	집단	전

체를	통해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여,	그것이	유지되고	다

음	세대로	전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은	학교,	대학

object의 파생어

object 

n. 사물, 객체; 목표  

v. 반대하다

objective a. 객관적인  

n. 목표

objection n. 반대  

objectionable a. 반대

할 만한, 이의가 있는

어휘
Review

it vs. that,  

they vs. those
it이나 they는 다른 어구

의 수식을 받을 수 없지

만 that과 those는 다른 

어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The number of girls 

was grea te r than 

that of boys.  
<of boys의 수식, it of 

boys는 불가능>

The ears of rabbits 

a r e  l o n g e r  t h a n 

those of squirrels.  

<of squirrels의 수식,  

t h e y / t h e m  o f  

squirrels는 불가능>

어법
Review

‘mono(= one)’를 포함

하는 어휘

monologue  n. 독백

monotony  

n. 단조로움, 단음 

monotonous  

a. 단조로운, 지루한

monopoly  

n. (경제) 독점, 전매

monarch  

n. 군주, 제왕 

monarchy  

n. 군주제, 군주 국가

어휘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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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01  정답  ④

지문 요약|  회사에 관한 메시지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바른 해석| 	보통	직원들과	고객들은	회사에	관한	오직	잘	

가공된	메시지만을	듣는다.	그것은	걸러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제거되고,	윤색된	전문적인	것이다.	때로	그

것은	심지어	진정성을	보이지	못하는,	제품	이미지	부여	

컨설턴트의	뛰어난	상상력과	기억에	남을	만한	구호를	만

들어	내는	기교의	혼합물에	불과하다.	이것은	좋지만,	여

기서	희생되는	것은	회사의	과거	역사에서	기인하는	많은	

위대한	이야기와	회사의	미래를	서술하는	한	가지	위대한	

이야기이다.	흔히	지도자,	광고	회사,	직원들에	의해서	잊

히는	것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단지	오락거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들은	그	조직이	하나의	살아	숨	쉬는	유기체

라는	느낌을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그

것(조직)과	동질감을	느끼고,	그것과	마음으로부터	공감

하고,	그것에	의해	영감을	받도록	도와준다.	그것들은	사

람들이	조직	안에서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게	해	준다.

쉬운 해설| 	듣기	좋게	포장	가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회사

에	대해	공감할	수	있고	회사를	살아	숨	쉬는	유기체로	생

각할	수	있는	진솔한	내용의	이야기를	직원들,	고객들,	주

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인간적인	면’이다.

①	미래

②	변화

③	문제점들

⑤	규정

구문 이해|  6행: This is fine, but [what is sacrificed 

here] are the 101 great stories from the company’s 

past and the one great story [that describes the  

company’s future].

 what ~ here가 두 번째 절의 주어이며 are가 동사이다. 

주격 관계대명사절 that ~ future가 the one great story

를 수식한다.

14행: They help people identify with it, empathize 

with it, and be inspired by it.  

 <help＋목적어＋원형부정사/to부정사>는 ‘~가 …하는 것

을 돕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help의 목적격보어 역할을 하는 

3개의 원형부정사(identify, empathize, be)가 and를 기준

으로 병렬구조를 이룬다.

Words |  well-crafted 잘 만들어진    

sanitize[sǽnitàiz] 불쾌한 부분을 제거하다; 위생적으로 하다    

authentic[ɔːθéntik] 진짜인, 정확한    

concoction[kɑnkskʃTn] 혼합물   knack[næk] (타고난) 재

주, 기교, 요령   catchy[kǽtʃi] (음악이나 문구가) 기억하기 쉬

운, 매력적인   stakeholder[steikhOuldǝR] 주주, 투자자; 이해 

당사자   empathize with ~에 마음으로부터 공감하다

02  정답  ⑤

지문 요약|  16세기에 상인들에 의해 고용된 사립 경찰들의 

지위는 통일되지 않았다.

바른 해석| 	16세기	동안	여러	종류의	경찰기관이	사적으

로	구성되었다.	(C)	개별	상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

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했으며,	상인	협회는	상점과	창

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업	경찰을	만들었다.	(B)	이러한	

사립	경호원들의	지위는	전혀	통일되지	않았다.	어떤	이

들은	치안	담당관으로	선서하고	임명된	반면에,	다른	이

들은	계속해서	개인	경비원이나	경호원으로	고용된	상태

였다.	(A)	또한	이러한	새롭게	만들어진	사적	보안	조직

에	대한	임금	지급,	행동	규범,	혹은	맡겨진	임무	등에	관

한	일반적인	척도가	없었다.	이	영역은	전적으로	고용주

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쉬운 해설| 	16세기에	사적으로	경찰이	구성되었다는	주

어진	문장	다음에,	상인들에	의해	사립	경찰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말한	(C)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후	내

용이	전환되어	그들의	지위가	통일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B)가	온	다음,	또한	그들의	임금,	행동	규범,	임무	등에	

대해서도	정해진	기준이	없었다는	내용의	(A)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이해|  3행: There were also no general scales 

of payment, rules of conduct, or assigned duties for 

these newly created private security forces.

 <There is/are〔was/were〕 ~>는 ‘~가 있다〔있었다〕’라는 

뜻으로 be동사의 수는 뒤에 오는 명사에 맞춘다. 

9행: some were sworn in as constables, / while 

others continued in employment as private  

watchmen or guards.

 <some ~, others ...>는 ‘어떤 것〔사람〕은 ~(하고), 다른 

것〔사람〕은 …(하다)’라는 뜻의 부정대명사 표현이다. 접속사 

while은 ‘~하는 동안’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하는 반면

에’라는 뜻으로 ‘대조·양보’를 나타내기도 한다. 

Words |  scale[skeil] 척도; 규모   rules of conduct 행동 

규범, 행동 규칙   discretion[diskréʃTn] 재량(권), 결정권    

by no means 결코 ~이 아닌   swear in ~을 선서시키고 임

명하다   constable[ksnstǝbl] 경찰관, 보안관    

warehouse[wkǝRhàus] 창고

STEP1
전반부에서 글의 소재, 

주제, 전개 방향 등을 예

측한다.

회사에 관한 메시지는 어

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글이다.



STEP2
핵심어구를 파악하고 정

답 추론의 근거를 모은다. 

a l iv ing, breathing 

organism / identify 

with i t, empathize 

w i t h  i t ,  a n d  b e 

inspired by it


STEP3
단서들을 종합하여 적절

한 선택지를 고른다. 

회사를 숨 쉬는 유기체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므로 ‘인간적인 면’

이 글의 내용에 가장 부

합하는 선택지이다.

유형 Solution
빈칸 추론

STEP1
무엇에 관해 쓴 글인지 

파악한다. 

16세기에 사적으로 구성

된 경찰에 대한 글이다.



STEP2
서로 관련된 단어나 내용

을 근거로 순서를 파악 

한다.

주어진 글과 (C)가 사적

인 경찰기관의 형성에 대

한 내용이고, (A)와 (B)는 

사립 경호원들의 서로 다

른 지위, 임금, 행동 규범, 

임무에 관한 내용이다. 

(A)의 also를 단서로 하

여 (A)가 (B) 뒤에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TEP3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C) - (B) - (A)로 이어지는 

글의 순서가 자연스럽다.

유형 Solution
글의 순서

01 ④ 02 ⑤ 03 ④ 04 ④

05 ① 06 ② 07 ⑤ 08 ④ 

06회
본문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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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회 25

약점유형 Board03  정답  ④

지문 요약|  치료사는 환자 치료의 결과보다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바른 해석| 	치료사가	‘나는	가능한	한	(많이)	이	사람과	함

께하기를	원한다.	나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들어	보기를	원한다.	나는	이	관계가	진정한	관

계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치

료사에게	적절한	목표라고	본다.	치료사가	‘나는	이	사람

이	이	신경증적인	행동을	이겨내기를	원한다.	나는	이	사

람이	이러이러한	식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한

다면,	나는	그것이	좋은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목표는	나	자신	속에,	나의	방식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일단	치료가	시작되면,	치료사의	또	다른	목표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사람과	진

정으로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있었

던	곳이나	이	사람이	앞으로	있게	될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	고객과	진정으로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치료는	치료사의	목표가	치료의	과정에	제한될	때에	가

장	효과적이다.

쉬운 해설| 	치료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	치료	결과에	집중

하기보다는	그	환자와	함께하는	치료	과정에	초점을	맞추

고	그것을	중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요약문의	빈

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효과적인	

–	과정’이다.

①	비용이	많이	드는	-	결과

②	비용이	많이	드는	-	기간

③	위험한	-	과정

⑤	효과적인	-	결과

구문 이해|  5행: I want this person to get over this 

neurotic behavior. 

 동사 want는 to부정사를 목적격보어로 취해 <want＋목

적어＋to부정사>의 형태로 ‘~이 …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10행: Once therapy is under way, another goal of 

the therapist is to question:

 접속사 once는 ‘일단 ~하게 되면’이라는 뜻의 부사절을 

이끈다. to question은 동사 is의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to부정사이다.

Words |  therapist[θérǝpist] 치료사, 치료 전문가    

suitable[súːtǝbl] 적절한, 알맞은   get over ~을 극복하다, 

회복하다   neurotic[nJuTrstik] 신경증에 걸린   such and 

such 이러이러한   stand in the way 방해가 되다   

therapy[θérǝpi] 치료, 요법   under way (계획 등이) 이미 시

작된, 진행 중에 있는

04  정답  ④

지문 요약|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므로 말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

바른 해석| 	Theodore	Reinking이라는	이름의	작가

가	1646년에	자신이	쓴	책으로	덴마크의	왕	Christian	

4세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기	때문에	처형을	당할	위기

에	처했다.	하지만	처형을	하는	대신에	Christian	왕
은	Reinking에게	 ‘그의	책을	먹는’	선택권을	주었다.	

Reinking은	책을	작은	조각들로	잘게	찢는	것을	선택하

여,	그것을	수프에	담가서,	우적우적	먹기	시작하여,	결

국	책을	몽땅	먹어	치웠다.	이렇게	해서,	그는	자기	자신

의	말을	먹고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는	그	사람만큼	그렇게	아주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

의	말은,	일단	우리의	입에서	나오면	영원한	기록의	일부

가	된다.	우리가	말하기로	선택한	말은	메아리가	되어	언

젠가는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쉬운 해설| 	주어진	문장을	통해	운이	좋은	한	남자(him)

가	나올	것을	알	수	있고,	그	남자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부분에	문장을	넣어야	한다는	것을	유

추할	수	있다.	따라서	Reinking이	자신이	쓴	책을	먹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문장과	우리는	한	번	입에서	말

을	뱉고	난	후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문장	사이인	

④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이해|  2행: An author [by the name of Theodore 

Reinking] faced execution in 1646 / because he 

had offended King Christian IV of Denmark with a 

book [he had written]. 

 by the name of는 ‘~라는 이름의’라는 뜻이고, 과거의 

특정한 시점보다 이전의 동작과 사건을 나타낼 때는 <had 

p.p.> 형태의 과거완료를 쓴다. 책이 집필되고, 덴마크의 왕이 

기분이 상한 것은 작가가 처형 위기에 처한 것보다 이전에 일

어난 일이므로 과거완료시제로 쓴다.

13행: The echo of the words [that we’ve chosen to 

speak] will come back to us some day.

 The echo ~ speak가 주어 부분이며 will come이 동사

이다. that ~ speak는 the words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절이다.

Words |  execution[èksikjúːʃTn] 처형, 사형 집행    

offend[ǝfénd] 기분을 상하게 하다   option[spʃTn] 선택, 선

택권   shred[ʃred] (가늘고 작은) 조각; 갈기갈기 찢다    

soak[souk] (액체 속에) 담그다, 적시다   munch[mʌntʃ] 아

삭아삭〔우적우적〕 먹다   devour[diváuǝR] 게걸스레 먹다    

eternal[itrːRnl] 영원한; 불변의

STEP1
주어진 문장의 의미를 파

악하고, 단서가 되는 어

구에 주목한다.

주어진 문장은 글의 흐름

이 전환되는 내용인 경

우가 많으므로 제시된 

지시어(him), 접속부사

(however)에 주목하면 

문장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STEP2
단락의 전개 방식과 각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한다.

원인과 결과, 중심 개념

과 예시, 주장과 반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

술 등과 같은 글의 논리

적 흐름을 파악하고 논

리적 비약이 있는 곳

을 찾는다. ④를 기점으

로 Reinking의 일화에

서 우리의 이야기로 전환 

된다.

유형 Solution
주어진 문장 넣기

therapy의 유의어

 • treatment  

n. 치료, 관리

 • medicine n. 약, 의학

 • medication  

n. 약물, 약물 치료

 • cure  

n. 치료, 치유 v. 고치다

 • remedy n. 치료, 요법 

v. 치료하다 

어휘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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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한다’라는 뜻이다. William ~ Hare와 the ~ murderers는 

동격 관계이다.

Words |  miniature[míniǝtʃǝR] 소형의   coffin[kcːfin] 관   

slate[sleit] 석판, 점판암   tier[tiǝR] 단, 줄    

solitary[sslǝtèri] 혼자의, 단독의   

custom-made[kvstǝmmeid] 주문 제작한, 맞춤의   

deteriorate[ditíTriǝrèit] 악화시키다, 나쁘게 하다  

charm[tʃɑːRm] 부적   notorious[noutcːriǝs] 악명 높은

06  정답  ②

지문 요약|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바른 해석| 	변화는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상황을	전보다	

더	나쁘게	할	것이다.	변화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사람들,	흔히	사업가

로	지칭되는	사람들은	변화를	기회라는	관점에서	인식하

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변화)의	측면이	안도가	된

다고(→	불안하다고)	깨닫는다.	아무리	정부에서	우리를	

전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후자의	범주에	들어맞는다.	그들에게	변화는	종종	혼돈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질서’를	찾는	것의	한	가지	중

요한	측면은	변화를	기회보다는	대가의	측면에서	보는	사

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다.	

쉬운 해설| 	글의	흐름상	사업가로	지칭되는	사람들은	변

화를	기회로	인식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변화를	혼돈과	

같이	‘불안하게	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해야	자연스럽다.	

따라서	②의	 ‘relieved(안도하는)’를	 ‘unsettling(불안하

게	만드는)’으로	바꿔야	한다.	

구문 이해|  6행: [No matter how much governments 

would like us to be the former, ~. 

 <no matter how＋형용사/부사>는 <however＋형용사/

부사>로 바꿔 쓸 수 있으며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의 ‘양보’

의 뜻을 나타낸다.

10행: One major facet of the search for Order is 

to make change acceptable for those [who tend to 

see it / in terms of costs rather than opportunities].

 문장의 주어는 One major facet이며 동사는 is이다. to 

make는 문장의 보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make＋목적어＋목적격보어(형용사)>는 ‘(목적어)를 ~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who 이하는 관계대명사절로 선

행사 those를 수식한다. those who는 ‘~하는 사람들’이라

는 뜻이다.

Words |  worse off 상황이 더 나쁜   alter[cːltǝR] 바꾸다, 

고치다   denote[dinóut] 나타내다, 의미하다    

entrepreneur[SːntrǝprǝnrːR] 사업가, 기업가    

opportunity[SpǝRtJúːnǝti] 기회   facet[fǽsit] 측면, 양상    

acceptable[ækséptǝbl] 받아들일 수 있는

05  정답  ①

지문 요약|  1836년에 발견된 목각 인형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직도 알아내지 못했다.

바른 해석| 	1836년에	Arthur’s	Seat에서	토끼	사냥을	

하던	다섯	명의	어린	소년들이	동굴	속에	감춰진	17개의	

축소	모형	관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3단으로	이루어진	석

판	아래에	정렬되어	있었는데,	꼭대기에는	따로	한	개의	

관이	있는	채로	여덟	개의	관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단이	

있었다.	각각의	관은	길이가	겨우	4인치였으며	그	안에는	

능숙하게	조각된,	검은색으로	칠해진	부츠와	주문	제작

한	맞춤옷을	입고	있는	아주	작은	나무	조각상이	들어	있

었다.	맨	아래에	있는	단에	있는	관들이	그곳에	가장	오래	

있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위에	놓인	

것들보다	더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그것

들이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	아무도	확실하

게	알지	못한다.	마녀들의	저주	인형이라는	설에서부터	

선원들이	갖고	다녔던	행운의	부적이라는	설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며,	어떤	의견은	심지어	그것

들이	악명	높은	에든버러의	살인자인	William	Burke와	

William	Hare의	희생자들일	거라는	설도	있다.	그것들

은	개인	소장품으로	보관되어	오다가,	1901년에	에든버

러에	있는	스코틀랜드	박물관에	기증되었다.	현재는	그것

들	중	여덟	개만이	남아서	대중들에게	전시되고	있다.

쉬운 해설| 	(A)	주어인	Each	coffin에	이어지는	동사가	

와야	하므로	contained를	써야	한다.	contained는	앞

서	나온	동사	was와	and로	연결되어	병렬구조를	이룬다.

(B)	represent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말이	필요하

므로	what을	써야	한다.	that을	쓰려면	뒤에	완전한	절

이	와야	한다.

(C)	1901년이라는	때를	나타내면서	두	문장을	연결하는	

관계부사	when을	써야	한다.	then을	쓰려면	and	then
으로	써야	한다.

구문 이해|  1행: In 1836, five young boys [hunting 

rabbits on Arthur’s Seat] found seventeen miniature 

coffins [hidden inside a cave]. 

 현재분사 hunting이 이끄는 구는 five young boys를 

수식하면서 five young boys와 능동 관계를 이루고 있고, 

과거분사 hidden이 이끄는 구는 seventeen miniature 

coffins를 수식하면서 seventeen miniature coffins와 수

동 관계를 이루고 있다.

13행: Suggestions have ranged from witches’ 

voodoo dolls to good-luck charms [carried by 

sailors], / and one theory even has it that they are 

supposed to be the victims of [William Burke and 

William Hare], [the notorious Edinburgh murderers].

 <range from A to B>는 ‘(범위가) A에서 B까지 이르다’라

는 뜻이며, carried by sailors는 앞의 good-luck charms

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have it that ~>은 ‘~이라고 

no matter how 

= however
복합관계부사 however
는 ‘양보ʼ의 부사절을 이

끌며 no matter how로 

바꿔 쓸 수 있다. 

No matter how she 

found out, I’m upset 

that my secret got 

out.
=  H o w e v e r  s h e 

found out, I’m upset 

that my secret got 

out. 
(그녀가 어떻게 알았든지 

간에, 나는 나의 비밀이 

알려진 것에 대해 화가 

난다.)

어법
Review

스코틀랜드 박물관의 목

각 인형들에 관한 미스 

터리

전시되어 있는 어떤 인형

들은 팔이 달려 있고 어

떤 인형들은 관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팔을 제거

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이 인형들이 본래부터 매

장되기 위해 제작된 것

이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

한다. 이 인형들이 1790
년대에 제작된 나무 장난

감 병정을 변형시킨 것

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배경 지식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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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회 27

약점유형 Board ⑤	인식할	수	있는

구문 이해|  17행: [A naturally occurring group of 

people [that tend to think flexibly about their  

surroundings and be creative]] are those with  

dyslexia.

 A naturally ~ creative가 문장의 주어이며 are가 동사

이다. that ~ creative는 A naturally ~ people을 수식하

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to think와 be는 병렬구조를 이루

고 있으며, those는 앞에 나온 the people을 대신한다.

Words |  adherence[ædhíTrǝns] (~에 대한) 고수, 집착(to)    

mindset[maindsEt] (바꾸기 힘든) 사고방식, 태도    

mindfulness[máindfǝlnis] 유념함, 염두에 둠, 주의 깊음     

participant[pɑːRtísǝpǝnt] 참가자   imply[implái] 넌지시 나

타내다, 암시하다   experimenter[ikspérǝmEntǝR] 실험자    

perception[pǝRsépʃTn] 지각, 인지   

take ~ for granted ~을 당연하다고 여기다   

regardless of ~에 상관없이 

07~08  정답  07. ⑤    08. ④

지문 요약|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바른 해석| 	고정된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창의력을	

방해할	수	있듯이,	자신의	환경에	대해	유연하게	생각하

려고	유념하는	태도나	그런	방식을	찾는	것이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시험해	보기	위한	1987
년의	한	연구에서	Langer와	Piper는	그들의	실험	참가

자	모두에게	일련의	물건들을	제시했다.	그들은	연구	참

가자	중	절반의	사람들에게	각	물건이	한	가지	용도를	갖

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이	고무	조각은	개들이	씹

으면서	갖고	노는	장난감입니다.”라고	말했다.	나머지	절

반의	참가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이	고무	조각은	개

들이	씹으면서	갖고	노는	장난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와	같이	그들은	이	똑같은	물건들이	다른	용도도	가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실험자들은	물건들을	제시한	후에	지

우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연구가	계속	

진행될	수	없을	거라고	표현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두	

번째	집단의	사람들만이	고무	조각을	지우개로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냈다.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유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창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집단의	사

람들은	난독증을	지닌	사람들이다.	난독증은	인지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일으킨다.	따라서	난독증을	지닌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환경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없다.	Piper
와	Langer가	난독증을	지닌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여	자신들의	연구를	반복했을	때,	실험자에	의

해서	물건들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난독증

을	지닌	학생들이	난독증이	없는	집단보다	더	창의적인	

반응을	제공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

(난독증을	지닌	학생들)에게	세상은	불분명한	상태로	남

아	있다.

쉬운 해설| 	07	실험에서	물건의	용도를	유연하게	제시했

을	때	사람들의	창의력이	좋아졌으며	자신의	환경을	당연

시할	수	없는	난독증의	사람들이	물건의	용도를	더	창의

적으로	제시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⑤	‘창의력은	유연한	

사고로부터	나온다’가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창의력은	지식에	기반을	둔다

②	창의력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극복하라

③	우리는	창의력의	시대에	살고	있다

④	미래의	성공을	위해	창의력이	중요하다

08	난독증을	지닌	사람들은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없으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④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①	길들여진

②	특별한

③	익숙한

STEP1
문제를 먼저 읽고, 글에

서 파악해야 할 것을 찾

는다.

지문의 제목과 빈칸에 들

어갈 말을 찾는 문제이므

로 글의 중심 내용을 파

악한 후 빈칸을 중심으로 

글을 읽는다. ‘유연하게 

사고하는 것이 창의력을 

증진시킨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중심 내용으로 

글에 어울리는 제목을 찾

는다.



STEP2
문단별로 핵심 내용을 정

리해 본다.

첫 번째 문단은 유연하

게 생각하는 것이 창의력

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뒷

받침하는 실험 내용이고, 

두 번째 문단은 그중 특

히 난독증을 지닌 사람들

이 환경을 더 유연하게 

생각해서 창의적이라는 

내용이다. 여기서 난독증

을 지닌 사람들은 인지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세상

이 ‘불분명한’ 상태로 남

아 있음을 파악할 수 있

다.

유형 Solution
장문

dyslexia(난독증)

난독증은 독서 장애라고

도 불리며 문자를 읽는 

데 어려움이 있는 증세를 

말한다. 지능, 시각, 청각

이 모두 정상인데도 읽고 

말하고 철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정확성이나 유

연성에 장애가 있는 학습 

장애이다.

배경 지식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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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01  정답  ④

지문 요약|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에 대

처하는 데 유용하다.

바른 해석| 	신기원을	이룬	 ‘종의	기원’을	출판하고	 13년	

후인	1872년에	찰스	다윈은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이

라는	자신의	책에서	“우리는	왜	감정을	갖는가?”라는	해

묵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

을	다루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다윈은	추정했다.	다윈	이후로	한	세기하고	반

이	지난	후에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는	많은	과학적	증

거가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려움을	경험할	

때,	혈액이	큰	근육으로	급히	보내져서	도망치거나	싸우

는	것이	더	쉬워지게	된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심

장박동	수를	증가시키고	얼굴과	위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

름을	억제하며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해서	혈액을	가장	많

이	필요로	하는	곳인	팔과	다리로	혈액이	흐르게	된다.	더	

잘	보기	위해서	우리의	동공이	확대되고,	반사	행동이	고

도로	민감해지며,	혈당이	상승한다.	가령,	곰의	공격을	받

게	된다면	이러한	모든	반응들은	유용할	것이다.

쉬운 해설| 	두려운	감정을	느낄	때	다른	곳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줄이고	몸의	큰	근육에	혈액	공급을	늘리고,	동공

을	확장시키고,	반사	행동을	민첩하게	하며	혈당을	상승

시켜	도망치거나	싸우는	데	적합한	몸	상태를	만드는	것

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글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는	④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을	다루는’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정신적	이익을	제공하는

②	사람들의	차이점을	구분하게	해	주는

③	우리가	신속한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⑤	부정적인	감정적	경험에	대응하는

구문 이해|  10행: ~ [blood rushes to our large 

muscles], [making it easier to run away or to fight].

 blood ~ muscles가 주절이며 making ~ fight는 분사

구문이다. 현재분사 making의 의미상 주어는 주절의 주어인 

blood이며, making은 and blood makes의 뜻이다. 분사

구문의 it은 가목적어이고, to run 이하는 진목적어이다.

Words |  groundbreaking[gráundbrèikiŋ] 신기원을 이룬, 

획기적인, 혁신적인   surmise[sǝRmáiz] 추측하다, 추정하다    

put forth ~을 내밀다, 발표하다   large muscle 큰 근육, 대근   

adrenaline[ǝdrénTlin] 아드레날린(부신 호르몬의 하나)    

constrict[kǝnstríkt] 수축시키다   pupil[pjúːpil] 동공, 눈동자   

dilate[dailéit] 확장시키다   reflex[ríːfleks] 반사 운동, 반사 

작용   hypersensitive[hàipǝRsénsətiv] 과민한, 민감한    

blood sugar 혈당   counteract[kàuntǝrǽkt] 대응하다

02  정답  ⑤

지문 요약|  peculiar의 어원과 의미의 변화

바른 해석| 	‘peculiar’는	라틴어	 ‘pecu’에서	왔는데,	 ‘소’

라는	말이다.	소는	사유재산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

산’를	의미하는	 ‘peculium’이라는	파생어가	생겨났다.	

(C)	이것과	관련된	형용사는	‘peculiaris’이며	‘사유재산

과	관련된’을	의미했다.	그래서	‘peculiar’는	어떤	사람의	

사유재산,	즉	어떤	사람에게	속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속

하지	않는	물건들을	가리키게	되었다.	(B)	소유물과	같은	

물질들을	가리키는	것으로부터	‘peculiar’는	곧	그	사람

이나	집단에게	고유하거나	‘독특한’	더	추상적인	특성이나	

특징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A)	그리고	한	사람을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켜	주는	것은	대개	이상한	것으로	

매도되므로,	‘peculiar’는	결국	완전히	이상한	것을	의미

하게	되었다.

쉬운 해설| 	‘소,	재산’이라는	뜻의	라틴어	어원을	지닌	

‘	peculiar’에	대해	설명한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	말의	

형용사형을	제시한	(C)가	온다.	이어서	이처럼	소유물을	

구분하던	의미가	추상적인	특징에도	적용되면서,	‘독특한’

이라는	뜻으로	발전했다는	내용의	(B)가	온다.	여기서	더	

나아가	결국	‘이상한’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내용의	

(A)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이해|  5행: And since anything [that distinguishes 

one person from the rest of humanity] usually 

becomes stigmatized as strangeness, “peculiar” 

eventually came to mean downright odd.

 since ~는 ‘~이므로’라는 뜻의 부사절이다. 주격 관계대

명사 that이 이끄는 관계대명사절 that ~ humanity가 부사

절의 주어 anything을 수식한다. <come to＋동사원형>은 

‘~하게 되다’라는 뜻이다.

14행: The adjective [related to this] was peculiaris, 

which meant “relating to private property.” 

 과거분사구 related to this가 문장의 주어인 The 

adjective를 수식한다.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는 계속적 용

법으로 쓰였으며 and it 으로 바꿔 쓸 수 있다. 

Words |  peculiar[pikjúːljǝR] 이상한, 특유한; 고유의    

arise[əráiz] 생기다, 발생하다   derivative[dirívǝtiv] 파생어   

property[prspǝRti] 재산   distinguish[distíŋgwiʃ] 구별하다    

humanity[Hjuːmǽnǝti] 인간, 인류    

downright[dáunràit] 완전히, 철저하게    

designate[dézignèit] 가리키다, 지적하다, 지명하다

STEP1
전반부에서 글의 소재, 

주제, 전개 방향 등을 예

측한다. 

인간이 감정을 느끼게 되

는 이유에 대해 쓴 글이다.



STEP2
핵심 어구를 파악하고 정

답 추론의 근거를 모은다. 

making it easier to 

run away or to fight 
/ where it’s needed 

most / see better, 

our reflexes become 

hypersensitive / All 

of these responses 

would be useful


STEP3
단서들을 종합하여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선택지

를 고른다.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은 

감정으로 인한 신체의 반

응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④가 가장 부

합하는 선택지이다.

유형 Solution
빈칸 추론

‘ peculiar’의 다양한 뜻

1. 이상한〔기이한〕

There was something 

peculiar in the way 

he smiled.

(그가 웃는 태도에 뭔가 이

상한 데가 있었다.)

2. (~에) 특유한〔고유한/

독특한〕

H e  h a s  h i s  o w n 

peculiar style which 

you’ll soon get used 

to.

(그는 그 나름대로 독특

한 스타일이 있는데 당신

도 곧 익숙해질 거예요.)

어휘
Review

01 ④ 02 ⑤ 03 ② 04 ②

05 ⑤ 06 ① 07 ② 08 ④ 

07회
본문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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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유형 Board 04  정답  ②

지문 요약|  스키 용어 모굴(mogul)의 뜻과 어원

바른 해석| 	스키장에	있는	모굴(mogul)은	대개	한	스키

어(스키	타는	사람)가	회전을	하면서	자신의	스키로	눈에	

파인	자국을	만들면서	동시에	비탈	아래쪽으로	약간의	눈	

무더기를	세울	때	형성되는	눈	언덕이다.	때로	스키어가	

부딪치지	않고	길을	찾아	나가는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

해서	슬로프	맨	아래쪽까지	일련의	무더기들이	있는	모

굴	비탈	코스가	일부러	만들어지기도	한다.	(토우	리프트

나	곤돌라가	있는	스키장에서	스키어들은	리프트를	타고	

슬로프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내린	다음	스키를	타고	내

려오는데,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다.)	이렇게	사용되는	

모굴이란	단어는	인도	아(亞)대륙의	많은	지역을	지배했

던	무굴	제국과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곳에서는	

알파인	스키가	그리	많이	행해지지도	않는다!	대신에,	모

굴은	‘작은	언덕’	혹은	‘무더기’를	의미하는	오스트리아	단

어	‘mugel’이	변형된	말이다.	그것은	20세기	중반에	대

중들이	사용하는	영어	속으로	들어왔다.

쉬운 해설| 	스키장의	모굴과	모굴이라는	말의	어원에	대

해	설명한	글이다.	따라서	스키어들이	토우	리프트나	곤

돌라를	타고	올라가서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온다는	

내용의	②는	전체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구문 이해|  1행: A mogul on a ski slope is a mound 

of snow [usually caused [when a skier makes a 

turn and carves an indentation into the snow with 

his skis / while simultaneously plowing the snow 

downhill slightly into a pile]].

 usually ~ pile은 a mound of snow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구이다. when ~ pile은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며 동사 

makes와 carves가 when절 안에서 병렬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while -ing>는 ‘~하면서’라는 뜻이다.

Words |  mogul[móugǝl] 모굴(스키 탈 때 점프해서 넘을 수 

있도록 높게 다져 놓은 눈 더미)   mound[maund] 무더기; 언덕

indentation[ìndentéiʃTn] 자국, 움푹한 곳   plow[plau] ~에 

이랑을 세우다, 갈다; 쟁기   run[rʌn] (스키) 비탈 코스    

fashion[fǽʃTn] ~을 만들다   navigate[nǽvǝgèit] 길〔방향〕

을 찾다   disembark[dìsembsːRk] 내리다    

subcontinent[sʌbksntTnǝnt] 아(亞)대륙    

corruption[kǝrvpʃTn] (어구의) 변형; 부패

03  정답  ②

지문 요약|  법적 제재는 그 처벌이 신속하고 확실할 때 가장 

큰 억제 효과를 지닌다.

바른 해석| 	많은	사회과학	연구들은	아픔,	고통,	혹은	자

유	박탈의	위협이	잠재적	범죄자들을	억제하는	효과에	대

해	의문을	제기했다.	억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혹은	그

것이	어느	정도까지	작용하는지에	대해	논쟁을	하지	않고

서도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형사	제재의	엄격함과	

그러한	제재의	효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합의에	근접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상관관계가	거의	없

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	가장	큰	상관관계는	제재의	엄

격함과	그것의	억제	효과	사이가	아니라	제재의	확실성과	

신속성,	그리고	그것의	억제	효과	사이의	상관관계이다.	

이것은	범죄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	고통,	혹은	자유의	박

탈이	가해지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제도가	얼마나	빠르

고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을	

시사한다.

	법적	제재의	위협은	처벌이	신속하고	확실할	때	가장	

큰	억제	효과를	지닌다.

쉬운 해설| 	범죄에	대한	처벌은	엄격함보다는	그	처벌이	

신속하고	확실할	때	범죄를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요약문의	빈칸	(A),	(B)에
는	②	‘억제하는	–	신속한’이	가장	적절하다.

①	억제하는	-	가혹한

③	통합하는	-	신속한

④	처벌을	위한	-	가혹한

⑤	처벌을	위한	-	합리적인

구문 이해|  1행: Many social scientific studies have 

called into question [the efficacy of threats of 

[pain, suffering, or the deprivation of liberty] in  

deterring potential offenders].

 <call ~ into question>은 ‘~에 의문을 제기하다’라는 뜻

인데 the efficacy 이하가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목적

어가 길기 때문에 into question을 먼저 쓰고 그 뒤에 썼다. 

pain ~ liberty는 바로 앞의 of의 목적어이다. <in -ing>는 

‘~하는 데 있어서’라는 뜻이다.

Words |  efficacy[éfikǝsi] 효력, 효능    

deprivation[dèprǝvéiʃTn] 박탈   deter[ditrːR] 단념시키다, 

막다, 방지〔방해〕하다   offender[ǝféndǝR] 범죄자, 위반자    

deterrence[ditrːrǝns] 저지, 제지, 억제    

severity[sǝvérǝti] 엄격, 격렬   sanction[sǽŋkʃTn] 제재    

correlation[kɔ̀ːrəléiʃTn] 상관관계    

deterrent[ditrːrǝnt] 단념하게 하는, 억제하는; 제지하는 것    

immediacy[imíːdiǝsi] 신속성, 직접성    

bring ~ to account ~에게 책임을 묻다   swift[swift] 신속

한, 재빠른   integrative[íntǝgrèitiv] 통합하는    

punitive[pjúːnǝtiv] 처벌을 위한, 가혹한

STEP1
글의 도입부를 통해 글의 

소재나 주제를 예측해 본다. 

첫 번째 문장을 통해 법

적 제재의 범죄 억제 효

과에 대한 글임을 알 수 

있다.



STEP2
글에 제시된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 본다. 

법적 제재와 그 효과 사

이의 상관관계가 없다. 

제재와 확실성과 신속성

이 억제와 상관이 있다.



STEP3
요약문에 선택지를 넣어 

확인해 본다.

법적 제재는 처벌이 신속

하고 확실할 때에 가장 

큰 억제 효력을 지닌다는 

요약문을 완성한다.

유형 Solution
요약문 완성

Mogul Empire 

(무굴 제국)

무굴 제국은 16세기 초

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오늘날의 인도 북부와 파

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한 이

슬람 왕조이다.

무굴 제국의 등장으로 이

슬람교는 인도 사회에 깊

이 파고들어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문

화를 만들었다. 특히 타

지마할은 이슬람 사원의 

양식에 연꽃무늬를 비롯

한 인도 고유의 문화를 

잘 조화시킨 것으로 평가

되며, 인도·이슬람 문화

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무굴 제국의 건

축물이다. 

배경 지식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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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유형 Board 06  정답  ①

지문 요약|  대학에서 전공과 학교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색깔을 사용하고 있다.

바른 해석| 	다른	색으로	된	졸업	가운의	주름	장식으로	학

문	전공을	시각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다양한	색을	사용

하는	것은	식별용	색깔로	간주될	수	있다.	20세기	초에	

서양의	교육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이래로	많은	대학들이	

가운의	기본	색깔로	일률적으로	검은색을	사용했으며,	주

름	장식은	학문	전공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이었다.	그	색

깔에는	공학	전공을	나타내는	주황색,	교육	전공을	나타

내는	밝은	청색,	인문학을	나타내는	흰색	등이	포함된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어떤	대학들은	검은색을	그	대학

을	상징하는	색(예를	들어,	연세대학교를	나타내는	청색

과	고려대학교를	나타내는	붉은색)으로	대체했다.	이것은	

색의	사용을	통해서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대학들의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

쉬운 해설| 	(A)	학문	전공에	따라	졸업	가운	주름	장식의	색

깔을	다르게	하여	전공을	구별하는	것이므로	‘differentiate
(구별하다)’를	써야	한다.	(standardize:	표준화하다)

(B)	글의	흐름상	여러	대학들이	동일하게	졸업	가운의	색

깔은	검은색으로	했다고	해야	하므로	‘uniformly(일률적

으로)’를	써야	한다.	(diversely:	다양하게)

(C)	대학들이	일률적으로	검은색이었던	가운의	색깔을	자

기	대학을	상징하는	색깔로	바꾸는	것은	대학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emphasize(강조하다)’를	써야	

한다.	(minimize:	최소화하다)

구문 이해|  1행: The use of varying colors [to visually 

differentiate academic majors with the different  

colored hoods of graduation gowns] can be  

considered as identifying colors.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 to visually differentiate 

~ gowns가 주어인 The use of varying colors를 수식한

다. <be considered as ~>는 ‘~로 간주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12행: However, in recent years, certain universities 

have replaced black with the color [that represents 

the university] ~.

 <replace A with B>는 ‘A를 B로 대체하다’라는 뜻이

다. that ~ university는 주격 관계대명사절로 선행사 the 

color를 수식한다.

Words |  varying[vkTriiŋ] 가지각색의; 변화하는    

differentiate[dìfǝrénʃièit] 구별하다, 구분 짓다    

major[méidʒTr] 전공   hood[hud] (대학 예복 등의) 주름 장

식; 두건   uniformly[ júːnəfɔ̀ːRmli]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liberal arts 인문학, 교양 과목    

replace[ripléis] 대체하다, 바꾸다    

represent[rèprizént] 상징하다; 대표하다    

identity[aidéntəti] 정체성

05  정답  ⑤

지문 요약|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해 온 장미

바른 해석| 	고대	시대	이래로	장미는	치료,	화장품과	영성

에서	중요한	기능을	해	왔다.	장미는	가장	위엄	있는	여신

들	중	일부인	아프로디테,	키벨레	그리고	유노와	관련되

었다.	수피교의	시인들은	가장	높은	영적인	이상을	나타

내는	데	장미를	사용했다.	중세	유럽에서	장미는	매우	강

력한	것으로	여겨져서	감히	꽃송이를	따기	전에	지구로부

터	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장미를	제멋대로	혹

은	부주의하게	따지	않았으며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땄

다.	실로	장미는	자신을	쉽사리	내주지	않는다.	장미과의	

식물들은	시각적	아름다움,	천상의	향기,	‘그리고’	가시로	

특징지어진다.	공들여서	모든	가시를	제거한,	꽃집의	장

미만을	받아본	사람들은	장미의	온전한	힘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다.

쉬운 해설| 	⑤의	has는	주어가	Those로	복수이므로	

have로	고쳐	써야	한다.

①	문맥상	‘~와	관련되다’라는	뜻이	되어야	하므로	과거분

사	associated를	쓴	것은	적절하다.	현재분사	associating
을	쓰면	‘~와	교류하다,	어울리다’라는	뜻이	된다.

②	‘너무	~해서	그	결과	…한’이라는	뜻의	<so	~	that	...>	
구문이므로	that을	쓴	것은	적절하다.

③	<neither	A	nor	B>는	‘A도	B도	아닌’이라는	뜻으로	

양쪽을	둘	다	부정할	때	사용하는	구문이다.

④	재귀대명사	 themselves는	주어	 roses를	가리킨다.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을	나타내므로	재귀대명사를	

쓴	것은	적절하다.

구문 이해|  13행: Those [who have only received  

florists’ roses, [all thorns carefully removed] ], have 

not experienced the full power of a rose.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이 주어 

Those를 수식하며 동사는 have experienced이다. all ~ 

removed는 앞서 나온 florists’ roses를 수식한다. 

Words |  spirituality[spìritʃuǽlǝti] 영성, 정신성    

divinity[divínǝti] 신, 신성   Sufi[súːfi] 수피교도(이슬람교의 

신비주의자)의   dare to 감히 ~하다   pluck[plʌk] (꽃, 과일 

등을) 따다, 꺾다   blossom[blssǝm] 꽃    

haphazardly[hmphǽzǝRdli] 무턱대고, 되는대로    

fragrance[fréigrǝns] 향기, 향   thorn[θɔːRn] (식물의) 가시    

florist[flcːrist] 꽃집, 꽃집 주인

상관접속사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 either A or B 
: A 혹은 B  

(둘 중 하나)

  I think he is either 

Chinese or Korean.

  (내 생각에 그는 중국인 

아니면 한국인이다.)

 • neither A nor B 

: A도 B도 아닌  

(둘 다 부정)

  Jane’s room was 

ne i ther b ig nor 

small.
  (Jane의 방은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

어법
Review

미국 대학 전공별 색

각 학문 분야별 상징 색

은 학위 가운의 주름 장

식 색으로 쓰이기도 한다.

인문학 - 흰색

경영학 - 갈색

치의학 - 연보라색

경제학 - 구리색

교육학 - 연한 청색

공학 - 주황색

법학 - 자주색

의학 - 녹색

간호학 - 살구색

약학 - 올리브색

철학 - 감색

자연과학 - 금빛노란색

수의학 - 회색

배경 지식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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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유형 Board 보내다’라는 뜻이다.

17행:  Modern cars have very effective heating 

and ventilation systems [that allow you to keep a 

comfortable temperature in the car whatever the 

weather], so there’s no need to wear heavy coats or 

sweaters.

 주격 관계대명사절 that ~ weather가 very effective 

heating and ventilation systems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allow＋목적어＋to＋동사원형>은 ‘~가 …하게 허락하다〔가

능하게 하다〕’의 의미로 쓰인다. 

Words |  concentration[kSnsəntréiʃTn] 집중력    

under the weather 몸 상태가 좋지 않아    

instructor[instrvktǝR] 강사, 교사    

adequate[ǽdikwǝt] 적절한, 적당한   

ventilation[vèntTléiʃTn] 환기    

tight-fitting[táitfítiŋ] (옷 등이) 몸에 꼭 맞는〔끼는〕    

restrict[ristríkt] 제한하다   ridged[ridʒid] 물체나 지역의 표

면에 이랑(골)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sole[soul] (신발의) 바닥, 밑창   trainer[tréinǝR] 운동화; 교육

하는 사람, 트레이너

07~08  정답  07. ②    08. ④

지문 요약|  운전 교습 전에 적절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른 해석| 	운전을	배우는	것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초기	단계에서	그렇다.	운전	교습	전에	화장실을	다

녀와라.	교습	전에	긴장을	풀면서	얼마	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을	모으

고	운전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걱정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여러분의	집중력에	도

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서기	전에	논쟁을	피하려고	노

력하라.	논쟁은	여러분을	배우기에	좋지	않은	기분	상태

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단지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

끼는	것조차도	여러분의	기분과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만약	아프다면	교습을	받는	것은	아마도	보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습을)	취소해야	한다면	반드시	운전	강

사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도록	하라.	몸	상태가	좋

지	않다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흔한	감기조차도	여

러분의	집중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게	된

다면	놀랄	것이다.

현대의	자동차는	날씨에	상관없이	자동차	안의	온도를	쾌

적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매우	효과적인	난방과	환

기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두꺼운	코트나	스웨터를	입

을	필요가	없다.	대신	가볍고	편안한	옷을	입어야	한다.	

운전을	할	때	두껍거나	몸에	딱	붙는	것은	여러분의	주의

집중을	분산시키거나	몸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피하라.	운전하는	데는	보통	평평한	신발이	가장	좋다.	무

거운	부츠나	하이힐은	페달의	조작을	어렵게	만들	수	있

다.	일부	운동화의	홈들이	파인	신발의	밑창도	페달에	걸

려서	운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쉬운 해설| 	07	운전	교습을	받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쓴	글이므로	

②	‘운전	교습을	받을	준비를	하라’가	이	글의	제목으로	가

장	적절하다.

①	운전하기	전에	차를	점검하라

③	초보	운전자들의	흔한	실수

④	차를	살	때	고려해야	할	것들

⑤	여러분의	독립을	위해서	운전면허를	따라

08	운전을	배우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위해	기분이나	신

체의	준비가	필요하고	적당한	옷차림이	중요하다는	글이

므로	빈칸에는	④	‘세심한	주의’가	적절하다.

①	엄청난	스트레스	

②	건강진단

③	무한한	인내심

⑤	좋은	관계

구문 이해|  3행: Get ready ahead of time so that 

you can spend a few minutes relaxing before the  

lesson.

 <so that ~ can...>은 ‘…할 수 있도록’이라는 ‘목적’의 뜻

을 나타낸다. <spend＋시간＋-ing>는 ‘~을 하면서 (시간을) 

‘ instructor’의 유의어

 • teacher 교사, 선생

 • lecturer 강연자, 강사

 • coach 코치, 과외 교사

 • tutor 개인 교사, 가정

교사, 개별 지도 교수, 

조교

 • guide 안내자, 지도자

 • trainer 교관, 훈련시키

는 사람

 • educator 교육자, 교

사, 교육학자

 • mentor 멘토, 조언자, 

지도자

어휘
Review

STEP1
전체 글을 읽으면서 핵심 

내용이나 어구를 먼저 파

악한다.

Visit the toilet before 

your lessons. / Get 

r e a d y  ~ / Tr y  t o 

avoid ~ / You should 

not drive i f you’re 

not feeling well. / you 

should wear l ight, 

comfortable clothes 

등



STEP2
핵심 내용과 어구를 통해 

적절한 제목을 고른다.

운전을 처음 배울 때 해

야 할 일들에 대해 설명

하는 글이므로 이에 어울

리는 제목을 고른다.



STEP3
빈칸의 전후 내용을 살펴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부 

정보를 통해 빈칸을 추론

한다.

빈칸이 있는 문장은 글

의 맨 앞에서 글의 주제

를 설명하는 문장이므

로 빈칸에는 모든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표현인 

careful attention이 적

절하다.

유형 Solution
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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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01  정답  ③

지문 요약|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행동에도 영향을 주

는 가격

바른 해석| 	가격은	그저	돈을	넘겨주는	방법만은	아니다.	

그것의	주요	역할은	자원과	그것의	결과로	인한	제품의	

사용에	있어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다.	가격은	소비자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	역시	인

도한다.	모든	것이	이야기되고	행해질	때	생산자는	아마

도	수백만	명의	서로	다른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업자가	알고	있는	모

든	것은	어떤	특징들을	결합해서	자동차를	생산할	때	그

들은	생산	비용을	감당하고	이윤을	남기는	가격으로	그	

차들을	팔	수	있지만,	다른	특징들을	결합해서	자동차를	

제조하면	이것들은	마찬가지로	팔리지	않는다.	팔리지	않

은	자동차들을	처리하기	위해	판매자는	비록	그것이	손실

을	입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중개인의	부지에서	그것들이	

떠나게	하는	데	필요한	수준까지	가격을	낮춰야	한다.

쉬운 해설| 	자동차	제조업자가	어떤	특징들을	결합해서	

자동차를	생산할	때	생산	비용을	만회하고	이윤을	남기는	

가격으로	차들을	팔	수	있지만,	다른	특징들을	결합해서	

자동차를	제조하면	마찬가지로	팔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팔리지	않은	자동차들을	처리하기	위해	판매자는	다른	가

격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	가

장	적절한	것은	③	‘자원과	그것의	결과로	인한	제품의	사

용에	있어서	행동에	영향을	주다’이다.

①	서비스가	자체의	수명에서의	서로	다른	단계를	거쳐	

나가면서	기능하다

②	무엇을	언제	생산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안내자로	

도움이	되다

④	전반적인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	분야에	자원을	

할당하다

⑤	제품이	정확히	어떻게	제조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

하다

구문 이해|  2행: Their primary role is [to provide 

incentives [to affect behavior in the use of 

resources and their resulting products]]. 

 to부정사구 to provide 이하는 문장의 보어로 쓰였고, to 

affect 이하는 incentives를 수식하고 있다.

7행: All [that automobile manufacturers, for 

example, know] is [that when they produce cars 

with a certain combination of features they can sell 

those cars for a price that covers their production 

costs and leaves them a profit, but when they  

manufacture cars with a different combination of 

features, these don’t sell as well]. 

 문장 전체의 주어는 All이고 동사는 is, that 이하는 주격

보어이다. is 뒤의 that절에서는 but을 기준으로 when they 

produce ~ a profit과 when they manufacture ~ 

don’t sell as well이 병렬구조를 이룬다.

Words |  transfer[trænsfrːR] 옮기다, 양도하다    

incentive[inséntiv] 자극, 유인   feature[fíːtʃǝR] 특징, 특색   

get rid of ~을 처리하다, 없애다   dealer[díːlǝR] 중개인    

lot[lɑt] 부지, 구획 

02  정답  ②

지문 요약|  기후가 풍화작용에 미치는 영향

바른 해석| 	기후는	토양의	생성과	풍화에	매우	중요하다.	

추운	기후에서	계절적으로	반복되는	결빙은	높은	비율의	

물리적인	풍화를	일으킬	수	있다.	바위	속에서	물이	결빙

되고	녹음으로써	그것(바위)이	여러	조각으로	부서질	수	

있다.	(B)	이것은	바위와	우리가	포장도로를	위해	사용하

는	(콘크리트와	같은)	바위	같은	재료에	해당한다.	포장도

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된	사용으로	갈라질	수	있다.	

갈라진	틈	사이에	들어	있는	물이	얼고	팽창하여	포장도

로를	더욱	쪼개지게	한다.	(A)	이런	과정은	깨진	포장도로

가	제설차에	의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반복된다.	바위

를	헤치고	들어가는	식물	뿌리,	특히	나무뿌리는	유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C)	여러분의	주위에	성장한	나무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그것들의	뿌리가	보도를	뒤틀고	

있는	곳을	발견할	것이다.	명백하게	기후가	반복되는	동

결과	나무의	성장을	수반하지	않으면	그러한	물리적인	풍

화는	제한될	것이다.

쉬운 해설| 	주어진	글은	바위	속에	있는	물이	결빙되고	녹

아서	그	바위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질	수	있다고	기술하

고	있다.	(B)에서는	바위뿐만	아니라	포장도로에서도	동

일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다.	(A)에서는	식물	뿌

리,	특히	나무뿌리도	유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기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C)에서는	주변의	나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글을	맺는다.

구문 이해|  7행: Plant roots, especially those of trees, 

[wedging their way into rock] can have a similar 

effect. 

 현재분사구 wedging their way into rock은 주어인 

Plant roots를 수식한다.

13행: Water [caught in the cracks] freezes and 

expands, cracking the pavement further. 

 과거분사구 caught in the cracks는 주어인 Water를 

수식한다. 문장의 동사는 freezes와 expands이고, cracking 

이하는 분사구문으로 연속동작의 의미를 나타낸다.

Words |  weathering[wéðǝriŋ] 풍화   thaw[θɔː] 녹다

pavement[péivmǝnt] 포장도로   crack[kræk] 갈라지다, 금

수동의 의미를 갖는 능동

형 동사

외형상 능동형의 동사인

데도 수동의 의미를 나

타낼 때가 있다. 예를 들

어, sell(팔리다), read(읽

히다, (~라고) 써 있

다), t ranslate(번역되

다), handle(조작되다), 

lock(잠기다)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사이며 부사(구)를 

동반하거나 부정형으로 

쓰인다.

어법
Review

대명사 those
those는 앞서 말한 복

수명사의 반복을 피하

기 위해 쓰이는데 대개 

전치사구가 뒤에 온다. 

예를 들면, This year’s 

fashions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last year.(올해의 유

행은 작년의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문장에서 

those는 fashions를 대

신해서 쓰인 것이다.

어법
Review

01 ③ 02 ② 03 ② 04 ⑤

05 ② 06 ⑤ 07 ⑤ 08 ③ 

08회
본문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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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유형 Board Words |  in exchange for ~과 교환으로, ~대신에    

compensation[kSmpǝnséiʃTn] 보상   

abundant[ǝbvndǝnt] 풍부한   deposit[dipszit] (광물의) 매

장 층   disastrous[dizǽstrǝs] 피해가 막심한

04  정답  ⑤

지문 요약|  무지개를 통한 일기 예측

바른 해석| 	무지개가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날	더	이

상의	비가	없을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무지

개는	구름양이	흩어져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태양이	내리

는	빗속을	관통하게	되어	그것(무지개)을	구성하는	파장

들로	햇빛이	회절(回折)해서	형성된다.	무지개는	항상	태

양의	반대쪽에	있는	하늘,	즉	오전에는	서쪽	하늘	그리고	

오후에는	동쪽	하늘에서	생긴다.	농부들은	무지개가	하늘

의	어디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	

무지개가	폭풍우가	일어난	지역에서	빛난다면	그것은	비

가	더	올	것이라는	신호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대부

분의	폭풍우는	서쪽에서	생겨서	서쪽에	있는	무지개는	더	

예상되는	비	때문에	결코	상서로운	신호가	아닐지	모른

다.	하지만	동쪽에	있는	무지개는	건조한	날씨의	전조인

데,	왜냐하면	그것은	폭풍우를	가져온	저기압이	물러가기	

시작하면서	폭풍우가	있는	지역의	하늘에서	온	구름이	헤

쳐지기	시작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쉬운 해설| 	⑤의	바로	앞	문장에서	If	a	rainbow	shines	

in	an	area	~	signals	more	rain.이라고	기술한	후	⑤

의	바로	다음	문장에는	however가	있으면서	동쪽에	있

는	무지개가	나타내는	날씨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따

라서	for	example이	있으면서	서쪽에	무지개가	있을	때

의	날씨를	나타내는	주어진	문장은	⑤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또한	주어진	문장의	more	anticipated	rain
은	⑤의	바로	앞	문장의	more	rain과	연계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구문 이해|  7행: A rainbow is formed by the diffraction 

of sunlight into its component wavelengths as the 

cloud cover begins to dissipate, [permitting the sun 

to penetrate through falling rain]. 

 permitting 이하는 연속동작 의미의 분사구문을 나타낸다.

17행: A rainbow in the east, however, presages dry 

weather / because it means that clouds from the 

stormy region of the sky will begin to break up as 

the depression [that brought the storm] begins  

to move away. 

 because 이하는 ‘이유’의 부사절을 나타낸다. that ~ 

storm은 관계사절로 the depression을 수식한다.

Words |  auspicious[ɔːspíʃǝs] 길조의, 상서로운    

anticipated[æntísəpèitd]  예상되는    

diffraction[difrǽktʃTn]  (전파, 빛 등의) 회절   

component[kǝmpóunǝnt] 구성하고 있는    

이 가다; 갈라진 틈, 균열   buckle[bvkl] 구부리다, 뒤틀다    

sidewalk[sáidwCːk] (특히 포장된) 보도, 인도

03  정답  ②

지문 요약|  자원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

바른 해석| 	가격으로	조율되는	시장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꺼이	제공하는

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동안

에,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어떤	보상과의	교환

으로	기꺼이	제공할지	신호를	보낸다.	수요와	공급에	반

응하는	가격은	호주처럼	천연자원이	풍부한	곳에서	일본

처럼	천연자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게	한

다.	그것은	호주	사람들이	그런	자원에	대해	지불하는	것

보다	일본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기	때

문인데,	이런	더	높은	가격에는	발송비가	포함될	것이고,	

자원의	풍부함이	그것의	가격을	더	저렴하게	만드는	호주	

내에서	같은	자원을	파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남길	것이

다.	인도에서	거대한	보크사이트	매장	층의	발견은	미국

에서	알루미늄	야구	배트의	비용을	줄일	것이다.	아르헨

티나에서	밀	수확의	피해가	막심한	실패는	우크라이나에

서	농부들의	수입을	올려	줄	것인데,	그들은	이제	세계시

장에서	자기들의	밀에	대한	더	많은	수요와	그로	인한	더	

높은	가격을	발견할	것이다.

	한	국가에서	어떤	특정	자원의	가격은	다른	국가에서의	

그	자원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쉬운 해설| 	호주와	일본,	인도와	미국,	아르헨티나와	우

크라이나의	예를	들면서	어느	한	국가에서	특정한	자원

이	양이	많거나	적어짐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	그	자원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식으로	결정된다는	내

용의	글이므로,	빈칸	 (A)에는	 ‘	price(가격)’가,	 (B)에는	

‘	amount(양)’가	가장	적절하다.

①	가격	-	질

③	공급	-	수요

④	공급	-	양

⑤	평판	-	질

구문 이해|  1행: Price-coordinated markets enable 

people to signal to other people what they want 

and how much they are willing to offer for it, while 

other people signal what they are willing to supply 

in exchange for what compensation.

 and를 기준으로 what they want와 how much ~ for 

it이 병렬 관계를 이루고 있다.

5행: Prices [responding to supply and demand] 

cause natural resources to move from places 

where they are abundant, like Australia, to places 

where they are almost non-existent, like Japan. 

 분사구 responding to supply and demand가 주어인 

Prices를 수식하고, 동사는 cause이다.

That’s because
<That’s because ~>는 

‘그것은 ~ 때문이다’의

‘이유’의 의미로 해석

하고, 이와 비교되는 

<That’s why ~>는 ‘그

래서 ~이다’의 ‘결과’의 

의미로 해석한다.

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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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부정

‘모두〔언제나〕 ~하는 것

은 아니다’처럼 전체 중

에서 일부분만을 부정하

는 부분부정에는 두 가

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

는 <not＋(전체를 나타내

는) 대명사(all, every-,  

both)>의 형태이고, 다

른 하나는 <not＋부사

(always, necessarily, 

complete ly , qui te , 

exactly 등)>의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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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06  정답  ⑤

지문 요약|  포도주 사업에 방해가 되는 것들

바른 해석| 	포도주	양조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때	수익을	

낳는	데	훼방을	놓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첫째	어떤	종

류의	농업에든	본래부터	있는	환경적인	위험	요소가	있

다.	주기적인	경기	불황	역시	흔히	사치품으로	여겨지는	

것을	생산하는	산업에	위험을	제기한다.	생산	국가와	소

비	국가	간의	정치적인	문제	또한	생산	구역은	제한되어	

있지만,	소비자	무리에는	거의	제한이	없는	산업에	잠재

적인	위험을	제기할	수	있다.	포도주	판매와	관세	제도에	

대한	규정은	수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

비자	기호의	변하는	패턴은	포도주	소비를	바꿀	수	있거

나	금주	운동의	경우	그것을	거의	완전히	향상시킬(→	제

거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은	그	산업의	지형(地形)을	변

화시킨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위협)은	포도주를	거대

한	사업,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다국적	사업이	되도록	이

끌어	왔다.

쉬운 해설| 	소비자	기호의	변하는	패턴은	포도주	소비를	

바꿀	수	있거나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금주	운동의	경

우	그것을	거의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이	되

어야	하므로,	 improve를	eliminate(제거하다)와	같은	

단어로	고쳐야	한다.

구문 이해|  1행: When viewing winemaking as a 

business, there are a variety of problems [that 

stand in the way of making a profit]. 

 viewing winemaking as a business는 분사구문인데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 앞에 종속접속사 When을 남겨 

둔 형태이다. that 이하는 관계사절로 problems를 수식한다.

5행: Periodic economic depressions can also pose 

risks for an industry [that produces [what is often 

viewed as a luxury item] ]. 

 that 이하는 관계사절로 an industry를 수식하고 what 

이하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사절로 produces의 목적어

이다.

Words |  stand in the way of ~의 길을 막다, 훼방 놓다  

hazard[hǽzǝRd] 위험 (요소)   inherent[inhíTrǝnt] 타고난, 

고유의   agriculture[ǽgrikVltʃǝR] 농업    

periodic[pìTrisdik] 주기적인   pose[pouz] (문제 등을) 제기

하다   array[ǝréi] 무리, 모음   tariff[tǽrif] 관세 (제도)    

alter[cːltǝR] 바꾸다, 변경하다

07~08  정답  07. ⑤    08. ③

지문 요약|  가축화의 무수한 이점

바른 해석| 	야생의	사냥감을	사냥하는	것에	비해	가축화

의	이점은	무수하다.	양	떼와	소	떼가	사람의	손이	미치는	

곳에	있고,	사냥감을	찾는	어려움에	비교하여	접근하기	

wavelength[wéivlèŋKθ] 파장   cloud cover 구름양(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 정도)   dissipate[dísǝpèit] 흩어져 사라지다   

penetrate[pénǝtrèit] 꿰뚫다, 관통하다    

presage[présidʒ] ~의 전조가 되다    

depression[dipréʃTn] 저기압

05  정답  ②

지문 요약|  매체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바른 해석| 	의심할	여지	없이	스포츠는	대다수	사람들이	

스포츠에	대해	열렬해	하고	정기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

여하면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끄는	인간	활동

의	한	영역이다.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적

극적으로뿐만	아니라	수동적으로	스포츠를	즐긴다.	그	결

과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팀의	경기를	보러	경기장에	가

는	것은	흔히	완벽한	기분	전환으로	보인다.	매체	덕택

에	운동선수의	위업과	경기장에	있다는	것의	감정적인	경

험	역시	집에	있는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는데,	그들은	자

신이	경기장에	있는	실제	관중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게

다가	다시	보기,	카메라의	다른	위치,	클로즈업	등과	같은	

추가적인	특징은	시청자들이	경기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

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경기장의	관중들이	흔히	놓

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쉬운 해설| 	(A)	 <with＋목적어＋현재분사>	구문은	 ‘~가	

…한	채’라는	뜻으로	부대상황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현재

분사	taking이	적절하다.

(B)	exploits와	experience가	주어이므로	복수형의	동

사	are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C)	동사	miss의	목적어이면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

명사가	와야	하므로	what이	적절하다.

구문 이해|  1행: Without question, sport is an area 

of human activity [that generally interests citizens, 

with a majority of people passionate about sports 

and taking part in sports activities on a regular 

basis]. 

 <with＋목적어＋형용사> 구문도 ‘~가 …한 채’라는 뜻으로 

부대상황의 의미를 나타낸다.

9행: ~, the exploits of the athletes and the  

emotional experience of being in the stadium are 

also brought to the public at home, [who is given 

the impression that they are live spectators in the 

stadium].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쓰인 who의 선행사는 the 

public이다.

Words |  passionate[pǽʃTnət] 열렬한, 열정적인    

on a regular basis 정기적으로   pastime[pǽstàim] 기분 

전환   exploit[éksplɔit] 위업, 공적   athlete[ǽθliːt] 운동선

수, 경기자   impression[impréʃTn] 인상    

spectator[spékteitəR] 관객, 관중   feature[fíːtʃǝR] 특징

<with＋목적어＋(~)>

‘…가 ~한 채’라는 뜻으

로 ‘부대상황’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은 <with＋

목적어＋현재분사/과거

분사/형용사/부사>의 형

태이다. 목적어 뒤에 오

는 것이 현재분사나 형용

사 외에 과거분사나 부사

도 올 수 있다.

He sat in the chair  

with his legs crossed. 

(그는 두 다리를 꼰 채 의

자에 앉았다.)

→ crossed는 과거분사

She went out with 
no hat on. (그녀는 모

자를 쓰지 않은 채 나갔다.)

→ on은 부사

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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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iff(관세)

관세란 국외에서 수입하

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

는 세금을 말한다. 관세

의 종류는 크게 수입품의 

가격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종가세와 수입

품의 수량에 대해 일정액

으로 부과되는 종량세 등

으로 나눌 수 있다.

배경 지식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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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회 35

약점유형 Board Words |  game[geim] 사냥감   assurance[ǝʃúTrǝns] 확신

hide[haid] (짐승의) 가죽   carry on 계속하다    

reproduce[rìːprǝdJúːs] 번식하다   foster[fcːstǝR] 촉진하다

exaggerate[igzǽdʒǝrèit] 과장하다    

extensive[iksténsiv] 광범위한   suitable for ~에 알맞은   

tremendous[triméndǝs] 엄청난   domestic animal 가축   

sledge[sledʒ] 썰매   burden[brːRdn] 무거운 짐    

plow[plau] 쟁기

쉽다.	가축화는	인간에게	식량과	가죽이	생길	거라는	더	

많은	확신을	준다.	가축화의	결과로	식량	공급이	증가할	

것이다.	어느	정도를	넘어서	계속되는	사냥은	인간의	식

량	공급을	실제로	감소시킬	것이다.	이는	사냥감이	번식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대량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야생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양	떼와	소	떼를	

보호하는	것은	가축화에서의	수의	증가와	그에	따른	식

량	공급의	증가를	촉진한다.	가축화의	결과로	새롭고	가

치	있는	물건들을	이용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어떤	문화에

서는	그것의	중요성을	과장해서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식

량인	우유의	사용은	가축화로	가능하게	된다.	물론	모피

와	털도	사냥꾼에게	이용	가능했지만,	직물을	위한	양털

의	광범위한	사용은	가축화와	양의	사육으로	인해	가능하

게	되었다.	분명히	야생	변종들은	그런	용도에	알맞은	양

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사냥보다	뛰어난	가축화의	엄청난	이점은	죽은	동물들을	

소비하는	대신에	살아	있는	형태로	동물을	계속	사용하는	

것에	있다.	우유,	알,	그리고	양털은	동물을	죽이지	않고	

동물에게서	계속해서	얻어질	수	있다.	문화	발달의	어느	

수준에서는	가축이	기계	동력의	형태로	이용되어	썰매를	

끌고,	인간을	포함하여	무거운	짐을	운반하고,	그리고	쟁

기와	이륜	짐마차를	끌	수도	있다.	선택적인	번식을	통해	

가축화된	동물들은	식량을	생산하고	양털을	생산하는	기

계로	그리고	기계	동력의	형태로	대폭	개선될	수도	있다.

쉬운 해설| 	07	동물을	가축화함으로써	인간에게는	많은	

이점이	생겼는데,	그것은	인간은	식량뿐만	아니라	가죽,	

우유	등	여러	가지	가치	있는	물건들도	얻게	되었다는	내

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가축

화:	식량과	가치	있는	물건들의	원천’이다.

①	가축화의	짧은	역사

②	식량을	원하는가?	가축화를	잘	활용하라!

③	인간을	위한	가축화의	대안은	없다

④	선택적인	번식:	식량	공급의	진정한	해결책인가?

08	가축화의	이점을	다양하고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	

설명하는	글이므로,	빈칸에는	③	‘무수한’이	가장	적절하다.

①	개인적인

②	달성할	수	있는

④	논의할	여지가	있는

⑤	조건부의

구문 이해|  15행: The use of milk, [a food whose 

importance in some cultures it would be hard to 

exaggerate], is made possible by domestication. 

 문장의 주어는 The use of milk이고, 동사는 is made

이다. milk와 a food whose importance ~ hard to  

exaggerate는 동격 관계에 있다.

23행: A tremendous advantage of domestication 

over hunting lies in the continuous use of animals 

in the living form instead of the consumption of 

dead ones. 

 ones는 반복되는 animals를 대신하여 쓰였다.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조동사가 있는 경우의 능

동태는 <조동사＋동사원

형>의 형태를 취하지만, 

조동사가 있는 경우의 수

동태는 <조동사＋be＋

과거분사>의 형태를 취 

한다.

Food supply may 
be inc reased as 

a consequence of 

domest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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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y on(계속하다)’의 

유의어

 •continue 계속하다

 • proceed 진행하다, 계

속하다

 • go on 계속하다, 나아

가다

 • keep on 그대로 계속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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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01  정답  ⑤

지문 요약|  배수로의 냄새로 예상할 수 있는 비

바른 해석| 	날씨에	관한	속신(俗信)은	사실	근거가	거의	

없이	때때로	실없는	이야기와	미신이라고	무시되지만,	몇	

가지	전해	내려오는	말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	아마

도	여러분은	배수로의	냄새로	인해	코가	불쾌해질	때	비

와	폭풍우가	강타하는	것을	기대하라는	것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여러분의	코에	의해	제공되는	증거	외에도	이렇

게	전해	내려오는	말을	뒷받침하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습지,	배수관,	그리고	배수로에는	틀림없이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괴어	있는	물을	일반적으로	포함한다.	그	

냄새는	메탄과	다른	가스를	내뿜는	부패하는	유기물의	잔

해,	즉	나뭇잎과	풀에	의해	만들어진다.	대체로	맑은	날씨

와	관련	있는	고기압에서,	괴어	있는	물에서	발견되는	냄

새는	진흙에	갇혀	있다.	하지만	폭풍우가	다가와서	기압

이	감소할	때,	이러한	가스에	있는	거품들이	팽창하고,	지

표면으로	올라와	풀어	헤쳐져	주변에	있는	공기를	훨씬	

더	자극적으로	만든다.

쉬운 해설| 	마지막	문장을	보면,	폭풍우가	다가와서	기압

이	감소할	때,	배수로	주변에	있는	공기가	훨씬	더	자극적

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빈칸에는	⑤	‘비와	폭풍우

가	강타하는	것을	기대하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창문을	열다

②	추운	겨울을	기대하다

③	치명적인	토네이도를	기대하다

④	몹시	추운	날씨에	대비하다

구문 이해|  5행: There is some scientific basis — 

aside from the evidence provided by your nose — 

[to support this saying]. 

 to부정사구 to support this saying은 some scientific 

basis를 수식한다.

14행: However, when atmospheric pressure  

diminishes as a storm approaches, bubbles of 

these gases expand, rise to the surface, and then 

break loose, making the surrounding air much 

more pungent. 

 making 이하는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Words |  folklore[fouklCːR] 속신(俗信), 신화, 민속    

dismiss[dismís] 무시〔일축〕하다   old wives’ tale (노파들의) 

실없는 이야기, 어리석은 미신   superstition[sùːpǝRstíʃTn] 미신   

accuracy[ǽkjurǝsi] 정확(도)   offend[ǝfénd] 불쾌하게 하

다, 거스르다   aside from ~외에도   bog[bɑg] 습지    

drain[drein] 배수관, 하수구   stagnant[stǽgnǝnt] (물이) 흐

르지 않는, 괴어 있는   give off (냄새를) 풍기다    

organic[ɔːRgǽnik] 유기체〔생물〕에서 나온〔만들어진〕    

debris[dǝbríː] 잔해   atmospheric pressure 기압, 대기 압

력   diminish[dimíniʃ] 감소하다

02  정답  ①

지문 요약|  산업화된 농업의 긍정적인 영향

바른 해석| 	새로운	상업적	농업에	대한	경제적	기저는	제

한된	노동으로	많은	양을	음식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것

은	산업화된	농업이	있는	사회에는	적은	수의	농부가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A)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제조	

활동이나	정보	및	서비스	경제활동에	고용된다.	그런	활

동들은	같은	양의	인간	노동으로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한

다.	(C)	우리는	이것을	‘부가가치’라고	부른다.	제조업에	

의해	부가된	가치는	농업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든다.	정

보	및	서비스로	부가된	가치는	심지어	제조업에	의한	가

치도	뛰어넘는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농

업에서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및	정보로의	경제적	변화를	

볼	수	있다.	(B)	이런	변화는	아주	적은	사람들이	농업	생

산에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으로	이것은	이롭

다.	산업화된	농업은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여전히	자신을	농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쉬운 해설| 	주어진	글에서	산업화된	농업이	있는	사회에

는	농부가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기술한다.	(A)에서

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제조	활동이나	정보	및	서

비스	경제	부문에	고용되는데	거기서	더	많은	가치를	생

산한다고	말한다.	(C)에서는	이런	가치를	‘부가가치’라고	

부른다고	기술하고서,	시간이	흐르면서	농업에서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및	정보	경제로	변화한다고	덧붙인다.	마

지막으로	(B)에서는	이런	변화는	아주	적은	사람들이	농

업	생산에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결과적

으로	경제적으로	이것은	이롭다고	글을	맺는다.

구문 이해|  6행: The people [who are not farming] 

are employed in manufacturing activities or in the 

information and service economy. 

 문장의 주어는 The people이고, 동사는 are employed

이다. 관계대명사절 who ~ farming이 주어를 수식한다.

17행: The value [added by manufacturing] eclipses 

that of agriculture. 

 과거분사구 added by manufacturing은 주어인 The 

value를 수식하고,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쓰인 대명사 

that은 the value를 대신한다.

Words |  commercial[kǝmrːRʃəl] 상업적인    

agriculture[ǽgrikVltʃǝR] 농업    

volume[vsljuːm] 양, 용량   industrialized[indvstriǝlAizd] 

산업화된   manufacture[mNnjufǽktʃǝR] 제조하다    

transition[trænzíʃTn] 변천, 변화    

비교급과 최상급의 강조

much, stil l, (by) far, 

even, a lot 등은 비교급 

앞에 붙어 ‘훨씬’이라는 

뜻으로 비교급의 의미를 

강조하고, much, (by) 

far, very 등은 최상급 앞

에 붙어 ‘단연코’라는 뜻

으로 최상급의 의미를 강

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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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되는 형용사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형

용사라도 접미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있

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주

의할 필요가 있다. 

 • economic(경제의) 

economical 
(절약하는)

 • successful(성공한) 

successive(연속된)

 • childlike((어린아이처

럼) 순진한) 

childish((어린아이처

럼) 유치한)

 • considerate 

(사려 깊은) 

considerable(상당한)

 • industrial(산업의) 

industrious(근면한)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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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회 37

약점유형 Board 하게 하다   efficiency[ifíʃTnsi] 능률, 효율    

explanation[èksplǝnéiʃTn] 설명   get ~ across ~을 이해

시키다   assimilation[ǝsImǝleiʃTn] 흡수, 동화    

comprise[kǝmpráiz] ~로 구성되다    

approximately[ǝprsksǝmttli] 거의    

management accounting 관리회계    

format[fcːRmæt] 구성, 형식   tabular[tǽbjulǝR] 표로 작성된

04  정답  ④

지문 요약|  목적을 가지고 배열된 교실의 효과

바른 해석| 	목적을	가지고	주변	환경을	정리할	때,	교사들

은	물리적인	설정이	자신의	교실에서	아이들의	활동과	태

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활동과	태도에	대해

서도	능동적이고	널리	퍼지는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다.	

가구의	적절한	물리적인	배열,	재료의	선택,	그리고	방에	

대해	눈에	보이는	미학적인	특징이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심지어	공간	배열	디자인은	그	

자체만으로도	교실에서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더	작은	공간으로	분할된	방은	크고	열린	공간이	있는	방

이	그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또래,	공상,	그리고	협동적인	

놀이	사이에	말로	하는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자기	또래들과	책을	볼	때	봉제	동물	인형들에

게	읽어	주거나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긴다.)	세심

하게	배열된	방에	있는	아이들은	임의로	배열된	방에	있

는	아이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생산성과	더	많은	말과	

관련된	활동을	보여	준다.

쉬운 해설| 	목적을	가지고	세심하게	배열된	교실은	임의

로	배열된	교실보다	아이들의	학습	효과가	더	있다는	내

용의	글이므로	아이들의	독서와	봉제	동물	인형과	관련된	

내용은	전체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④가	정답

이다.

구문 이해|  1행: When purposefully arranging the 

environment, / teachers acknowledge the physical 

setting as an active and pervasive influence [on 

their own activities and attitudes], as well as [on 

those of the children in their classroom]. 

 purposefully arranging the environment는 분사구

문인데,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 그 앞에 종속접속사 

When이 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 as well as B>는 

‘B뿐만 아니라 A도’라는 의미로 쓰인다.

10행: Rooms [partitioned into smaller spaces]  

facilitate verbal interaction among peers, fantasy, 

and cooperative play more than do rooms with 

large, open spaces. 

 대동사 do는 facilitate verbal interaction among 

peers, fantasy, and cooperative play를 나타낸다.

Words |  arrange[ǝréindʒ] 배열하다, 정리하다    

advantageous[Ndvǝntéidʒǝs] 이로운, 유리한    

workforce[wə́ːRkfCːRs] 노동자, 노동 인구   

03  정답  ④

지문 요약|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법

바른 해석| 	가능한	어디든지,	말하는	사람은	설명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보조물을	포함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보조물들은	매력적인	방법으로	메시

지를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

다.	천	마디의	말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는	말을	흔히	

한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진실은	아니다.	연구원들에	의해	

행해진	한	흥미	있는	연구에서	정보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	

남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남녀	각각	거

의	같은	수로	구성된	114명의	관리회계	과정의	학생들은	

무작위로	그림	형식을	이용하거나	글과	도표	형식을	이용

해서	전달된	정보를	받도록	하는	일이	부과되었다.	결과

는	그림으로	된	설명을	받은	여성들은	남성들만큼	잘	해

내지	못했거나	글과	도표로	된	형식을	받은	다른	남녀들

만큼	잘	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보여	주었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된	자

료의	독점적인	사용을	피해야	하며,	남녀	혼성	집단에	있

어서는	글과	도표가	결합된	정보	제시가	제공되어야	한다.

쉬운 해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림으로	된	정보를	받은	

여성들은	같은	조건의	남성들	그리고	글과	도표로	된	정

보를	받은	남녀들보다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는	내용이므로,	빈칸	(A)에는	‘	pictorial(그림으로	된)’이,	

(B)에는	‘	combination(결합)’이	가장	적절하다.

①	그림으로	된	-	명료성

②	관련	있는	-	명료성

③	관련	있는	-	요약

⑤	추가적인	-	결합

구문 이해|  7행: In an interesting study [carried out 

by researchers] / it was suggested [that there might  

be gender differences in the assimilation of  

information]. 

 과거분사 carried로 시작하는 구 carried out by  

researchers는 an interesting study를 수식한다. it은 가

주어, that ~ information은 진주어이다.

10행: One hundred and fourteen students,  

comprising approximately equal numbers of each 

gender, in a management accounting course, 

were randomly assigned to receive information  

conveyed using a graphic format, or using a text 

and tabular format. 

 주어는 One hundred and fourteen students이고, 동

사는 were assigned이다. 현재분사 comprising으로 시작

하는 구는 주어를 부연 설명해 주고 있다.

Words |  aid[eid] 도움, 보조물   facilitate[fǝsílǝtèit] 용이

동사 help의 쓰임

동사 help는 <help＋목

적어＋to부정사/원형부

정사>의 형태로 쓰여 ‘~

가 …하는 것을 돕다’라

는 뜻으로 쓰이거나 혹은 

<help＋to부정사/원형

부정사>의 형태로 쓰여 

‘~하는 것을 돕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어법
Review

무관한 문장을 찾는 문제

의 경우, 문제를 출제할 

때 일반적으로 해당 지문

의 핵심 어휘에 해당하는 

어휘를 섞어서 무관한 문

장을 만드는 경우가 많으

므로 이에 유의해서 무관

한 문장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지문에서 ④

의 경우 핵심 어휘 중 하

나에 해당하는 children
이나 classroom을 섞

어서 무관한 문장을 만들 

었다.

유형 Solution
무관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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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those with “normal” eyesight. 

 with “normal” eyesight의 수식을 받는 those는 ‘사람

들’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Words |  peripheral vision 주변시(視)    

perception[pǝRsépʃTn] 인식   significant[signífikǝnt] 중

대한   suspect[sǝspékt] 의심하다   contract[kǝntrnkt] 좁

히다   chronically[krsnikTli] 만성적으로    

perspective[pǝRspéktiv]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에서의) 균형감   

paralyze[pǽrǝlàiz] 마비시키다   symptom[símptǝm] 증상   

contraction[kǝntrǽkʃTn] 위축, 수축   close off ~을 차단하

다, 고립시키다   exploratory[iksplcːrǝtCːri] 예비적인, 입문적

인   anticipatory[æntísǝpǝtCːri] 기대하는

06  정답  ⑤

지문 요약|  소비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우유 가격

바른 해석| 	치즈,	아이스크림,	그리고	요구르트의	값을	매

길	때,	실제로	소비자들은	또한	이러한	제품들이	생산되

는	우유에	간접적으로	값을	매기고	있다.	달리	말해서	이

러한	제품들을	판매함으로써	들어오는	돈은	생산자가	자

신의	각	제품을	계속해서	만드는	데	사용할	우유를	다시	

사게	할	수	있다.	치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때	치즈	제

조업자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그들의	제품의	생산량

을	늘리기	위해	이전에는	아이스크림이나	요구르트를	만

드는	데	들어간	우유를	구매하려고	그들의	추가적인	수입

을	사용한다.	치즈	제조업자들이	더	많은	우유를	요구할	

때	이	증가된	수요는	아이스크림과	요구르트	제조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	대해	우유	가격을	끌어올린다.	이

런	다른	제품들의	제조업자들이	자신들에게도	해당하는	

우유의	더	비싼	가격을	만회하기	위해	아이스크림과	요구

르트의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렇게	더	비싸

진	가격에	이런	다른	유제품들을	덜	사게	될	것이다.

쉬운 해설| 	(A)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쳐	‘간접적

으로’	우유의	가격을	매긴다는	내용이므로	 indirectly가	

적절하다.	(directly:	직접적으로)

(B)	치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때	치즈	제조업자들은	늘

어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제품의	생산

량을	늘린다는	문맥이	되어야	하므로,	demand가	적절하

다.	(supply:	공급)

(C)	다른	제품들의	제조업자들이	우유의	더	비싼	가격을	

만회하기	위해	아이스크림과	요구르트의	가격을	‘올린다

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raise가	적절하다.	

(	lower:	내리다)

구문 이해|  4행: ~, money [that comes in from 

the sales of these products] is [what enables the  

producers to again buy milk to use to continue 

making their respective products]. 

 문장의 주어는 money이고, 동사는 is이며, 관계대명사절

인 what 이하는 보어로 쓰였다.

acknowledge[æknslidʒ] 인정하다, 승인하다    

setting[sétiŋ] 설정   pervasive[pǝRvéisiv] 널리 퍼지는   

appropriate[ǝpróupriǝt] 적절한   aesthetic[esθétik] 미학 

적인   spatial[spéiʃəl] 공간의   partition[pɑːRtíʃTn] 분할하

다, 나누다   verbal[vrːRbəl] 말의   peer[piǝR] 동료, 또래    

stuff[stʌf] ~에 채우다〔채워 넣다〕    

productivity[pròudʌktívǝti] 생산성, 생산 

05  정답  ⑤

지문 요약|  주변시(視)와 터널시(視)

바른 해석| 	주변시(視)는	우리	시야의	전체	범위에	보통	

접근하는	방식이다.	안경은	우리의	주변에	대한	인식을	

줄여	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것은	시야가	제한되도록	촉

진한다.	그것(안경)은	실제로	터널시(視)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만들어	낸다.	안과	의사는	단지	눈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의심될	때만	터널시를	찾도록	교육을	받지만,	그

것은	실제로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빈번히	

발생한다.	나는	많은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단순히	

매우	좁아진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터널시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만

성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걱정스러워	

할	때	정보를	처리하기란	매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우리

의	균형감	네트워크가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터널시는	이

런	자아	위축의	가장	명백한	증상이다.	그것은	우리	시야

의	예비적이고	기대되는	모습인	우리의	주변시를	차단하

는	것의	결과이다.

쉬운 해설| 	‘우리의	균형감	네트워크가	마비되었다’라는	

뜻으로	수동의	의미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완료형	수동

태인	<	have	been	p.p.>	형태를	써서	⑤의	paralyzing
을	과거분사	paralyzed로	고쳐야	한다.	<	have	been	

-ing>는	완료진행형을	나타낸다.

①	‘그것은	시야가	제한되도록	권한다’라는	뜻으로	‘제한되

는’이라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②	‘안과	의사는	터널시를	찾도록	교육을	받는다’라는	뜻

으로	<	train＋목적어＋to부정사>의	수동태	문장이다.	따

라서	to부정사인	to	look은	적절한	표현이다.

③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을	이끄는	현재분사

로	적절한	표현이다.

④	‘그렇게’라는	뜻의	부사로	쓰여,	정도를	나타내는	말을	

한정하는	적절한	표현이다.

구문 이해|  1행: Peripheral vision is the way [we  

normally access the full range of our visual field].

 we normally 앞에 관계부사 how가 생략되었다. 선행사 

the way와 관계부사 how는 함께 쓰지 않고, 둘 중 하나만 

쓴다.

5행: Eye doctors are trained to look for tunnel  

vision only when a significant eye problem is  

suspected, but it actually occurs frequently in 

tunnel vision(터널시)

마치 터널에 들어갔을 때

처럼 출구만 보이고 주

변은 보이지 않는 현상

에서 기인한 말이다. 어

떤 일에 집중하여 주변을 

잘 보지 않는 것을 의미

한다. 주변 상황을 돌아

보거나 몸의 다른 감각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습

득하지 못하고, 한 가지

에만 집중하게 되어 판단

력이 흐려지는 경우를 나

타낸다. 

배경 지식
Upgrade

<전치사＋관계대명사>

3행의 the milk from  

which these products 

a re p roduced에서 

from which는 <전치사 

＋관계대명사>인데, 이때 

전치사를 문장의 맨 뒤

로 보내 the milk which 

these products are 

produced from처럼 쓸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형

태 중에서 전치사를 관계

대명사 앞에 두어 <전치

사＋관계대명사>의 형태

로 쓰는 경우가 더 많다

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

가 있다.

어법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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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회 39

약점유형 Board 없더라도	모국어에	능숙해지고,	자기	문화의	음악을	즐기

는	성인으로	성장한다고	긍정적인	측면을	기술한	다음에	

빈칸의	뒷부분에서는	그런	점이	다른	문화의	언어나	음악

을	들을	때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술되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⑤	‘약점’이	가장	적절하다.

①	역할

②	효과

③	기능

④	변화

구문 이해|  6행: Even without explicit instruction, 

most infants develop into adults [who are proficient  

in their native language and who enjoy their culture’s 

music].

 등위접속사 and를 기준으로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이끄

는 두 개의 절이 선행사 adults를 수식하고 있다.

10행: ~ skill in one language can result in difficulty 

in hearing or producing certain sound distinctions 

in another, ~. 

 another 다음에는 language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Words |  distinct[distíŋkt] 뚜렷한, 명백한    

linguistic[liŋgwístik] 언어의   vowel[váuəl] 모음   

consonant[ksnsǝnǝnt] 자음   pitch[pitʃ] 음의 높이, 고저   

contrast[ksntræst] 차이, 대비   explicit[iksplísit] 명시적인   

proficient[prǝfíʃənt] 능숙한   trait[treit] 특징    

distinction[distíŋkʃTn] 차이, 구분, 차별   out of tune 가락

이 맞지 않는   annoying[ǝnciiŋ] 짜증스러운    

imprint[imprint] 자국, 흔적   framework[fréimwRːRk] 뼈대   

extract[ikstrǽkt] 뽑아내다   distinctive[distíŋktiv] 독특한, 

특이한   acoustic[ǝkúːstik] 음의, 음향의    

adaptive[ǝdǽptiv] 적응하는   sonic[ssnik] 음(파)의    

liability[lAiǝbilǝti] 부담, 책임

16행: As the producers of these other products 

raise the prices of ice cream and yogurt [to cover 

the higher cost of the milk that goes into them], ~. 

 to부정사구인 to cover the higher cost of the milk 

that goes into them은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낸다.

Words |  bid for ~에 입찰하다, ~의 값을 매기다   in effect 

실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respective[rispéktiv] 각각의    

revenue[révənJùː] 소득, 수입   output[áutpùt] 생산량    

force up 상승시키다   dairy[dkTri] 유제품의

07~08  정답  07. ①    08. ⑤

지문 요약|  인간 세상의 두 가지 음 체계

바른 해석| 	모든	유아는	두	개의	명백한	음	체계를	가진	

세상으로	태어난다.	첫	번째	것은	언어에	관한	것이고,	거

기에는	모음,	자음,	그리고	모국어의	음높이의	차이가	포

함된다.	두	번째	것은	음악에	관한	것이고,	거기에는	그	

문화가	가진	음악의	음색과	음높이가	포함된다.	심지어	

명시적인	지도가	없어도	대부분	유아는	자신의	모국어에	

능숙하고,	자기	문화의	음악을	즐기는	성인으로	성장한

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에는	약점이	있다.	한	언어에서의	

능력은	다른	언어에서의	어떤	음의	차이를	듣거나	만들

어	내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한	문화의	음악	애

호가는	다른	문화의	음악을	가락이	맞지	않고	짜증스러운	

것으로	느낄지	모른다.	이것은	왜	그럴까?	간단한	답변은	

우리의	선천적인	음	체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국을	남긴

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음	체계를	배우는	것은	우리의	모

국어나	음악을	위한	음	범주에	대한	정신적인	뼈대로	이

어진다.	이러한	뼈대는	음의	변화가	풍부한	물리적인	신

호로부터	우리가	독특한	구성단위를	뽑아내는	것을	돕는

다.	그러한	뼈대는	우리의	선천적인	음	환경에	아주	잘	적

응하지만,	다른	문화의	언어나	음악을	들을	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선천적인	음	체

계에	근거하여	‘억양으로	듣기’	때문이다.	물론	음악과	말	

사이에는	그것들의	음	범주	체계에서	한	가지	매우	명백

한	차이가	있다.	음높이는	음악에서	(시간적인	간격과	화

음과	같은)	음	범주의	주요한	기준이지만,	음색은	말의	범

주(예를	들어,	모음과	자음)에	대한	주요한	기준	음이다.

쉬운 해설| 	07	인간에게는	언어에	관한	음	체계와	음악

에	관한	음	체계라는	두	가지	음	체계가	있다고	기술하면

서	각각의	음	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는	①	‘우리의	두	가지	음	체

계’가	가장	적절하다.

②	말하는	것이	곧	듣는	것이다!

③	언어와	음악의	사회적	역할

④	음높이와	음색:	음악에서	중요한	음	요소

⑤	한	문화와	다른	문화	사이의	갈등

08	빈칸의	앞부분에서는	유아가	명시적인	어떤	지도가	

주의해야 할 부사

부사에는 형용사와 형

태가 같은 경우와 <형용

사＋l y>의 형태로 부사

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

데 이것들 중 서로 의미

가 다른 것들에 유의해야  

한다. 

 • high(높이)  

- highly(매우, 아주)

 • deep(깊게)  

- deeply(대단히)

 • hard(열심히)  

- hardly(거의 ~아닌)

 • late(늦게)  

- lately(최근에) 

어휘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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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01  정답  ③

지문 요약|  훌륭한 업무 수행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

바른 해석| 	급여는	훌륭한	업무	수행과	같지	않다.	자신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신이	왜	그	일을	하는지	

이해하는	열	명의	사람을	나에게	보여	주어라.	아마도	그

들은	분명히	급여를	두	배	더	많이	받지만	일에	대한	사랑

과	이해가	모자란	열	명의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하

고,	더	잘	혁신하고,	더	나은	결과를	낼	것이다.	역사적으

로	돈이	더	큰	동기부여	수단이었으나	다른	요인들이	그

와	동등한	혹은	훨씬	더	큰	지위를	얻고	있다.	피터	드러

커	비영리	경영재단	위원회의	의장을	맡기도	한,	걸	스카

우트	연맹의	전	총재	Frances	Hesselbein은	“오직	돈

에	의해서만	동기를	부여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

장	강하게	동기를	부여받는	근로자는	개인의	목표가	회사

의	목표와	일치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했다.	대부분의	사

람은	인생에서	돈	이상의	것을	얻기를	원한다.	그들은	영

적인	만족에서부터	성공과	관련된	명성을	위한	개인의	성

취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원한다.

쉬운 해설| 	직원들이	뛰어난	업무	수행을	하게	하는	것은	

급여가	전부가	아니며	업무에	대한	열정,	정신적	만족,	개

인적	성취감,	성공으로	인한	명성	등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③	‘급여는	훌륭한	업무	수행

과	같지	않다’가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①	기술이	여러분의	능력을	넓혀	준다

②	직원들은	더	많은	급료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한다

④	고객이	여러분의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라

⑤	효율적인	회의가	여러분을	전진하도록	도와준다

구문 이해|  3행: I ’d bet that they outwork, out- 

innovate, and outperform ten other people [who 

are paid twice as much / but lack this love and 

understanding].

 ten other people은 동사 outwork, out-innovate, 

and outperform의 목적어이다. who 이하는 관계사절로 

ten other people을 수식하고 are paid와 lack은 병렬구

조로 연결되어 있다.

8행: Frances Hesselbein, the former CEO of the Girl 

Scouts [who also chaired the board of the Peter F. 

Drucker Foundation for Nonprofit Management], 

says, ~

 who ~ Management는 문장의 주어인 Frances 

Hesselbein을 수식하고 있는 관계사절이다. Frances 

Hesselbein과 the former CEO of the Girl Scouts는 

동격 관계이다.

Words |  outwork[AutwrːRk] ~보다 더 잘하다    

innovate[íntvèit] 혁신하다   outperform[AutpǝRfcːRm] 더 

나은 결과를 내다   motivator[móutǝvèitǝR] 동기를 부여하는 

것〔사람〕   spiritual[spíritʃuəl] 정신의, 영적인   

fulfillment[fulfílmǝnt] 실행, 만족감, 달성감    

accomplishment[ǝksmpliʃmǝnt] 성취, 성과    

prestige[prestíːʒ] 위신, 명성   affiliation[ǝfílièiʃǝn] 관계; 

제휴

02  정답  ③

지문 요약|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중매체가 

하는 좋은 역할

바른 해석| 	2009년에	Elizabeth	Levy	Paluck은	르완

다에서	특이한	일	년간의	현장	실험에서	긍정적인	기준

을	고취하는	데	있어서	대중매체의	역할을	조사해	보았

는데,	르완다는	끔찍한	전쟁,	집단	학살,	특히	Hutu	족
과	Tutsi	족	사이의	집단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곳이었

다.	(B)	그	실험에서	그녀는	르완다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는	라디오가	가장	중요한	형태의	대중매체이었으므로)	라

디오	연속극을	일	년에	걸쳐	듣게	했다.	(C)	그녀는	절반

의	사람들을	무작위로	배정하여	그	나라에	존재하는	실제	

갈등과	유사하지만,	집단	간의	협력과	대화,	비폭력,	그리

고	편견에	반대하는	전형을	보여	주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갈등에	관한	연속극을	듣게	했다.	(A)	그해	연말에	집단	

간의	긍정적인	기준을	고취하는	연속극을	들은	그	르완다	

사람들은	집단	간의	협력,	신뢰,	그리고	상호	교류에	관해	

의미	있게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다.

쉬운 해설| 	르완다에서	시행된	대중매체의	역할에	관한	

실험을	소개한	주어진	문장	다음에,	그	실험의	내용인	르

완다	사람들에게	듣게	했던	라디오	연속극에	관해	이야기

한	(B)가	오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라디오	연

속극을	듣게	했는지	설명한	(C)가	온	다음,	실험의	결과에	

관해	설명한	(A)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이해|  7행: those Rwandans [who l istened 

to the soap opera [promoting positive intergroup 

norms]] had significantly more positive feelings ~

 who ~ norms는 문장의 주어인 those Rwandans

를 수식하고 있는 관계사절이고, 그 절에서 promoting 이하

는 the soap opera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문장의 동사는 

had이다.

16행: She randomly assigned half to listen to a 

soap opera about conflicts [that paralleled real 

conflicts in the country] but [that were solved in 

ways that modeled ~ to prejudice].

 두 개의 [ ]로 표시된 관계대명사절이 but으로 연결되어 

conflicts를 수식하고 있다. that modeled ~ prejudice는 

ways를 수식한다.

01 ③ 02 ③ 03 ② 04 ④

05 ① 06 ⑤ 07 ② 08 ③ 

10회
본문 pp.42~45

STEP1
전반부에서 글의 소재, 

주제, 전개 방향 등을 예

측한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

는 사람들의 동기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STEP2
핵심어구를 파악하고 정

답 추론의 근거를 모은다. 

truly love what they’re 

doing / personal goals 

are congruent with 

the company’s goals 

/ spiritual fulfillment 
/ sense of personal 

accompl ishment / 

prestige of affiliation 

with success


STEP3
단서들을 종합하여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선택지

를 고른다. 

급여가 훌륭한 업무 수행

의 전부가 아니라는 글의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선

택지를 고른다.

유형 Solution
빈칸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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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41

약점유형 Board 04  정답  ④

지문 요약|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작가가 사용하는 

보류나 암시의 방법

바른 해석| 	정답이나	해결책을	보류하는	것이	살인	추리

극에서는	자연스러운	전략이지만,	이러한	기법은	소설

이든	비소설이든	어떤	장르에서도	효과를	발휘한다.	작

가	Frances	Mayes는	그녀의	소설	 ‘Swan’에서	한	장

을	다음과	같이	끝맺는다.	‘	Holt는	여러	해가	지났지만,	

Catherine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려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녀는	절대로	그의	비밀을	발설하지	않았다.’	이	시점에

서	독자는	‘비밀?	무슨	비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장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인

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Mayes는	그	비밀을	조금	더	유지

하면서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계속해서	읽도록	우

리를	강요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로잡히게	된다.	노

골적인	진술	대신	시사나	암시를	하는	것은	소설이나	비

소설	모두에서	독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보

류	형태이다.	흔히	암시하는	것이	분명하게	밝히는	것보

다	더	재미있다.	옛날부터	사용된	전조의	기법은	이와	비

슷하게	독자의	호기심을	끌어	낼	수	있다.

쉬운 해설| 	주어진	문장은	소설이나	비소설	모두에서	사용

되는	‘또	다른	보류	형태’에	대한	설명이므로	새로운	보류	

형태가	나오는	문장	앞에	와야	한다.	따라서	답이나	해결

책을	보류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암시에	관한	이야

기로	넘어가는	부분인	④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이해|  1행: Suggestion or insinuation, [rather 

than stating outright], is another form of withholding 

[that can provoke reader interest, both in fiction and 

nonfiction].

 문장의 주어는 Suggestion or insinuation이고 동사는 

is이다. that 이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로 another form of 

withholding을 수식한다.

14행: Mayes keeps the secret a bit longer, though, 

[forcing us to read on / if we want to find out 

[what the secret is]].

 forcing 이하는 분사구문으로서 forcing은 and she 

forces의 뜻이다. <force＋목적어＋to부정사>는 ‘(목적어)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what the 

secret is는 find out의 목적어이다.

Words |  insinuation[insInjueiʃTn] 암시, 빗댐    

outright[áutrAit]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withhold[wiðhóuld] 주지 않다, 보류하다    

provoke[prǝvóuk] 유발하다   resolution[rèzǝlúːʃTn] 해결, 

해답   erode[iróud] ~을 서서히 파괴하다   betray[bitréi] 

누설하다, 폭로하다   implicit[implísit] 암시된, 내포된    

explicit[iksplísit] 분명한, 명쾌한    

time-honored[taimSnǝRd] 옛날부터의, 유서 깊은    

foreshadowing[fɔːRʃǽdouiŋ] 전조, 예시

Words |  norm[nɔːRm] 표준, 기준   yearlong[jiǝRlCːŋ] 1년 

간 계속되는   intergroup[intrRgrUːp] 집단 간의    

randomly[rǽndǝmli] 무작위로, 임의로   parallel[pǽrǝlèl] 

~와 유사하다, 병행하다   nonviolence[nSnváiǝlǝns] 비폭력    

prejudice[prédʒudis] 편견

03  정답  ②

지문 요약|  안정적인 성향인 친절과 감정의 상태인 사랑

바른 해석| 	넓은	의미에서,	너그럽거나	공감을	하는	사람

은	충분한	범위에서	그리고	수많은	경우에서	그러한	속성

들을	보여	줄	것이며	상반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을	것이

다.	친절함이	습관적이거나	최소한	개인의	전형이라면	그

것은	인성의	표시로	여겨진다.	어떤	사람이	친절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인성을	가리킨다.	즉,	반복되는	친절한	행

위는	친절한	인성을	나타낸다.	반면에,	사랑의	감정은	예

상할	수	없는	것이며	이따금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사

랑하는	상태,	혹은	심지어	사랑하는	능력조차도	그것을	

어떤	사람의	인성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사람

이	사랑스러운	인성을	지녔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친절함이나	배려를	의미하는	것이지	낭만적인	사랑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이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사랑스러운	인성

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친절은	비교적	안정된	기질이지만,	사랑의	느낌은	어

떤	감정의	상태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쉬운 해설| 	친절은	사람의	인성과	관련된	안정성을	지닌	

특성임에	반하여	사랑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의	상태라는	내용의	글이므로	요약문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안정적인	–	감정의	상

태’이다.

①	안정적인	–	(어느)	정도의	희생

③	수동적인	-	(어느)	정도의	희생

④	복합적인	–	감정의	상태

⑤	복합적인	–	얼마간의	이기심

구문 이해|  9행: We do not attribute a state of love, 

or even the capacity to love, to a person’s character.

 <attribute A to B>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즉 ‘A의 

원인을 B에서 찾다’라는 뜻이다.

Words |  charitable[tʃǽrǝtǝbl] 자선을 베푸는, 너그러운    

empathic[impǽθik] 감정 이입의, 공감의    

habitual[hǝbítʃuǝl] 습관적인   recurrent[rikrːrǝnt] 되풀이

되는, 반복되는   episodic[èpǝssdik] 가끔씩 발생하는    

imply[implái] 의미하다; 내포하다    

disposition[dìspǝzíʃTn] 기질, 성격

르완다 내전

아프리카 르완다는 Twa 

족(1%), Tutsi 족(14%), 

Hutu 족(85%)으로 구성

되어 있었는데, 1900년

대 초, 벨기에가 르완다

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Tutsi 족과 Hutu 족 간

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

고 벨기에로부터 독립 후

에도 계속되었다. 1994
년, Hutu 족인 르완다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미사일에 격추되었는데, 

Tutsi 족 반란군과 평화 

협정을 맺은 대통령이 사

망하자, Hutu 족 강경파

들이 Tutsi 족을 학살하

기 시작했다. 이때 100
만 명이 죽고, 300만 명

이 난민이 되었다. 1994
년 대학살 이후 르완다는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을 갖게 되었다. 

배경 지식
Upgrade

Frances Mayes
(프랜시스 메이어스)

프랜시스 메이어스는 

1940년 미국 조지아 주 

피츠제럴드에서 태어났

고, 샌프란시스코 주립 

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

직했다. ‘다른 나라의 일

요일’과 ‘봉헌물’을 비롯

하여 다섯 권의 시집을 

발표한 시인이다. 이탈리

아 시골 마을의 오래된 

저택을 구입한 후 그곳을 

고치고 가꾸며 집으로 만

들어 가는 과정을 기록한 

에세이 ‘토스카나의 태양 

아래서’는 2년 연속 베스

트셀러로 큰 인기를 끌었

고,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배경 지식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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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06  정답  ⑤

지문 요약|  동기들 간에 느끼는 경쟁의식과 열등감을 해결해

야 하는 이유

바른 해석| 	어떤	동기들은	경쟁의식이	있어서	다른	형제

자매를	시기하게	된다.	첫째로	태어난	아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져야	하는	부모의	사랑	중	일부를	빼앗겨	그것이	더	

어린	동생들에게	주어진다고	쉽게	느끼게	될	것이다.	둘

째로	태어난	아이들은	불안정함을	느낄지도	모르는데,	왜

냐하면	자신이	형이나	누나보다	열등하다고	느끼기	때문

이다.	손위	동기와	손아래	동기를	둘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손위	동기들에	대한	열등감과	손아래	동기들에게	양보해

야	한다는	부담감을	둘	다	느낄	것이다.	그들은	또한	희생

당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어떤	

관심도	끌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동기들끼리	그러한	감

정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형제자매들과	

호의적인(→	호의적이지	않은)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쉬운 해설| 	형제자매들끼리	각자	느끼는	감정들을	적절하

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관계는	원활하지	못할	것이

므로	⑤의	‘favorable(호의적인)’을	‘unfavorable(호의적

이지	않은)’로	고쳐야	한다.

구문 이해|  3행: Firstborn children might easily feel 

[that some of the parents’ love [that is meant to be 

given to them] has been taken away and given to 

their younger siblings].

 that ~ siblings는 동사 feel의 목적어인 that절이다. 이 

절 안의 주어는 some of the parents’ love이고 동사 has 

been taken과 given이 병렬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관계대

명사절인 that ~ them이 the parents’ love를 수식한다.

8행: Those siblings [who have both older and 

younger siblings] might feel both inferiority 

towards their older ones and a burden [that they 

have to yield to their younger ones].

 who ~ siblings는 주격 관계대명사절로 문장의 주어인 

Those siblings를 수식한다. that 이하는 a burden과 동격 

관계를 이루는 명사절이다.

Words |  sibling[síbliŋ] 동기, 형제자매    

firstborn[frːRstbcːRn] 맏이의; 맏이    

inferior[infíTriǝR] (~보다) 못하는, 열등한     

burden[brːRdn] 부담; 짐   yield to ~에게 양보하다    

victimize[víktǝmàiz] 희생시키다

05  정답  ①

지문 요약|  부정적인 감정 관리를 남자아이들보다 더 잘하는 

여자아이들

바른 해석| 	흔히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는	일을	더	잘한다는	증거가	미국	어린이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다.	참여한	아이들은	두	가

지를	상품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게임을	하도록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자	하는	강한	

동기가	부여되었다.	(상품	중)	하나는	매우	갖고	싶어	하

는	것이었고	반면에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았다.	각	상품

은	한	상자	안에	놓였는데	아이는	(상자)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실험자는	볼	수	없었다.	만약	그들이	실험자

를	속여서	그들이	두	개의	상품들을	모두	좋아한다고	믿

게	하면	그것을	둘	다	가질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게임

이	시작되기	전에	아이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렇지만,	실

패하면	그들은	그	어떤	상품도	받을	수	없었다.	연구자들

은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달갑지	않은	상품에	대

한	부정적인	감정을	감추는	일을	더	잘한다는	것을	발견

했다.	여자아이들은	또한	남자아이들보다	사회적	관찰	행

위,	즉	실험자의	반응을	가늠하기	위해	실험자를	쳐다보

는	행위에	더	많이	관여했다.	연구자들은	이	연구로부터	

여자아이들이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관리하는	일에	더	능

숙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쉬운 해설| 	(A)	주어인	‘아이들(The	children)’에게	‘동기

가	부여된’	것이므로	수동태	문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motivated를	써야	한다.

(B)	‘~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해	주다’라는	뜻의	<allow	
＋목적어＋to부정사>	구문이므로	to	see를	써야	한다.

(C)	‘~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뜻이	되려면	that을	써야	

하는데,	이때	that은	conclud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끈다.	뒤에	주요	구성	성분을	모두	갖춘	절이	

왔으므로	관계대명사	which는	쓸	수	없다.

구문 이해|  1행: [Evidence [that gir ls are often  

better than boys at concealing negative emotions]] 

comes from a study of American children.

 Evidence ~ emotions가 문장의 주어이며 comes가 

동사이다. that ~ emotions는 Evidence의 내용을 설명하

는 동격절이다. <be good at -ing>는 ‘~을 잘하다, 능숙하

다’라는 뜻이며 better는 good의 비교급이다. 

Words |  conceal[kǝnsíːl] 감추다, 숨기다    

experimentor[ikspertmEnttR] 실험자   mask[mæsk] 가리

다, 숨기다   engage in ~에 관여하다   glance at ~을 흘긋 

보다   gauge[geidʒ] 판단하다, 알아내다

<동격의 that절>과 <관

계대명사 that절>의 구별

동격의 that절은 뒤에 문

법적으로 완벽한 문장

이 오며 that절 앞에 나

온 명사의 내용을 밝혀 

준다. 반면에 관계대명사 

that절은 뒤에 명사 하나

가 빠진 문장이 온다. 그 

빠진 명사를 대신하는 것

이 관계대명사절 앞에 나

온 선행사이다.

the fact [that she 

knows the password] 

<동격의 that절>

(그녀가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

the fact [that she 

knows]  

<관계대명사 that절>

(그녀가 알고 있는 사실)

어법
Review

라틴어에서 온 단어의 비

교급

라틴어에서 온 단어들의 

비교급은 than 대신에 

to를 쓴다.

 •prefer v. 더 좋아하다

  I prefer coffee to 

green tea. (나는 녹차 

보다 커피를 더 좋아 

한다.)

 • superior  /  inferior  

a. 뛰어난  /  열등한

  John is superior/

inferior to Paul. 
  (John이 Paul보다 뛰

어나다  /  열등하다.)

 • senior  /  junior a. 더 

나이가 많은  /  더 어린

  Mary i s sen io r/

junior to Emily. 
  (Mary가 Emily보다 나

이가 더 많다  /  더 어 

리다.)

어법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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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43

약점유형 Board 는 ‘~하지 않도록’이라는 뜻이다.

Words |  chunk[tʃʌŋk] 상당한 양, 대량   add up (조금씩) 

늘어나다   extended[iksténdid] 길어진, 늘어난    

session[séʃTn] 시간, 기간   digest[didʒést] 완전히 이해하

다, 소화하다   reinforce[rìːinfcːRs] 강화하다    

permanent[pə́ːRmTnənt] 영속하는, 영구적인    

repertoire[répǝRtwSːR]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목록〕; 

레퍼토리   brain[brein] 수재, 우수한 두뇌의 소유자    

go over ~을 거듭 살피다, 검토하다

07~08  정답  07. ②    08. ③

지문 요약|  여러 번의 반복되는 짧은 공부 시간이 학습에 도

움이 된다.

바른 해석| 	어떤	이유로	해서	학생들은	많은	시간	동안	공

부를	해야	하며	자료를	복습할	필요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흔히	시간의	가장	

효율적인	사용은	몇	개의	어휘를	익히거나	두	쪽	정도의	

읽기를	공부할	수	있는	5~15분	정도의	시간이	될	것이

다.	낮	동안에	학습할	자료를	갖고	다니면	여기서	조금	배

우고	저기서	조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적은	양이	모여서	쌓이게	된다.	물론	더	복

잡한	내용을	소화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문제들을	풀기	

위해	긴	공부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긴	학습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강화하는	더	짧은	여러	번의	공부	시

간을	가짐으로써	아주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틴어	단어	책의	한	페이지를	선택하고	10분	후에	그	단

어들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약	5분	

후에	각도에	관한	규칙들을	기억하는지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다.	5분	후에	할당된	학습	자료의	페이지를	읽거나	

2~3문제를	풀	수	있다.	여러분이	만드는	각각의	투자는	

학습한	내용을	강화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

든	목록의	영원한	부분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종류의	학습이	반복을	필요로	한다.	어떤	것을	한	번	

읽어서	배우게	되리라고	기대하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사

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재’라고	불리는	학생들

조차도	대개	그	학습	자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반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다.

쉬운 해설| 	07	여러	번의	반복되는	짧은	공부	시간이	학

습한	내용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글

이므로	②	‘짧은	공부	시간에	의해	강화되는	학습’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지혜를	획득하는	과정으로서의	학습

③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학습

④	학습	유형과	가르치는	것에	대해	그것이	갖는	의미

⑤	서로	다른	과목과	과업에	대한	학습	전략

08	학습은	한	번	보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아무

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	번	반복해야	완

전하게	배울	수	있다는	내용이	빈칸	뒤에	이어지고	있으

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반복’이다.

①	흥미			

②	훈육			

④	지능			

⑤	협동

구문 이해|  25행: I t  i s  i m p o r t a n t  f o r y o u  [t o  

understand this / so you won’t expect to learn 

something from reading it once].

 It은 가주어이며 to understand 이하가 진주어이다. for 

you는 to understand의 의미상 주어이다. <so ~ won’t>

check, examine,  

inspect, go over
 • check: (무엇이 올바

른지, 상태가 좋은지, 

안전한지, 만족스러운

지를) 점검〔확인〕하다

  Check your work 

before handing it in. 

  (과제물을 제출하기 전

에 점검하라.)

 • examine: (무엇이 잘

못되거나 문제가 될 만

한 것이 없는지) 점검

〔검사〕하다

  The goods were 

e x a m i n e d  f o r  

damage on arrival. 
  (그 물품들은 도착 당시

에 파손된 것이 없는지 

점검을 했다.)

 • inspect: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지) 조사〔점

검〕하다

  M a k e  s u r e  y o u 

inspect the goods 

before signing for 

them.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물품을 살펴보아라.)

 • go over: (실수, 손상, 

위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하다

  Go over your work 

for spelling mistakes 

before you hand it 

in. 

  (과제물을 제출하기 전

에 철자가 잘못된 곳이 

없는지 점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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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01  정답  ③

지문 요약|  이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구별을 구체

적으로 하지 않는 상업의 언어

바른 해석| 	상업의	언어는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다.	만

약	하와이	원주민들이	내리는	비를	묘사하는	138개의	다

른	방법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는	비가	그들의	삶에	대단

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반면에	상

업에는	이익을	위한	단지	두	개의	단어,	총이익과	순이익

만을	가지고	있다.	한	회사가	이익을	회수하는	이례적으

로	복잡한	방식은	단	하나의	숫자상으로	깔끔하고	정확한	

개념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것은	이익이	어떻게	만들어졌

는지에	대한	구별을	두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이나	장

소가	이용되었는지,	자원이	고갈되었는지,	사회가	향상되

었는지,	목숨을	잃었는지,	또는	임원실	전체가	스트레스	

상담가와	희생자를	위한	재취업	주선	서비스를	필요로	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는지를	계산에	넣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서	상업은	이익이	품질의	이익인지	아니면	수량의	이익인

지를	구별하지	않는다.

쉬운 해설| 	상업에서는	이익을	위한	두	개의	단어만이	있

으며	이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구별을	두지	않

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

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③	‘구체적인’이	가장	적절

하다.	

①	개방적인	

②	공식적인	

④	세련된

⑤	예측할	수	있는

구문 이해|  10행: It does not factor in [whether 

people or places were exploited, resources (were) 

depleted, communities (were) enhanced, lives 

(were) lost, or the entire executive suite was in 

such turmoil as to require stress consultants and 

out-placement services for the victims].

 whether가 이끄는 절은 factor in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

절이다. 반복되는 be동사 were는 생략되었다. <such ~ as 

to＋동사원형>은 ‘…할 정도의 ~’의 의미로 쓰인다.

Words |  assume[ǝsúːm] 추정하다, 생각하다    

profound[prǝfáund] 깊은, 심오한    

gross[grous] 총이익; 총계의   net[net] 순이익; 순수한    

extraordinarily[ikstrCːRdTnérǝli] 이례적으로, 대단히   

numerically[nJuːmérikəli] 숫자상으로; 숫자로 표시되어    

make no distinction 구별을 두지 않다    

factor in ~을 계산에 넣다   exploit[iksplɔ́it] 이용하다    

deplete[diplíːt] 고갈〔소모〕시키다   executive suite 임원실    

turmoil[trːRmɔil] 혼란, 소란   discern[disrːRn] 구별하다, 판

별하다

02  정답  ③

지문 요약|  어린 시절에 가르쳐야 할 옷가지 정리 습관

바른 해석|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그들	자신의	

옷을	늘	두던	곳으로	치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여러분

의	도움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셔츠와	반바지를	서랍에	깔

끔하게	넣을	수	있다.	세	살배기	나의	아들	David처럼	말

이다.	(B)	David는	깨끗한	옷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

다.	나는	그가	벽	쪽에	놓인	의자	뒤의	세탁물	바구니를	

빈	상태로	두어	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이	모든	것

을	설명해주었다.	나는	그의	서랍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C)	그렇게	하는	데	약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내

가	그에게	모든	것을	반드시	제자리에	제대로	두도록	하

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일단	알아차리자	그는	

마침내	제대로	했다.	(A)	David의	경우에서처럼,	아이들

은	가정에서	도움을	주는	방법을	배우기에	절대	너무	어

리지	않다.	한동안	그들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된다.	그것

이	결국에는	효과를	낼	것이다.

쉬운 해설| 	필자는	어린아이에게	옷가지를	정리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며	자신의	세	살배기	아들	David를	예로	

들고	있다.	이어서	David에게	옷가지	정리를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낀	(B)가	오고,	그	과정을	설명한	(C)가	이

어진다.	그리고	결론을	내는	(A)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자

연스럽다.	

구문 이해|  8행: All you have to do is [follow up with 

them for a while]. 

 All you have to do는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다. 

follow는 to가 생략된 원형부정사 형태로 be동사 is의 보어 

역할을 한다. 이처럼 be동사의 주어가 길고, do가 들어 있으

면 to가 생략되기도 한다.

15행: It took me some time and effort to do so, but 

he finally got it right / once he realized [that I was  

trying to make sure [he put everything away  

properly] ]. 

 once는 접속사로 ‘일단 ~하면’의 의미이다. that ~ 

properly는 realized의 목적어이다. he ~ properly는 

make sure의 목적어인데, 목적어인 명사절을 이끄는 that이 

생략되어 있다.

Words |  put away (언제나 두는 곳에) ~을 치우다    

neatly[niːtli] 깔끔하게   pay off 효과를 거두다, 성과를 올리다

in the long run 결국   inspect[inspékt] 조사하다    

get it right 제대로 하다   properly[prspǝRli] 제대로 

STEP1
글에 제시된 다양한 근거

와 예시 등을 통해 글의 

전체적인 흐름 파악하기

상업 언어의 특징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STEP2
글의 흐름과 빈칸 전후의 

내용 구성을 면밀히 살펴

보기

빈칸 다음 문장의 내용과 

마지막 문장의 내용을 통

해 빈칸에 들어갈 말을 

파악할 수 있다.



STEP3
빈칸 전후의 흐름과 내용

의 전환을 파악하면서 선

택지를 빈칸에 넣어 논리

적인 호응 확인하기

단어를 하나씩 빈칸에 넣

어 답을 확인한다.

유형 Solution
빈칸 추론

유의어

 • describe (묘사하다):  

depict, explain  

 • profound (깊은):  

deep 

 • extraordinarily  
(이례적으로):  

exceptionally
 • distinction(구별):  

discrimination
 • turmoi l(혼란, 소란): 

co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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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45

약점유형 Board03  정답  ①

지문 요약|  오늘날의 정보 공공 기반 시설은 우리에게 효과 

없는 엄청난 일을 하게 할 뿐이다.

바른 해석| 	공공	기반	시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오늘날

의	정보	공공	기반	시설	어떤	것에	의해서도	충족되지	못

한다.	확실히	개인용	컴퓨터는	스프레드시트(표	계산	소

프트웨어)부터	컴퓨터	이용	설계에	이르기까지의	유용한	

많은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수천	

가지의	다른	일을	쉽게	수행할	수	없다.	내	컴퓨터는	나에

게	머리	위	공간이	가장	큰	차를	찾아줄	수	없는데,	왜냐

하면	다양한	제조사들이	자기들의	데이터를	다른	형태로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

늘날의	규범이다.	다른	기계와	다른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다른	규칙을	사용한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써서	온갖	종류의	복잡한	기계장치를	사용해

야	한다.	브라우저와	웹은	이런	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데,	왜냐하면	여러분은	결국	결과에	대하여	어떤	확신도	

없이	엄청난	양의	검색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

리는	오늘날	세상에는	진정한	정보	공공	기반	시설이라는	

것은	아무	데도	없다는	결론을	객관적으로	내려야	한다.

	오늘날의	정보	공공	기반	시설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많

은	효과	없는	일을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우리를	만족시

키지	못한다.

쉬운 해설| 	오늘날	정보	공공	기반	시설은	데이터를	다른	

형태로	다른	장소에	보유하고	있고	다른	기계와	다른	소

프트웨어	패키지는	다른	규칙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엄청

난	양의	정보	검색을	하지만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내용

의	글이므로,	빈칸	(A)에는	‘	satisfy(만족시키다)’가	들어

가야	하고,	(B)에는	‘	fruitless(효과	없는)’가	들어가야	가

장	적절하다.			

②	만족시키다	–	필수적인

③	괴롭히다	–	실질적인			

④	필요로	하다	-	효과	없는	

⑤	필요로	하다	–	실질적인

구문 이해|  12행: You must stand on your head / and 

use all kinds of complicated mechanisms [to make 

any sense out of them].

 stand와 use가 병렬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to make 이

하는 부사적 용법 중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이다.

Words |  property[prspǝRti] 특성, 성질    

infrastructure[ínfrǝstrʌ̀ktʃǝR] 공공 기반 시설    

application[NplǝkéiʃTn] 응용 프로그램; 적용, 응용    

computer-aided design 컴퓨터 이용 설계(= CAD)    

headroom[hédrù(ː)m] 머리 위 공간   norm[nɔːrm] 규범    

stand on one’s head 물구나무서다; 모든 수단을 다 쓰다    

mechanism[mékǝnìzəm] 기계장치    

browser[br�uzəR] 브라우저(인터넷의 정보 검색 프로그램)    

end up 결국 ~하게 되다   assurance[ǝʃúTrǝns] 확신, 보장   

objectively[ǝbdʒéktivli] 객관적으로

04  정답  ④

지문 요약|  사형선고로 인한 죽음의 확정이 만드는 죄수의 마

음 상태

바른 해석| 	인도에서는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청원서를	인도	대통령에게	보낼	기회가	주어

진다.	때때로	사면	청원서가	처리되는	데	몇	달이	걸리기

도	한다.	그	사이에	유죄를	선고받은	죄수는	청원	결과를	

기다리면서	굉장히	긴장되어	있을	것이다.	사면	청원서

가	받아들여지면	죄수의	선고는	종신형으로	감형되지만,	

사면	청원서가	기각되면	그의	모든	기대와	걱정은	사라진

다.	이제	그의	죽음은	확실하고	그것이	그를	완전히	다른	

의식	상태로	데려간다.	요가	철학	학문에서	이것은	‘삼매

(三昧)’라고	불리곤	하는데,	이는	어떠한	갈망도	없는	마음	

상태이다.	이것은	더없는	행복의	상태로,	상황이라는	힘

이	유죄를	선고받은	죄수를	그런	상태로	몰고	간다.

쉬운 해설| 	주어진	문장은	누군가의	죽음이	확정되는	문

장의	뒤이자,	새로운	의식	상태를	설명하는	문장	앞에	와

야	한다.	따라서	마지막	청원서가	기각되어	죽음이	결정

됨을	설명하는	문장	뒤,	다른	의식	상태를	나타내는	this
가	나오는	문장	앞인	④에	들어가야	한다.

구문 이해|  3행: In India, any person [who is awarded 

capital punishment by the court] is given a chance 

[to send a mercy petition to the President of India]. 

 문장의 주어는 who가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의 수식을 

받고 있는 any person이고, 동사는 수동태 형태의 is given

이다. 능동태 문장에서 동사 give의 간접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된 문장이다. to send가 이끄는 to부정사구는 명사 a 

chanc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12행: In yogic lore this would be called “samadhi,” 

[a state of the mind [where there is no desire] ].

 samadhi와 a state of the mind ~는 동격이다. 

where ~ desire는 a state of the mind를 구체적으로 설

명해 주는 관계부사절이다.

Words |  capital punishment 사형, 극형   

mercy[mrːRsi] (사형 예정자에 대한) 사면, 감형; 자비

petition[pətíʃTn] 청원서   disposal[dispóuzəl] 처리, 처분  

in the meantime 그 사이에   condemned[kǝndémd] 유죄 

를 선고받은   sentence[séntəns] 선고, 판결    

commute[kǝmjúːt] 감형하다; 통근하다   

life imprisonment 종신형   yogic[jóugik] 요가 철학의; 

요가의   lore[lɔːR] 학문, 민간전승   bliss[blis] (더없는) 행복

STEP1
요약문을 읽으면서 대략

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오늘날의 정보 공공 기반 

시설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STEP2
글을 읽으면서 핵심이 되

는 내용을 파악하기

not met by any of 

today’s information  

i n f r a s t r u c t u re s  / 

end up do ing an  

enormous amount 

of work searching 

without any assurance 

as to the outcome


STEP3
파악한 핵심 내용을 토대

로 빈칸을 완성하고, 요

약문이 전체 글의 내용과 

어울리는지를 확인하기

(A) 정보 공공 기반 시설

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

하고 있다.

(B) 각각 다른 정보 체계

를 갖고 있어서 검색 작

업이 효과가 없다.

유형 Solution
요약문 완성

‘sentence(선고; 판결

을 내리다)’가 쓰인 표현

 • serve a sentence 

(복역하다, 형을 살다)

 • reduce a sentence 

to (~로 감형하다)

 • be under sentence 

of (~의 선고를 받다)

 • be sentenced for 

theft (절도죄로 형을  

받다)

 • be sentenced to 

death (사형을 선고 

받다)

어휘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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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06  정답  ②

지문 요약|  시간 엄수 문제로 발생한 아내와의 불화를 현명하

게 해결한 카터 대통령

바른 해석|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이었을	때	그는	때때

로	아내	Rosalyn과	불화가	있었다.	시간	엄수가	카터에

게는	늘	강박관념이었다.	아주	너무	빈번하게,	출발	시각

에서	5분	혹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시간이	벗어나도	모진	

말들의	교환으로	이어지곤	했다.	1984년	8월	18일에	카

터는	연설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날이	Rosalyn의	생일임

을	깨달았다.	당시	그는	선물을	살	시간이	없었다.	갑작스

레,	그는	선물	없이	특별한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둘러서	짧은	편지를	적었다.	“생일	축하하오.	내	

사랑의	증거로	다시는	당신의	지각에	관해서	언짢은	언급

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요.”	그는	편지에	서명하고	그것

을	봉투에	넣어서	키스를	담아서	보냈다.	지금까지	그가	

약속을	지키고	있으며	그것이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멋진	선물	중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된다.

쉬운 해설| 	(A)	약간의	불화가	있었고,	5분	혹은	그보다	

적은	시간의	벗어남	등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	Punctuality(시간	엄수)’가	들어가야	한다.		

(procrastination:	지연,	지체)

(B)	부부의	불화가	있었고,	시간	엄수를	중시하는	사람이

므로	5분	혹은	그	미만으로	늦어도	부정적인	말을	할	것

이다.	따라서	‘	bitter(신랄한)’가	적절하다.	

(sweet:	달콤한)

(C)	아내와	시간	엄수에	대해	불화가	있었으므로	특별

한	생일	선물	역시	그와	관련된	것일	것이다.	따라서		

‘	tardiness(지각)’가	들어가야	한다.

(rigidity:	엄격함)

구문 이해|  4행: All too frequently, [a deviation of five 

minutes or even less in their departure time] would 

lead to an exchange of bitter words.

 a deviation ~ time이 주어이고 조동사 would는 ‘~하

곤 했다’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낸다. lead to는 ‘~로 이어지

다’라는 뜻이다.

8행: Carter realized [it was Rosalyn’s birthday] / 

while working on a speech. 

 realiz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it was ~ birthday 앞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시간의 부사절에

서 주절과 주어가 일치하는 경우, 부사절의 <주어＋be동사>

는 생략 가능하다. while과 working 사이에는 he(＝Carter) 

was가 생략되었다.

Words |  misunderstanding[mìsʌndǝRstǽndiŋ] 말다툼, 

불화; 오해   obsession[ǝbséʃTn] 사로잡힘, 강박관념    

deviation[dìːviéiʃTn] 벗어남; 탈선    

departure[dipsːRtʃTr] 출발   all of a sudden 갑자기    

comment[kɑ́ment] 언급, 의견

05  정답  ④

지문 요약|  여름 일자리를 통해 배운 교훈

바른 해석| 	나의	부모님은	어렵게	번	1달러의	가치를	자식

들에게	보여	주는	데	헌신하셨다.	매	학년이	끝날	때,	기

말고사가	끝나자마자,	남매들과	나는	우리의	생활비를	벌

어	오도록	현관문	밖으로	재빨리	떠밀렸다.	우리를	보고	

씩	웃으면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용인되는	여름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지시하고는	문을	닫고	잠가	버렸다.	언니는	

용케도	매년	같은	고용주에게	자리를	구했지만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일자리를	결코	찾지	못했다.	결국,	나는	많

은	여름	일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내게	

여름	일자리는	대체로	저임금이고	지루한	시간	낭비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쉬운 해설| 	④의	경우	선행사	a	job을	부연	설명하는	관

계사가	들어갈	자리이다.	이어지는	절에서	전치사	 to의	

목적어가	나와야	하므로	관계부사	where가	아닌	관계대

명사	which가	와야	한다.	

①	수식	받는	dollar와	earn이	수동의	관계이므로	과거

분사	earned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②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③	과거형	동사	shut과	병렬구조를	이룬다.	

⑤	of의	목적어의	역할과	두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의	기

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구문 이해|  5행: Grinning at us, / our parents directed 

us to find an acceptable summer job, / and then 

they shut and locked the door behind us.

 Grinning at us는 부사절 As they(＝our parents) 

grinned at us에서 접속사와 주절과 동일한 주어를 생략한 

후, 동사를 현재분사구로 바꾼 분사구문이다. <direct＋목적

어＋to부정사>는 ‘~에게 …하라고 지시하다’라는 뜻이다.

11행: I’ve had many summer jobs, all of which 

have taught me [that summer jobs are usually 

low-paying and a tedious waste of time].

 all of which는 and all of them으로 바꾸어 쓸 수 있으

며, which의 선행사는 many summer jobs이다. that ~ 

time은 문장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Words |  commit[kǝmít] 헌신하다; 저지르다    

immediately[imíːdiǝtli] 즉시   shove[ʃʌv] 떠밀다    

earn one’s keep 생활비를 벌다   grin[grin] 씩 웃다   

direct[dirékt] 지시하다, 명령하다; 직행의

manage[mǽnidʒ] 용케 해내다; 운영하다    

tedious[tíːdiǝs] 지루한

which와 where(i n 

which) 중 고르기

이어지는 절에 주어가 있

고, 동사가 필요로 하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

면 where나 in which
를, 주어나 동사가 필요

로 하는 것(목적어나 보

어) 중에 하나가 빠져 있

으면 which를 고른다.

어법
Review

Jimmy Carter 
(지미 카터)

James Earl Carter, 

Jr.가 본명으로 미국 39
대 대통령이다. 1976년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

보로 출마하여 도덕주의 

정책을 내세워, G. R. 포

드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란의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에서 인질 구출 실

패를 이유로 1980년 대

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R. W. 레이건 후보에게 

져 결국 재선에 실패하였

다.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란 인질 사태에 

발목이 잡혀 실패한 대통

령으로 평가를 받지만 사

랑의 집짓기 운동 등으

로 퇴임 후에 훨씬 더 존

경받는 미국 대통령 중에 

특이한 인물로 남아 있

다. 그는 2002년 말 인

권과 중재 역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

화상을 받게 되었다.

배경 지식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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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47

약점유형 Board decreases, increases, or remains constant] 

depends on [whether the demand curve for  

reckless driving is steep or flat].

 whether가 이끄는 절이 주어와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다. 

decreases, increases, remains는 병렬구조로 연결된 동

사들이다. 

Words |  reckless[réklis] 무모한    

installation[ìnstǝléiʃTn] 설치   imply[implái] 의미하다   

fatal[féitl] 치명적인   demand curve 수요곡선   

steep[stiːp] 가파른   investigate[invéstǝgèit] 조사하다    

slightly[sláitli] 약간   casualty[kǽʒuəlti] 사상자

07~08  정답  07. ④    08. ③

지문 요약|  자동차에 설치된 안전장치로 인한 무모한 운전의 

증가 가능성

바른 해석| 	무모한	운전은	사람들이	 ‘소비하기’로	결정하

는	물건이다.	이런	소비를	위해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는

데,	일부는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

기도	한다.	대가가	줄어들	때,	가령,	차에	안전	장비의	설

치로,	우리는	무모한	운전의	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에어백과	같은	안전장치가	운전자	사망의	수의	증

가	혹은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에어백	때문

에	개별	사고가	치명적이	될	확률은	떨어질	것이다.	그러

나	정확하게	같은	이유로	사람들을	좀	더	무모하게	운전

할	것이고	그러므로	더	많은	사고를	내게	될	것이다.	운전

자	사망의	수가	줄어들지,	늘어날지	혹은	꾸준한	상태를	

유지할지는	무모한	운전에	대한	수요곡선이	가파른지	혹

은	완만한지에	달려	있다.	

대학교수인	Steven	Peterson,	George	Hoffer,	그리

고	Edward	Millner가	이	문제를	조사했을	때	그들은	에

어백이	운전자	사망의	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사실,	영향을	미치는	바가	있다면	운전자

에게	에어백을	주는	것이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할	확률을	

미세하나마	높여	준다.	에어백	때문에	운전자는	추가적인	

무모한	운전을	하게	되고	결국	에어백	자체의	안전적	장

점을	완전히	상쇄한다.

쉬운 해설| 	07	에어백과	같은	안전장치의	장착이	운전자	

사망의	수를	줄여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므로	④	‘안전장치

와	무모한	운전의	관계’가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치명적인	교통사고	감소의	이면적	이유			

②	무모한	운전으로	야기된	다양한	사상자들

③	운전자	사망	수를	줄여야	할	필요성			

⑤	무모한	운전에	대한	수요곡선은	무엇인가?

08	에어백과	같은	안전장치의	설치로	치러야	할	대가가	

줄어들고	그것이	무모한	운전의	증가로	이어져	에어백의	

장점을	상쇄시켜	버린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③	‘상쇄

하다’가	들어가야	한다.

①	충족시키다			

②	입증하다			

④	개요를	말하다			

⑤	극대화하다

구문 이해|  7행: This implies [that safety devices like 

air bags / could lead to either an increase or a 

decrease / in the number of driver deaths]. 

 상관접속사 구문 <either A or B>는 ‘A나 B 어느 한쪽’이

란 뜻으로 or에 비해 양자택일의 어감이 강하다. 이때, A와 B

에는 명사와 명사, 동사와 동사와 같이 문법상 대등한 것이  

온다. 

13행: [Whether the number of driver deaths 

a number of vs.  

the number of
 • 공통점: 뒤에 복수명사

를 동반한다. number
가 ‘수’이므로 셀 수 있

는 명사와 함께 사용되

기 때문이다.

 • 차이점: a number of
는 ‘많은 ~’ 이란 뜻으

로 복수 취급하는 반면, 

the number of는 ‘~

의 수’라는 의미로 단수 

취급한다. 따라서 수의 

일치를 묻는 어법 문제

로 출제될 가능성이 항

상 열려 있다. 

  A  n u m b e r  o f 
n a t i o n s  c l a i m  

o w n e r s h i p  o v e r 

p o r t i o n s  o f  t h e  

c o n t i n e n t  o f 

Antarctica. (많은 나

라들이 남극대륙 일부

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한다.)

  T h e n u m b e r o f 
the breast cancer 

patients has greatly 

increased. (유방암  

환자의 수가 매우 증가

했다.)

어법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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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01  정답  ③

지문 요약|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역할 바꿔 보기 

바른 해석| 	Betty는	한	광고	대행	회사의	부서장으로,	부

하	직원인	Karen과	권력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Betty가	독선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요구가	많으며,	관리

자로서	둔감하다고	불평했다.	한편	Betty는	Karen이	너

무	예민하다고	생각했고	Karen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

지	않아	과업을	완수하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불평하였다.	이러한	난국에	처하게	되자	Betty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그녀의	사장에게	의지했다.	사장은	그들이	

상대방의	지위를	맡아	역할극을	해	보도록	함으로써	그들

이	서로의	시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도록	도왔

다.	Betty는	업무	처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Karen
의	업무	스타일을	장애물로	보았고,	반면에	Karen은	

Betty에	의한	홀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단	각자의	지위

를	이해할	수	있게	되자,	그들은	업무	처리와	더불어	자신

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에	더	잘	주의를	기울일	시

간을	갖기로	서약했다.	그들은	곧	둘	모두를	위한	편안한	

소통	방법을	찾아냈다.	

쉬운 해설|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상황

에서	사장이	두	사람에게	서로	지위를	바꾸어	역할극을	

해	보도록	함으로써	원만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③	‘각자의	지위를	이해하다’가	빈칸에	들어

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①	업무	처리에	초점을	맞추다	

②	그들	나름대로의	시각을	구축하다	

④	필요한	기술을	갖추다

⑤	팀으로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하다

구문 이해|  10행: [By having them role-play being in 

the position of the other], the boss helped them see 

that neither understood the other’s perspective. 

 전치사 By가 이끄는 부사구는 ‘~함으로써’와 같이 ‘수단, 

방법’을 나타낸다. role-play는 <have＋목적어＋목적격보어

(원형부정사)>의 구조에서 목적격보어에 해당한다. <help＋목

적어＋목적격보어>의 구조에서 목적격보어는 원형부정사와 

to부정사 둘 다 취할 수 있다.

15행: [Once they were able to appreciate their 

respective positions], they vowed to take the time 

to better attend to [how they were communicating], 

in addition to getting the work done. 

 Once가 이끄는 부사절은 ‘일단 ~하게 되자’의 뜻을 나타낸

다. 의문사 how가 이끄는 명사절은 attend to의 목적어이다. 

Words |  agency[éidʒənsi] 대행 회사    

struggle[strvgl] 싸움, 전투, 투쟁    

subordinate[sǝbcːRdTnət] 부하의, 하위〔하급〕의    

autocratic[Cːtǝkrǽtik] 독선적인, 독재의    

demanding[dimǽndiŋ] 요구가 많은, 까다로운    

insensitive[insénsǝtiv] 둔감한, 무신경한    

assignment[ǝsáinmǝnt] 과제, 과업   impasse[ímpæs] 난

국, 궁지   turn to ~에게 의지하다, ~에게 도움을 청하다   

role-play[roulplèi] ~의 역할을 실제로 연기하다   

obstacle[sbstǝkl] 장애물    

mistreatment[mistríːtmǝnt] 홀대, 혹사   vow[vau] 서약하다

attend to ~에 주의를 기울이다

02  정답  ①

지문 요약|  모욕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모욕감을 느끼는 이유

바른 해석| 	우리가	모욕을	당하지	않고도	모욕감을	느끼

는	아주	많은	상황들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

이나	친한	친구들로	인해서조차	그렇다.	(A)	예를	들면,	

친한	친구의	집에서	열리는	중요한	행사의	초대장이	당신

에게	당도하지	않았다.	당신은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하

지도	않고	모욕감을	느끼기	시작하며	그	행사에	당신이	

없어서	스스로	슬퍼하고	있는	당신의	친구에게	온갖	종류

의	이유를	전가한다.	(C)	매우	그러하므로(모욕감을	심하

게	느끼고	친구를	크게	원망하므로)	당신은	그가	당신에

게	연락을	취하려	할	때	그를	피하기조차	하여	그의	고통

뿐만	아니라	당신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똑같은	일이	형

제지간에,	부자지간에,	혹은	심지어	부부지간에	발생할	

수	있다.	모든	그러한	사례들은	당신	자신의	자신감	결여

를	나타낸다.	(B)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결

코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할	것

이다.	자초지종을	통해	자신이	무시되었다는	것이	드러날

지라도	그는	그것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관계

를	재정의하고	재검토할	것이다.	

쉬운 해설| 	모욕을	당하지	않고도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	

많은	상황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주어진	글	다음에,	그	

예로	친구로부터	초대장을	받지	못해	모욕감을	느끼고	친

구를	원망하는	상황을	제시하는	내용의	(A)가	이어진다.	

모욕감이	지나쳐	그	친구를	피하기조차	한다는	내용의	

(C)가	온	다음에,	(C)의	마지막	문장에서	언급한	모욕감이	

모두	자신감의	결여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내용에	대한	부

연과	글의	결론에	해당하는	(B)가	이어지는	것이	글의	순

서로	가장	적절하다.	

구문 이해|  1행: There are a large number of  

situations [when we feel insulted without having 

been insulted]. 

 관계부사 when이 이끄는 관계사절이 a large number 

of situations를 수식하고 있다.

10행: A person [who is confident of oneself] should 

never react in a hurry but should try to find out the 

준사역동사 get
<get＋목적어＋목적격

보어>의 구조일 때, get
은 ‘~가 …하게 만들다’

의 뜻을 나타내는 준사

역동사이다. 준사역동사

로 분류하는 것은 사역동

사와 같은 뜻을 나타내지

만, 목적격보어로 원형부

정사를 쓰지 않기 때문 

이다. 

He got me to drive 

the car. <능동적 관계>

We got the job done 

by noon. <수동적 관계>

어법
Review

조동사 should의 의미

1. 당위: ~해야 한다

You should go to 

school. (너는 학교에 

가야 한다.)

2. 예상, 추측: 아마 ~일 

것이다

We should arrive 

at noon. (우리는 아마 

정오에 도착할 거야.)

3. 충고: ~하라, ~하는 

것이 좋겠다

You should stop 

worrying. (더 이상 

걱정하지 마.) 

4. 예상의 빗나감: ~해

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I t  s h o u l d  b e  

snowing now. (지금

쯤 눈이 오고 있어야 하

는데 오지 않고 있다.)

어법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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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49

약점유형 Board  전치사 like의 목적어로 쓰인 네 개의 어구가 and로 연결

된 형태이다. to seek 이하는 strategies를 수식하는 형용사

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Words |  differentiate[dìfǝrénʃièit] 차별화하다, 구분 짓다   

on account of ~을 이유로, ~때문에   

take ~ for granted ~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aviation[èiviéiʃTn] 비행   on board 기내의, 탑승하고 있는   

more or less 거의, 어느 정도   hold true 유효하다   

gourmet food 고급 식료품, 일품요리   

connection[kǝnékʃTn] <교통> 연결편    

frequent[fríːkwǝnt] 빈번한   emerge[imrːRdʒ] 등장하다, 

나오다   superiority[sǝpìTricːrǝti] 우월(성), 탁월(성)    

attribute[ǝtríbjuːt] 특성; ~의 덕분으로 돌리다

04  정답  ③

지문 요약|  팀원들 사이의 유사성 형성하기 

바른 해석| 	헌신,	태도,	열망,	그리고	목표에서	팀원들	사

이의	유사성은	긍정적인	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하

다.	팀원들은	보통	민족,	인종,	사회경제적	배경,	성격,	그

리고	능력에서	다르다.	하지만	연구는	사회경제적	배경,	

그리고	경기	경험과	같은	요인들이	팀	개념을	형성하는	

데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하지

만	다양한	부류의	선수들을	공동의	공유	목표를	위해	함

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지도자에게	달렸다.	(지도자는	

선수들을	정직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게	대해야	하는	한

편,	선수들은	비록	어떤	결정에는	전적으로	흡족하지	않

을지라도	자신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는다고	믿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도자는	공유되는	집단의	수

행	목표,	개인행동에	대한	기대,	그리고	다양한	팀	역할에	

대한	명료함과	같은	태도에서의	유사성을	조성해야	한다.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간의	유사성을	더	많이	인식하면	

할수록,	그들이	강한	팀	개념을	형성할	가능성은	더	크다.	

쉬운 해설| 	팀원들	사이의	유사성이	팀	개념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지도자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지도자가	선수들을	공정하게	대하

고	선수들은	믿고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③은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다.	

구문 이해|  5행: But research has shown that factors 

[such as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playing 

experience] are not necessarily important in  

building a team concept. 

 such as가 이끄는 어구는 ‘~와 같은’의 뜻을 나타내면

서 앞에 언급한 factors에 대한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not 

necessarily는 ‘반드시 ~인 것은 아니다’와 같은 부분부정의 

뜻을 나타낸다. 

19행: The more group members are aware of  

similarities among each other, the greater the 

probability they will develop a strong team concept. 

facts. 

 who가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이 A person을 수식하고 있

다. <never ~ but ...>의 상관접속사가 문장의 두 개의 동사를 

연결하여 ‘결코 ~하지 않고 …한다’의 뜻을 나타낸다. 

Words |  insult[insvlt] 모욕하다   function[fvŋkʃTn] 행사   

motive[móutiv] 이유, 동기   absence[ǽbsTns] 부재, 결석    

so much so that 매우 그러하므로 …하다    

agony[ǽgǝni] 고통, 고뇌   instance[ínstǝns] 사례, 실례

03  정답  ④

지문 요약|  특성화 전략의 확산과 효과의 상실

바른 해석| 	한	항공사가	안전과	같은	혜택을	이유로	스스

로를	성공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을까?	답은	부정적일	가

능성이	높다.	요즘	안전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항공

기	제작과	비행	기술의	진보는	기내	안전	수준을	향상시

켰다.	모든	항공사들이	이제는	거의	안전하다고	여겨진

다.	그	결과,	안전은	중요하고도	차별화된	혜택에서	항공	

여행	업계의	업체들	전반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일

반적인	혜택이	되었다.	이것이	진보와	발전의	자연스러운	

주기이다.	오늘날	경쟁력	있는	차별화의	혜택을	제공하는	

어떤	것도	영원히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기내	오락,	일

품요리,	연결	항공편,	빈번한	항공편	운항	프로그램과	같

은	혜택들이	모두	다른	항공사들보다	경쟁력	있는	우월성

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등장해	왔지만	대부분의	업체

들	전반에서	일반화되었다.	

	하나의	차별화	특성이	업계에서	확산되면,	그	특성은	

그것의	역할에서	효과가	있기를	멈춘다.	

쉬운 해설| 	차별화	전략으로	제시된	하나의	특성은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업계	전반으로	퍼져	나가	일반화되고,	차

별화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	(A)에는	하나의	차별화된	특성이	업계	전체

에서	일반화되는	것을	나타내도록	 ‘diffused(확산된)’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고,	(B)에는	일반화와	더불어	차별

화의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ceases(중단하

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비판받는	-	실패하다

②	비판받는	-	시작하다

③	폐지된	-	계속하다

⑤	확산된	-	입증하다

구문 이해|  3행: These days safety is taken for  

granted. 

 These days we take safety for granted.(요즘 우리

는 안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의 문장이 수동태로 전환된 

형태이다. 

14행: Benefits l ike [on-board entertainment,  

gourmet food, connections, and frequent flier  

programs] have all emerged as strategies [to seek 

competitive superiority over others] ~.

‘differ’의 파생어

different  

a. 다른, 여러 가지의

difference  

n. 차이, 구별 

differently  

ad. 다르게, 다양하게

differentiate  

v. 차별화하다, 구분 짓다

differentiation  

n. 차별화, 차이

indifference  

n. 무관심, 냉담 

indifferent 

a. 무관심한

어휘
Review

첫 문장, 때로는 두 번째 

문장까지의 내용에서 글 

전체의 주제를 명확히 파

악한 후 각 선택지에 언

급된 사항이 이 주제와 

부합하는지를 파악한다. 

글의 주제: 팀원들 사이

의 유사성의 중요성

①   사회경제적 배경, 경

기 경험은 팀 개념 형

성에 방해가 되지 않

음 → 부합

②   유사성 형성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  

→ 부합 

③   지도자가 선수들을 공

정하게 대하기  

→ 부합하지 않음

④   지도자의 태도에서의 

유사성 조성하기  

→ 부합

⑤   유사성과 팀 개념 형

성의 관계 → 부합

유형 Solution
무관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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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의: 복수의 PC를 대등하게 접속하는 네트워크 수법의)   

bypass[báipNs] 무시하다   

drawback[drɔ́ːbæ̀k] 결점   resolve[rizslv] 해결하다    

recur[rikRːR] 재발하다   log[lɔːg] (일지에) 기록하다, (컴퓨터

의 이용 등을) 로그에 기록하다 

06  정답  ②

지문 요약|  인간이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이유

바른 해석| 	당신은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을	잘	갖추고	있

기	때문에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모든	자유	시간을	그것

을	하며	보낼	것이라고	기대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연구원들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에	게으른	듯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별도의	생각하기를	기꺼이	하려는	것

(→	꺼리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인지적	구두쇠’라는	용어

를	사용한다.	마치	구두쇠가	돈	쓰는	것을	회피하려고	애

쓰듯,	인지적	구두쇠는	너무	열심히	혹은	너무	많이	생각

하는	것을	회피한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게으름의	문

제는	아니다.	생각하기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역량은	비록	대부분의	동물들보다	더	크기는	하

지만	한계가	있으므로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하기를	아껴

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사고	역량이	이미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이	더	많은	사고의	필요를	줄이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지름길을	택한다는	풍부한	증거를	갖

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누군가와의	논쟁에	참여하

고	있을	때는	열심히	생각할	것이다.	

쉬운 해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게으른	 듯	 보인다

는	내용과	생각하기에	인색하다는	내용으로	볼	때	②의		

‘willingness(기꺼이	~하려는	것)’를	‘reluctance(기꺼이	

~하려	하지	않음)’나	 ‘unwillingness(꺼려	함,	싫어함)’	

정도로	바꿔야	한다.	

구문 이해|  6행: Social psychologists use the term 

“cognitive miser” [to describe people’s reluctance 

[to do much extra thinking] ]. 

 to describe ~ thinking은 ‘~하기 위하여’의 ‘목적’

의 의미를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고, to do ~ thinking은 

reluctanc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14행: We have ample evidence [that when people’s 

capacity for thinking is already preoccupied, they 

take even more shortcuts to reduce further the 

need for thought]. 

 that 이하는 ample evidence와 동격 관계이며, 그것의 

내용을 설명하는 명사절이다. to reduce 이하는 ‘~하기 위하

여’라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다.

Words |  be equipped to do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term[tǝːRm] 용어   cognitive[ksgnǝtiv] 인지적인, 인식의    

miser[máizǝR] 구두쇠, 수전노   capacity[kǝpǽsǝti] 역량, 

능력   ample[ǽmpl] 풍부한, 충분한   

 <the 비교급 ~, the 비교급 ...>은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Words |  commitment[kǝmítmǝnt] 헌신, 전념    

aspiration[NspǝréiʃTn] 열망   ethnicity[eθnísǝti] 민족성   

socioeconomic[sOusiouEkǝnsmik] 사회경제적인

personality[pRːRsTnǽlǝti] 성격   bunch[bʌntʃ] 부류, 무리   

entirely[intáiǝRli] 전적으로   specifically[spisífikTli] 명확

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clarity[klǽrǝti] 명료함, 명확함    

probability[prSbǝbílǝti] 가능성 

05  정답  ④

지문 요약|  개인 간의 (기술) 지원의 문제점

바른 해석| 	사용자들은	이따금	P2P	방식의	지원에	의존

할지도	모르는데,	공식적인	지원	조직을	무시하고	동료나	

또	다른	부서의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관행이다.	

P2P	방식의	지원은	동료가	같은	부서의	한	사람이	그의	

일을	하기	위해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	때	효과적이다.	하지만	P2P	방식의	지원은	그것	

나름의	결점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한	동료에게	

둘	모두	해결할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복잡한	전문적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요청할	때,	그들은	그	문

제를	해결하느라	시간을	허비한다.	또는	그들이	그	문제

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도록	부정확하게	 ‘고칠지도’	모른

다.	또한	P2P	방식의	지원을	통해	해결된	문제들이	일반

적으로는	(일지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공식적인	지원	조

직이	문제들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래서	비슷한	문제들을	

경험하는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없다.		

쉬운 해설| 	(A)	a	practice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에서	in	

the	practice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적절하므로	 in	

which를	써야	한다.

(B)	부사절과	주절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부사절(when
절)의	동사가	필요하므로	asks를	써야	한다.	

(C)	solved	via	peer-to-peer	support의	수식을	받는	

problems가	부사절(because절)의	주어이므로	복수	동

사인	are를	써야	한다.	

구문 이해|  9행: For example, when a person asks 

a coworker to help solve a complex technical  

problem [that neither one has the skill to resolve], ~.

 <ask A＋to부정사>는 ‘A에게 ~할 것을 요청하다’의 의

미로 쓰인다. that이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이 a complex  

technical problem을 수식하고 있다. <neither＋명사/대명

사>는 ‘둘 다 ~하지 않다’과 같이 전체부정을 나타낸다. 

14행: Also, because problems [solved via peer-to-

peer support] are typically not logged, ~.

 과거분사 solved가 이끄는 분사구가 problems를 수식하

고 있다. 

Words |  occasionally[ǝkéiʒTnəli] 이따금, 때때로    

peer-to-peer 개인 간의, <컴퓨터> 피어 투 피어식의(P2P 방식

관계대명사 vs. <전치

사＋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관계사절

에서 주어나 목적어(보

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나 

대명사를 대신하고, <전

치사＋관계대명사> 관계

사절에서 전치사가 이끄

는 부사구를 대신한다.

He bought a house 

which had a big yard. 

(which → the house)

He bought a house 

in which a woman 

lived. (in which → in 

the house)

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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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51

약점유형 Board 에서	구매	결정과	관련된	많은	의견	교환이	일어난다는	

내용과	문장의	주어인	business가	부정어인	No를	수반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④	‘무시하다’가	빈칸에	들어

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①	신뢰하다	

②	운영하다

③	호의를	보이다	

⑤	소유하다

구문 이해|  10행: Today, more than 90% of the adult 

online population is using social media, [which 

includes many of your customers [who are networking 

with others] ]. 

 which가 이끄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절이 쓰여 

social media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who가 이

끄는 관계대명사절이 your customers를 수식하고 있다. 

14행: I f you are, you are not only losing an  

opportunity to enhance your business, but your 

absence may also be causing damage to your 

brand and reputation. 

 If you are는 앞 문장의 ignore와 관련하여 If you are 

ignoring social media(당신이 소셜 미디어를 무시하게 된

다면)의 뜻을 나타낸다. <not only ~ but also ...>의 상관접

속사가 두 개의 절을 연결하면서 ‘~할 뿐만 아니라 …하기도 

하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27행: Social media offers opportunities to a business 

[to connect and engage with its customers, build 

long lasting valuable relationships, generate new 

leads, build awareness, educate people and above 

all manage reputation]. 

 connect and engage ~, build ~, generate ~, 

build ~, educate ~, manage ~가 and로 연결되

어 to에 이어진다. to부정사구 전체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opportunities를 수식한다. 

Words |  destination[dèstǝnéiʃTn] 행선지, 목적지    

platform[plǽtfɔːRm] 기반   enhance[inhǽns] 향상시키다, 

강화하다   absence[ǽbsTns] 방심; 부재    

reputation[rèpjutéiʃTn] 명성, 평판    

multi-national[mʌ̀ltinǽʃTnl] 다국적인    

phenomenon[finɑ́mənɑ̀n] 현상   engage with ~와 관계

를 맺다   generate[dʒénǝrèit] 창출하다    

awareness[ǝwkǝRnis] 인식   hosts of 많은    

eat away 조금씩 갉아먹다, 먹어 치우다   

market share 시장점유율 

preoccupy[priːskjupài] (마음, 생각이) 뇌리를 사로잡다; 미리 

점령하다   shortcut[ʃcːRtkVt] 지름길, 손쉬운 방법    

dispute[dispjúːt] 논쟁, 논의

07~08  정답  07. ②    08. ④

지문 요약|  소셜 미디어가 기업에 주는 이점

바른 해석| 	개인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는	항상	왕이었고	

기업들은	부단히	소비자에게	다가가려	하며	새로운	것의	

선도,	피드백,	연구,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

심을	얻으려	노력한다.	소셜	미디어가	수백만	명의	사람

들의	새로운	행선지가	된	이래로	그것은	기업들이	온라인	

사업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거나	뒷받침하는	완벽한	기반

이다.	

오늘날	90%가	넘는	성인	온라인	인구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	이들과	네트워크로	연결

하고	있는	많은	당신의	고객들이	포함된다.	어떤	기업도	

더	이상	소셜	미디어를	무시할	수	없다.	당신이	그렇게	한

다면,	당신은	당신의	사업을	강화시킬	기회를	잃게	될	뿐

만	아니라	당신의	방심은	또한	당신의	브랜드와	명성에	

손상을	입힐지도	모른다.	사회적	영향은	항상	고객의	구

매	결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지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답하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개와	추천을	구하기	위해	온라인	소셜	미

디어에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다국적인	혹은	전국적인	

대형	브랜드뿐만이	아니며,	그	현상이	지역	수준에서도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즉	극장,	식당	등이	모두	소

셜	미디어상에서	토론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기업에게	소비자들과	이어져	관계를	맺고,	

오래	지속되는	귀중한	관계를	형성하며,	새로운	것의	선

도를	창출하고,	인식을	쌓으며,	사람들을	교육하고,	무엇

보다도	명성을	관리할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이	소셜	미

디어에	참여하는	것에는	많은	이점들이	있다.	반면에	참

여하지	않은	것은	당신의	시장점유율과	명성을	조금씩	갉

아먹을	수	있다.

쉬운 해설| 	07	첫	번째	문단은	소셜	미디어가	기업들의	

온라인	사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

째	문단은	소셜	미디어가	고객의	구매	결정에서	주요한	역

할을	한다는	내용이며,	세	번째	문단은	소셜	미디어가	기

업에게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다주므로	반드시	기업이	소

셜	미디어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②	‘소셜	

미디어가	기업들에게	주는	이점’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

절하다.	

①	소셜	미디어는	고객들에게	유익한가?

③	소셜	미디어가	좋은	평판을	얻어가고	있다

④	소셜	미디어:	매우	수익성이	좋은	사업

⑤	소셜	미디어가	기업들에게	미치는	미미한	영향	

08	대부분의	고객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그곳

장문 유형의 제목 추론 

문제는 특히 글 전체의 

소재나 주제, 핵심 내용

과 직결되는 어구를 사용

하여 구성되므로 각 어구

가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지를 세부적으로 검토하

여 오답을 피해야 한다. 

이 문제의 각 선택지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함

정이 도사리고 있다. 

① Customers: 고객이 

아닌 기업이 초점이다. 

③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의 평판이 아닌 

기업의 평판이 핵심 

내용이다. 

④ A Very Profitable 

Business: 소셜 미

디어는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사업을 향상시

키는 도구로 언급되 

었다. 

⑤ Little: 소셜 미디어의 

영향이 미미한 것이 

아니라 지대하다는 것

이 요지이다.

유형 Solution
장문<제목 추론>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는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에 가입한 이용자

들이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며 대인 관계망을 

형성하는 서비스를 총칭

하는 말이다. 소셜 네트

워킹 서비스와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두 용어를 

구분하자면 소셜 미디어

가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소셜 미디어의 

대표적인 예로는 SNS, 

블로그, UCC 등이 있으

며, 이를 통해 공유되는 

대상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다

양한 형태를 가진다. 

배경 지식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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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01  정답  ②

지문 요약|  범죄 발생 전 무질서 방지 

바른 해석| 	정치학자	 J a m e s 	 W i l s o n과	 범죄학자	

George	Kelling이	 ‘깨진	유리창’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지역의	치안	유지는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그들은	아무도	(치안)	유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

으면	지역이	어떻게	무질서와	범죄로	퇴락하게	될지를	설

명하기	위해	깨진	유리창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예를	들

어,	깨진	공장	유리창은	행인들에게	아무도	책임을	맡고	

있지	않거나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내	청소

년들의	돌팔매질에	의해	몇	개의	유리창이	더	깨진다.	행

인들은	아무도	거리	전체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생각

하기	시작한다.	곧	오직	젊은이들과	범죄자들만이	거리를	

사용할	준비가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갱단	활동,	마약	거

래	등을	끌어들이고,	필연적	결과로서	급기야	누군가	살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작은	무질서가	더	큰	무질서로,	그

리고	결국	강력	범죄로	이어진다.	따라서	범죄와	싸우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그것(범죄)에	선행하는	무질서와	

싸우는	것이다.	

쉬운 해설| 	‘깨진	유리창’이란	논문에	제시된	내용은	결

국	깨진	유리창과	같은	사소한	무질서가	점점	더	큰	무질

서로	이어져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를	초래한다는	것이므

로,	전반부에	전제한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	사이의	연관

성을	고려할	때,	②	‘그것(범죄)에	선행하는	무질서와	싸우

다’가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①	빈곤을	퇴치함으로써	그것(범죄)을	방지하다	

③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일자리를	제공하다

④	도시	전역에	경찰	자원을	확충하다	

⑤	그것(범죄)을	줄이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하다

구문 이해|  6행: They used the image of broken  

windows [to explain how neighborhoods might 

decay into disorder and crime] / if no one attends 

to their maintenance.

 주절과 if가 이끄는 부사절로 구성된 문장이다. to explain 

~ crime은 ‘~하기 위해’라는 뜻의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며, how가 이끄는 명사절은 to 

explain의 목적어에 해당한다.  

17행: In this way, small disorders lead [to larger  

disorders], and eventually [to serious crimes]. 

 전치사 to가 이끄는 두 개의 어구가 and로 연결되어 lead

에 이어진다. 

Words |  criminologist[krìmǝnslǝdʒist] 범죄학자    

policing[pǝlíːsiŋ] (경찰의) 치안 유지 활동   

maintenance[méintTnǝns] 유지   decay into ~으로 퇴락

하다   disorder[discːRdǝR] 무질서, 혼란   attend to ~에 관

심을 기울이다   passer-by[pnsǝRbai] 행인, 통행인    

due course 필연적 결과로

02  정답  ③

지문 요약|  잘못된 프로젝트를 과감히 종료해야 할 필요성

바른 해석| 	무수한	사례들에서,	단체,	기업,	그리고	정부

가	오래전에	종결시켰어야	할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더	많

은	돈,	시간,	그리고	여타의	자원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엄

청난	비용을	초래하였다.	(B)	유명한	사례는	‘Big	Dig’이
라고	알려진	보스턴의	건설	프로젝트인데,	그것은	혼잡한	

고속도로의	한	구간을	고속	지하	터널로	전환하도록	고안

되었다.	그것은	원래	1983년에	약	26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1995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C)	하
지만	여러	해의	지연과	늘어나는	비용은	그	말썽	많은	프

로젝트를	구제하기	위한	상승하는	(돈,	시간)	투입으로	이

어졌다.	그	7.5마일의	도로는	하루에	수백만	달러를	쓰게	

했지만,	이미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도	그	프로젝트

를	완성하는	데	들어가는	투입은	증가하기만	했다.	(A)	미
(美)	하원	의원인	Barney	Frank가	비꼬아	말했듯이,	그	

터널을	파는	것보다	그	도시를	세우는	데	돈이	덜	들었을	

지경이었다.	그	프로젝트는	완공	계획보다	10년이	더	넘

게	걸렸고,	2008년에	총비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220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쉬운 해설| 	엄청난	비용을	초래한	프로젝트들이	있어	왔

다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	다음에,	그	사례로	보스턴의	지

하	터널	건설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내용의	(B)가	이어지

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후,	이	프로젝트가	계획과는	달리	

엄청난	기간과	비용이	들게	되었다는	내용의	(C)가	온	다

음에,	글의	결론으로	잘못된	프로젝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보여	주는	내용의	(A)가	

이어지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하다.	

구문 이해|  1행: In numerous instances, groups,  

businesses, and governments have incurred huge 

costs because they continued to throw more 

money, time, and other resources into a project 

[that should have been terminated long before]. 

 that이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이 a project를 수식하고 있

다. <should＋have＋과거분사>는 ‘~했어야 했다’와 같이 과

거의 일에 대한 유감을 나타낸다.

12행: A memorable example is the construction  

project in Boston [known as the “Big Dig],” [which 

was designed to convert a congested stretch of 

highway into a high-speed underground tunnel]. 

 과거분사 known이 이끄는 분사구가 the construction 

project를 수식하고 있다. which가 이끄는 계속적 용법의 관

order/disorder의 여러 

가지 뜻

 •order 

n. 1. 명령 

 2. 주문(서)  

 3. 질서 

 4. 순서

 5. 정돈 (상태) 

 6. 체제, 체계 

v. 1. 명령하다 

 2. 주문하다

 •disorder 

n. 1. 무질서 

 2. 엉망, 어수선

 3. (정신적) 장애, 질환

어휘
Review

조동사＋have＋과거분

사(p.p.)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이 아니라 have p.p.의 

완료형이 쓰이면 현재나 

미래가 아닌 과거의 사건

이나 상황에 대한 추측, 

단정, 유감 등을 나타낸다.

 • may/migh t have 

p.p.: ~이었을지도 모

른다/몰랐다

 • would have p.p.:  

~했을 것이다

 • must have p.p.: 

~이었음에 틀림없다

 • cannot have p.p.:  

~이었을 리가 없다

 • should have p.p.:  

~했어야 했다

 • could have p.p.:  

~했을 수도 있었다

어법
Review

01 ② 02 ③ 03 ④ 04 ③

05 ③ 06 ② 07 ③ 08 ⑤ 

13 회
본문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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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유형 Board 14행: Events [that do not meet your expectancies] 

show that something might be wrong with [how 

you understand the world], so it is worth pausing to 

analyze the situation.

 that이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이 문장의 주어인 Events를 

수식하고 있다. 의문사 how가 이끄는 명사절이 전치사 with

의 목적어로 쓰였다. 

Words |  conform to ~에 순응하다, 따르다    

depart[dipsːRt] 벗어나다, 빗나가다; 떠나다   

analyze[ǽnǝlàiz] 분석하다   expectancy[ikspéktTnsi] 기대   

pause[pɔːz] 잠시 멈추다

04  정답  ③

지문 요약|  기다리는 고객이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할 

필요성

바른 해석| 	고객이	어떤	설명도	없이	기다리게	된다면	또

는	설명이	제공되었을	때,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인식은	

다르다.	기다려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어떤	정보도	경영

진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기다리게	되었을	때	고

객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상상해	보라.	예를	들면,	항공

기	이륙	지연은	탑승객들이	지연	이유에	대해	통고받을	

때보다	통고받지	않을	때	더	길게	느껴진다.	마찬가지로,	

음식점에서의	느린	서비스는	손님들이	지연	원인에	대하

여	통고받지	않을	때	더	긴	것처럼	보일	것이다.	지연	원

인이	설명되었을	때,	고객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

고	귀속성을	만들어	낼	수(계속	기다릴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의	지성과	감성에	호소하며,	그들은	더	이해할	수	있

게	된다.	이	명제가	마케팅에	관하여	함축하는	바는	지연

이	발생하게	되는	대로	고객들이	그	원인에	대해	통고받

아야	한다는	것이다.	

쉬운 해설| 	주어진	문장은	Similarly(마찬가지로)로	시작

하여	음식점에서	서비스가	지연되는	경우	손님들에게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와	

비슷한	항공기	이륙	지연에	관한	사례를	제시한	문장	다

음인	③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이해|  4행: The perception of waiting time  

differs [if customers are made to wait without any 

explanation] or [when an explanation is provided].

 주절 다음에 if가 이끄는 부사절과 when이 이끄는 부사절

이 or로 연결된 형태이다. <be made＋to부정사>는 사역동사 

make가 수동태로 사용된 형태이다. 

6행: Imagine how customers behave when they are 

made to wait [without any information coming 

from the management as to why they have to wait]. 

 <without＋명사＋동명사>의 구조는 ‘~가 …하지 않는 상

태에서’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데, 이때 명사는 동명사의 의미

상 주어로 볼 수 있다.

Words |  patron[péitrən] (단골) 손님, 고객    

계대명사절이 쓰여 선행사인 the “Big Dig”를 부가적으로 설

명하고 있다. 

Words |  incur[inkrːR] 초래하다, 유발하다   

terminate[trːRmǝnèit] 종결시키다   

representative[rèprizéntǝtiv] 하원 의원; 대표자 

wryly[raili] 비꼬는 투로   staggering[stǽgǝriŋ] 상상을 초

월하는, 어마어마한   congested[kǝndʒéstid] 혼잡한, 붐비는   

commitment[kǝmítmǝnt] (돈, 시간, 인력 등의) 투입

03  정답  ④

지문 요약|  기대의 위배와 의도적인 사고의 촉발

바른 해석|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응당	일어나야	할	일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듯	보인

다.	삶이	기대한	바에	순응할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것

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

지	못한다.	사건들이	기대하도록	배운	것으로부터	첨예하

게	벗어날	때,	사람들은	멈추어	서서	일어난	것에	대해	분

석할	것이다.	이것은	매우	유용한	패턴이다.	사람들은	그

들의	사회적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키는데,	그들의	

기대와	도식은	이러한	이해의	일부이다.	당신은	경험을	

통해	도식을	발달시키고,	그것은	당신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인도한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당신이	도식

을	갖고	있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를	알면	훨씬	더	수월

해진다.	당신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건들은	뭔가	

당신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에	잘못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	주므로	그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잠시	멈출	가

치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기대의	위배는	의도적인	사고를	촉발하

는	사건이다.	

쉬운 해설| 	우리가	가진	도식에	따라	기대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면	별생각을	하지	않지만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일

이	진행되면	그러한	일이	왜	발생했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	(A)에는	기대한	대로	일

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나타내도록	‘Violations(위배)’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고,	(B)에는	일의	진행이	기대에서	

벗어난	이유를	분석한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deliberate	

thinking(의도적인	사고)’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표현	–	공격적인	행동

②	표현	–	완전한	무관심

③	만족	-	의도적인	사고

⑤	위배	-	공격적인	행동

구문 이해|  3행: When life conforms to [what they 

expect], they don’t generally find it necessary to 

think much about it.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전치사 to의 목적어로 쓰였다. 

<find＋목적어＋목적격보어>의 구조에서 to부정사구가 목적

어에 해당하므로 그 자리에 가목적어 it을 쓰고 to부정사구를 

목적격보어(necessary) 뒤에 쓴 형태이다. 

사역동사 make의 활용

사역동사 make는 목적

어와 목적격보어를 취

하는데, 목적격보어로는 

목적어와의 관계에 따

라 원형부정사(능동적 관

계) 또는 과거분사(수동

적 관계)를 쓴다. 한편, 

<make＋목적어＋원형

부정사>가 수동태로 전환

되면 <be made＋to부

정사>의 형태가 된다.

You should not make 
y o u r  c u s t o m e r s 
wait. <능동적 관계 cf. 

Customers wait.>

Facial expressions 

make your feelings 
revealed. <수동적 관계 

cf. Your feelings are 

revealed.>

His joke made me 
laugh. 

→ I was made to 

laugh by his joke. 

어법
Review

schema(도식) 

심리학 및 인지과학에서 

생각이나 행동의 조직된 

패턴을 일컫는다. 도식은 

선입견의 정신적 구조, 

세계에 대한 관점의 측면

을 나타내는 틀, 새로운 

정보를 지각하고 조직화

하는 시스템으로서 작동

한다. 사람들은 신속하게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고 

기존의 도식에 의해 새 

지식을 정리하거나 새 지

식의 예외성을 확인해 도

식을 수정하지만, 자신의 

도식에 맞는 정보를 선호

하는 경향이 있다. 도식

은 많은 경우 생각을 자

동적으로 정리하도록 돕

기 때문에 세계를 이해하

는 데 도움을 준다.

배경 지식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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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고 있다. 

Words |  autonomous[ɔːtsnǝmǝs] 자율적인    

revenue[révənJùː] 수입   subsidize[svbsǝdàiz] 보조금을 

주다   sponsor[spsnsǝR] 후원자〔업체〕; 후원하다    

finance[finǽns] ~에 자금을 공급하다; 재정    

entertainment[èntǝRtéinmǝnt] 오락   context[ksntekst] 

배경, 상황   in exchange for ~의 대가로

06  정답  ②

지문 요약|  복식 팀의 바람직한 선수 구성

바른 해석| 	두	명으로	구성된	팀(복식	팀)이	경기를	할	때	

그들이	능력	면에서	근접하다면	명백히	최고로	함께할	수	

있다.	성공에	대한	최고의	예측	변수는	두	선수의	평균	능

력인데,	파트너	사이의	커다란	능력	차이는	경기력에	부

정적	영향을	끼친다.	능력	면에서	팀	동료들이	근접할수

록	그들은	그들의	조합된	능력을	십분	발휘할	가능성이	

더	높다.	능력이	더	우월한	선수가	더	열등한	선수와	짝을	

이루었을	때는	흔히	전자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

한다.	마찬가지로	경험이	풍부한	팀들은	더	약한	선수를	

재빨리	파악하여	표적으로	삼고	대다수의	공을	그	사람에

게	때린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유형의	팀들은	대개	가장	

약한	선수만큼만	잘한다.	보통	최고의	복식	팀들은	그들

의	기술을	조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한	명의	스타와	다

른	한	명의	그저	그런	선수로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	주

는	매우	뛰어난	두	명의	선수로	구성된다.	

쉬운 해설| 	(A)	두	선수가	능력	면에서	매우	근접할	때	

경기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했고,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친다는	내용과	연관되므로	 ‘차이,	다름’이란	뜻의		

difference가	적절하다.	(similarity:	비슷함)

(B)	복식	팀의	두	선수	중	상대	팀의	집중	공격을	받는	대

상은	실력이	더	낮은	사람이므로	‘weaker(더	약한)’가	적

절하다.	(stronger:	더	강한)

(C)	복식	팀의	두	선수가	자신의	파트너를	위해	하는	일이

므로	‘complement(보완하다)’가	적절하다.	

(contradict: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다)	

구문 이해|  6행: The closer teammates are in ability, 

the more likely they are to fully use their combined 

abilities.  

 <the 비교급 ~, the 비교급 ...>은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15행: Usually, the top doubles teams are made up 

of two very good players [who complement each 

other] rather than one star and another adequate 

player [who have trouble combining their skills]. 

 who가 이끄는 두 개의 관계대명사절이 각각 two very 

good players와 one star and another adequate 

player를 수식하고 있다. 

Words |  apparently[ǝpǽrǝntli] 확연하게, 분명히   

inform[infcːRm] 통고하다, 알리다   perception[pǝRsépʃTn] 

인식   management[mǽnidʒmǝnt] 경영(진), 관리(진)    

passenger[pǽsəndʒǝR] 탑승객, 승객    

rationalize[rnʃTnǝlAiz] 합리적으로 생각〔행동〕하다    

attribution[NtrǝbjúːʃTn] 귀속, 귀착시킴    

sense and sensibility 지성과 감성    

implication[ímplikèitʃTn] 함축, 암시    

proposition[prSpǝzíʃTn] 명제   

as and when ~하게 되는 대로, ~하는 한

05  정답  ③

지문 요약|  대중매체에 대한 광고의 영향력

바른 해석| 	광고는	소비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에

도	영향을	미친다.	매체는	원하는	만큼	자율적이지	못한

데,	대부분의	수입이	광고주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부	보조금을	받는	뉴스	매체들조차	광고와	후원	

업체에	점점	더	의존적이	되어	가고	있다.	광고가	없는	정

부	보조금을	받는	TV	방송국들은	그들이	취재하는	행사

들이	후원	업체에	의해	재정	지원을	받기	때문에	후원	업

체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오늘날	현대사

회에서	거의	모든	주요한	문화	행사들이	후원금에	의존한

다.	예를	들어,	대형	스포츠	행사에서	보통	후원	업체들

이	그	행사의	계획과	시행의	모든	세부	사항에서	최종	결

정권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많은	영화와	기타의	오락	프

로그램들이	재정적	기부의	대가로	영화나	쇼의	배경에	그

들의	상품이	배치되도록	하는	후원	업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쉬운 해설| 	주절과	because가	이끄는	부사절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부사절의	동사가	없으므로	③의	being을	are로	

바꿔야	한다.	

①	동사	wish의	목적어로	to부정사를	쓴	것은	적절하다.

②	현재진행형으로	사용된	동사	become의	보어로	형용

사를	쓴	것은	적절하다.	

④	동사	have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를	쓴	것은	적절

하다.

⑤	<have(사역동사)＋목적어＋목적격보어>의	구조에서	

목적어와	목적격보어가	수동	관계이므로	목적격보어로	

과거분사를	쓴	것은	적절하다.	(cf.	Their	products	are	

placed	in	the	context	~.)

구문 이해|  8행: ~ because the events [they are  

reporting on] are financed by sponsors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관계사절이 the events를 수식하고 

있다. 

14행: Likewise, many films and other entertainment 

programs are influenced by sponsors [having their 

products placed in the context of the film or show 

in exchange for their financial contribution].

 현재분사 having이 이끄는 분사구가 sponsors를 수식하

PPL(＝Product  

Placement, 간접광고)

대표적인 간접광고의 일

종으로 TV나 영화 속에

서 특정 기업의 제품이

나 브랜드 등을 삽입하여 

소비자들의 잠재의식 속

에 자연스럽게 상품의 이

미지를 심고 갖고 싶다

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도

록 하는 것이다. 채널을 

돌려 버리면 끝인 상업광

고에 비해 영화나 드라마 

속의 PPL은 시청자들에

게 큰 저항감 없이 무의

식적으로 제품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광고 마케팅 전략 

이다.

배경 지식
Upgrade

complement의 파생

어/유사어

complement 

v. 보완하다, 보충하다 

n. 보완(물), 보충(물) 

complementary 

a. 보충하는, 상보적인

cf. compliment 

v. 칭찬하다  n. 칭찬

supplement 

v. 보충하다  

n. 보충, 추가

접두사 ‘contra- (반대, 

역)’를 포함하는 어휘

contrast n. 대조, 대비  

v. 대조하다, 대비하다

contrary a. 상반된

contradict v. 반박하

다, ~와 모순되다

contradictory a. 상반

된, 모순된

contradiction n. 모순, 

반박

어휘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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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55

약점유형 Board ②	통합

③	상호작용

④	유사성

구문 이해|  11행: The only way [to communicate 

across such distances] was [for messages to 

travel physically between the two locations]. 

 to communicate ~ distances는 문장의 주어인 The 

only wa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to 

travel 이하는 보어로 사용된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 for 

messages는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 해당한다. 

13행: While improved transportation technology 

increased the speed of communication throughout  

the 19th century, in the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development of the telegraph], it still 

took several days for news to travel from one city 

to the next. 

 접속사 While이 이끄는 부사절은 ‘~이지만’의 뜻을 나타

낸다. immediately preceding ~의 분사구가 the years를 

수식하고 있다. 

22행: Not until the 1840s did the technological  

innovat ion of the te legraph al low for near  

instantaneous communication over long distances 

[that were physically wired together]. 

 <not until ~>은 ‘~해서야 비로소 …하다’의 뜻을 나타

내는데, Not until이 문장을 이끌면 <조동사(did)＋주어＋

동사원형>의 어순을 취한다. that 이하는 관계사절로 long  

distances를 수식하고 있다.

Words |  distribution[dìstrǝbjúːʃTn] 배포, 보급    

routinely[ruːtíːnli] 일상적으로   perceive[pǝRsíːv] 인식하

다, 지각하다   separate[sépərèit] 분리하다   gulf[gʌlf] 격차   

location[loukéiʃTn] 지역, 위치   immediately[imíːdiǝtli] 

즉시   precede[prisíːd] 앞서다, 선행하다    

extraordinary[ikstrcːRdənèri] 특별한, 예사롭지 않은    

outbreak[áutbrèik] 발발, 발생    

instantaneous[ìnstəntéiniǝs] 동시적인, 즉시의    

distribute[distríbjuːt] 배포하다   facilitate[fǝsílǝtèit] 용이

하게 하다

considerable[kǝnsídərǝbl] 상당한   superior[sǝpíTriǝR] 

우월한, 우수한   inferior[infíTriǝR] 열등한   the former 전자   

majority[mǝdʒcːrǝti] 대다수   double[dvbl] 복식 경기    

adequate[ǽdikwǝt] 그저 그런, 그런대로 쓸 만한

07~08  정답  07. ③    08. ⑤

지문 요약|  최초로 물리적 거리라는 장애물을 극복한 전신 

바른 해석| 	수세기	동안,	인쇄	매체는	책,	신문,	팸플릿

의	형태로,	먼	곳으로부터	폭넓은	독자층에	도달하기	위

한	유일한	수단으로써	이용되었다.	하지만	물리적	배포의	

필요성은	인쇄	매체	제품을	제한했다.	예들	들어,	소식은	

말,	기차,	또는	선박이	그것을	옮겨갈	수	있는	만큼	빠르

게,	그리고	멀리	이동했다.	정보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

동하는	데	일상적으로	4주에서	8주가	걸렸다.	우리가	이

제는	매우	짧다고	인식하는	거리조차도	엄청난	통신	격차

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런	거리를	가로질러	통신하는	유

일한	방법은	메시지가	두	지역	사이를	물리적으로	이동하

는	것이었다.	개선된	수송	기술이	19세기	전반에	걸쳐	통

신의	속도를	증가시키기는	했지만,	전신(電信)의	발달	직

전의	시기에는	여전히	소식이	한	도시에서	다음	도시로	

이동하는	데	여러	날이	걸렸다.	명절	인사부터	전쟁	발발	

소식에	이르기까지의	일상적인,	그리고	특별한	정보	둘	

다	오늘날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느린	속도로	이동하였다.	

184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전신의	기술적	혁신은	물리

적으로	서로	전선으로	연결된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에서	

거의	동시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하였다.	처음으로	수송과	

장거리	통신	사이의	분리가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닿지	못했으므로	전신은	대중매체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신문을	통한	정보의	배포를	정말로	가속화하였다.	기자들

은	뉴스	기사를	인쇄하여	지역적으로	배포할	신문사에	그	

기사를	장거리에서도	즉시	보냈다.	1876년	전화의	발명

은	기자들의	일을	용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더	폭넓은	

이용	가능한	개인	장거리	통신의	길을	열었다.	

쉬운 해설| 	07	첫	번째	문단은	전신	기술이	발달하기	이

전에	인쇄	매체가	물리적인	거리를	이동해야만	전파될	수	

있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단은	전신의	기술적	혁신

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	거의	동시적인	통신이	가

능해졌다는	내용이므로	③	‘전신:	물리적	거리를	극복한	

최초의	도구(통신수단)’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인쇄	매체의	장단점

②	전신의	기술적,	그리고	사회적	한계

④	멀리	떨어진	곳에	메시지를	보내는	상이한	방법들

⑤	인쇄	매체:	가장	오래된	형태의	통신	도구

08	전신	기술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물

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지만	전신	기술은	물

리적	이동이	전혀	필요	없으므로,	⑤	‘분리’가	빈칸에	들어

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①	경쟁	(관계)

‘loc(= place)’를 포함하

는 어휘

location n. 위치, 장소  

locate v. 위치를 파악

하다

local a. 지역의, 고장의

allocate v. 할당하다 

allocation n. 할당

(cf. 각 장소에 나누어 놓

는다는 의미에서)

relocate v. 이전하다 

relocation n. 이전

(cf. 다시 위치를 정한다

는 의미에서) 

동사구의 특이한 명사형

break out v. 발발〔발생〕

하다 

→ outbreak n. 발발, 

발생

take in v. 섭취하다 

→ intake n. 섭취 

set out v. 출발〔착수〕 

하다 

→ outset n. 착수, 시초

turn down v. 낮추다, 

내리다 

→ downturn 

n. 내림세, 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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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01  정답  ④

지문 요약|  현대식 생활 방식이 시력에 미치는 영향

바른 해석| 	현대식	생활	방식이	시력에	미치는	영향을	홍

콩에	있는	중국인	학생들의	시력과	비교하여	중국	시골에	

사는	젊은이들의	시력을	측정해서	증명하였다.	시골	환경

에서	사는	대부분의	젊은이는	정상적인	시력을	갖거나	약

간	원시였다.	반면에	홍콩에	사는	대부분의	중국인	학생

들은	근시였으며	많은	수가	상당한	정도의	근시였다.	따

라서	정상	시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몹시	근거

리에서	보는	것과	관련된	우리의	현대식	생활	방식이	시

력	발달에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고	근시를	만들어	낼지

도	모른다.	시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유전적	단

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때까지	아이들에게	야외

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독려해야	하는데,	야외에서	그들의	

눈이	멀리	있는	물체에	집중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쉬운 해설| 	근거리에서	보는	것을	필요로	하는	현대식	생

활	방식에	젖어	있는	도시의	젊은이들이	시골의	젊은이들

보다	시력이	나쁘고	근시임을	지적하면서,	시력	발달을	

위해서는	근접해서	보는	것보다는	야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④	‘그들의	눈이	멀리	있는	물체에	집중할	확률이	높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그들은	다양한	활동을	제공받을	것이다

②	그들의	감각이	신선한	공기,	햇빛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③	그들은	놀이를	통해	협동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

⑤	그들의	시야가	실내에서만큼	뚜렷하지	않을	것이다

구문 이해|  9행: ~ our modern lifestyle, [which 

involves much close-up vision], is likely to affect 

eye development and may produce myopia.

 our modern lifestyle이 문장의 주어이고 is와 may 

produce가 동사이다. 콤마(,) 뒤 which ~ vision은 주어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대명사절이다.  

Words |  document[dskjumǝnt] ~로 증명하다, ~에 대한 

증거를 보이다   farsighted[fɑ́ːRsáitid] 멀리 볼 수 있는; 원시의    

nearsighted[níǝRsAitid] 근시의    

considerable[kǝnsídərǝbl] 상당한    

desirable[dizaiTrəbl] 바람직한   genetic[dʒǝnétik] 유전적인   

cue[kjuː] 단서, 실마리   encourage[inkə́ːridʒ] 격려하다, 독

려하다

02  정답  ③

지문 요약|  명마를 다스리는 알렉산더 왕자를 대견하게 바라

보는 필립 왕

바른 해석| 	한	테살리아	사람이	Bucephalus라는	이름

의	매우	아름다운	말을	마케도니아	왕실로	가져와서는	필

립	왕에게	팔겠노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왕실의	마부들이	

그	말의	속도를	시험해	보려고	했을	때	그	말이	사납고	다

루기	어려운	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B)	그래서	왕의	어

린	아들인	알렉산더	왕자가	아버지에게	그의	기술을	시

험하도록	해	달라고	허락을	구했다.	필립	왕은	왕자에게	

Bucephalus를	타는	데	실패한다면,	왕자가	자신에게	말

의	가격과	같은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며,	마지못해	동

의했다.	(C)	알렉산더	왕자는	말의	머리	쪽으로	신속하게	

걸어가더니	말	머리를	태양	쪽으로	향하도록	돌렸는데,	

이는	말	그림자가	말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알아차렸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말을	진정시킨	다음	

말에	올라탔고,	Bucephalus는	고분고분하게	자신의	속

도를	과시했다.	(A)	왕자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던	왕실

은	큰	박수갈채를	보냈다.	필립은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	

그는	아들에게	키스하더니,	“너의	능력에	알맞은	다른	왕

국을	찾아보아라.	왜냐하면	마케도니아는	너에게	너무	작

단다.”라고	말했다.

쉬운 해설| 	테살리아	사람이	팔겠다고	나선	말이	왕실의	

마부들에	의해	제어하기	힘든	말임이	입증되었다는	주어

진	글에,	왕자가	자신의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왕의	

허락을	구하는	내용의	(B)가	이어지고,	왕자가	말을	제어

하는	내용의	(C)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어서	이에	기

뻐하는	왕과	왕실의	모습을	그린	(A)가	마지막에	오는	것

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이해|  1행: A  T h e s s a l i a n  b r o u g h t  a n  

exceptionally beautiful horse, / named Bucephalus, 

/ to the Macedonian court, [offering to sell it to King 

Philip]. 

 <bring A to B>는 ‘A를 B로 가져오다’라는 뜻이다. 과

거분사구인 named Bucephalus는 an exceptionally 

beautiful horse를 수식하고 있고, 현재분사구인 offering 

~ Philip은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16행: Alexander walked quickly to the horse’s 

head and turned it to face into the sun, for he 

had noticed [that the horse’s own shadow was  

upsetting it].

 for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관찰을 통해서 말의 문

제점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아 두었던 상황이므로 과거시제보

다 한 시제 앞선 <had p.p.> 형태의 과거완료시제를 썼다.

Words |  court[kɔːRt] 왕실, 궁정; 법정    

groom[gru(ː)m] 마부   unmanageable[ʌ̀nmǽnidʒǝbl] 어

찌할 도리가 없는, 다루기 힘든   fear[fiǝR] 걱정하다    

break into applause 박수갈채를 보내다    

‘consider’의 파생어

consider  

v. 고려하다, 숙고하다

consideration  

n. 고려; 생각

considerate  

a. 친절한; 사려 깊은

considerable  

a. 상당한, 적지 않은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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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ephalus 

(부케팔로스)

알렉산더대왕의 말이자 

고전고대 역사상 실재했

던 가장 유명한 말로, ‘소

머리’라는 뜻이다. 플루

타르코스의 ‘영웅전’에 

12살이었던 알렉산더대

왕이 처음 만난 부케팔로

스를 어떻게 길들였는지 

묘사되어 있다. 부케팔로

스는 기원전 326년 히

다스페스 강 전투에서 치

명상을 입고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경 지식
Upgrade

01 ④ 02 ③ 03 ④ 04 ④

05 ② 06 ④ 07 ③ 08 ① 

14회
본문 pp.58~61

‘applause’가 쓰인 표현

• earn applause
• get applause
• receive applause
• win applause 

(박수갈채를 받다)

• break into applause
• burst into applause 

(박수갈채를 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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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 57

약점유형 Board 깎이   significantly[signífikǝntli] 상당히, 중요하게    

satisfaction[sNtisfǽkʃTn] 만족(도)   in general 일반적으로    

contact[ksntækt] 접촉하다, 만나다   a variety of 다양한    

judgment[dʒvdʒmǝnt] 판단, 평가; 재판

04  정답  ④

지문 요약|  권장된 수면과 수행 능력 간의 관계

바른 해석| 	잠,	학습,	그리고	기억	사이의	관련에	대한	최

근	연구들은	분명하고	명료하다.	이전의	발견이	잠과	기

분을	연결	지은	반면에	가장	최근의	연구는	적절한	시점

에서	적절한	양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집중력	향상,	기억

력	향상,	그리고	학습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

고	있다.	National	Sleep	Foundation(미국	국립수면

재단)에	따르면	3세에서	5세까지의	아이들은	하루에	11
시간에서	13시간의	수면을	필요로	한다.	5세에서	10세
까지의	아이들은	 10시간에서	 11시간의	수면을,	 11세에

서	17세까지의	십	대들은	8시간	반에서	9시간	15분의	수

면을,	성인들은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필요로	한다.	

(수면의	질,	양,	성격은	우리	삶	내내	변화한다.)	권유된	

수면	시간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는	삶	속에서,	직장

에서,	교실에서	그리고	운동장에서	더	잘	구실을	한다.

쉬운 해설| 	인생의	적절한	시점에서	권장되는	수면	시간

과	근접하게	수면을	취할수록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는	내

용이므로	평생에	걸쳐서	수면의	질,	양,	성격이	바뀐다는	

내용의	④는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다.

구문 이해|  3행: While earlier findings linked sleep 

and mood, / the latest research suggests [that 

[getting the right amount of sleep at the right time] 

leads to better concentration, improved recall, and 

enhanced learning].  

 that getting ~ learning은 동사 suggests의 목적어 역

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getting ~ the right time은 동명사

구로 단수 취급하므로 단수동사가 온다.

14행: The closer we get to the recommended 

hours of sleep, the better we function in life, at 

work, in the classroom, and on the playing fields. 

 <the＋비교급 ~, the＋비교급 ...>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다’의 의미이다. the closer는 get의 보어로 사용되는 

형용사의 비교급인 반면, the better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well의 비교급이다. 전치사구 네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Words |  concentration[kSnsəntréiʃTn] 집중, 전념    

recall[rikcːl] 기억, 회상   enhance[inhǽns] 향상하다, 강화

하다   foundation[faundéiʃTn] 재단, 설립, 토대    

function[fvŋkʃTn] 역할을 하다, 구실을 다하다

reluctantly[rilvktǝntli] 마지못해, 본의 아니게    

equal to ~와 같은   obediently[oubíːdiǝntli] 고분고분하게    

show off ~을 과시하다 

03  정답  ④

지문 요약|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긍정적이 될 수 있다.

바른 해석| 	전형적인	한	실험에서,	연구자가	일부	고객들

에게	한	회사의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작은	선물을	그들

에게	제공했다.	그런	다음	짧은	거리를	두고	서	있는	두	

번째	연구자가	그들에게	자기들의	차와	텔레비전의	성능

을	평가하도록	요청했다.	그	무료	선물은	그것을	받은	고

객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즐거운	기분으

로	만들었다.	이	기분	좋은	고객들은	새롭게	얻은	손톱깎

이를	움켜쥐고서	선물을	받지	못한	고객들보다	그들의	차

와	텔레비전을	상당히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잘	알려

진	또	다른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화창한	날이나	비	오는	

날에	학생들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그	학생들에게	그들의	

현재의	행복과	일반적으로	삶에	대한	그들의	만족도에	관

하여	질문했다.	화창한	날씨	동안	만난	학생들은	비가	오

는	동안에	만난	학생들보다	기분이	더	좋았다.	그리고	화

창한	날에	만난	학생들은	자기들의	삶에	더	만족했다.

	우리의	감정의	두뇌는	온갖	종류의	판단을	우리	분위기

의	영향에	취약하도록	한다.

쉬운 해설|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면	긍정적으로	판단하

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덜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요약문의	빈칸	(A)와	(B)에는		

④	‘emotional(감정적인)	-	vulnerable(취약한)’이	들어

가야	가장	적절하다.

①	손상된	–	저항하는

②	손상된	-	취약한

③	감정적인	–	둔감한

⑤	무의식의	-	둔감한

구문 이해|  3행: Then a second researcher [standing 

a short distance away] asked them to rate the  

performance of their cars and televisions.

 현재분사구 standing ~ away가 주어인 a second 

researcher를 수식한다. 수식받는 명사와 현재분사가 능동의 

관계이다. 동사 ask는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한다.

15행: The students [contacted during fine weather] 

were in better moods than the students [contacted 

while it was raining]. 

 <명사＋과거분사>는 명사와 과거분사가 수동의 관계이다. 

전치사 during 다음에는 명사(구)가 이어지고, 접속사 while 

다음에는 <주어＋동사>가 이어진다.

Words |  rate[reit] 평가하다, 등급을 매기다   jolly[dʒsli] 

즐거운, 명랑한   clutch[klʌtʃ] 단단히 잡다, 부여잡다    

acquire[ǝkwáiǝR] 획득하다   nail-clipper[néilklìpǝR] 손톱

접속사와 전치사

서로 비슷한 뜻을 나타내

는 접속사와 전치사 용법

에 유의한다.

1. ~ 때문에 

• b e c a u s e＋주어＋ 

동사

I’m going to retire 

because I am too 

old.

• because of＋명사

(구)

I’m going to retire 

because o f my 

age.

2. ~ 동안

•while＋주어＋동사

I usual ly stay at 

home while i t is 

raining.

•during＋명사(구)

I usual ly stay at 

home during the 

rain.

3. 비록 ~이지만

• although〔though〕＋

주어＋동사

T h e y  e n j o y e d 

the i r day at the 

zoo although the 

weather was bad.

• desp i t e 〔i n sp i t e 

of〕＋명사(구)

They enjoyed their 

day a t t he zoo , 

despite the bad 

weather.

어법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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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06  정답  ④

지문 요약|  감지하기를 선호하는 사람과 직관을 선호하는 사

람들의 차이점

바른 해석| 	지각하는	명확한	방식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명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람들은	감각을	통하여	지

각하고,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감각에	없거나	절대	존재

하지	않았던	것들을	지각한다.	두	종류의	지각이	어떤	사

람의	관심을	얻으려고	경쟁한다는	것과	대부분의	사람

은	유년기부터	다른	지각보다	한	가지	지각을	더	‘즐긴다’

고	하는	것	또한	제안된다.	사람들이	감지하는	것을	선호

할	때,	그들은	자기들	주변의	현실에	매우	관심이	있어서	

어디선지	모르게	희미하게	오는	생각을	위해	관심을	거의	

할애하지	않는다.	직관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현실이	제시

하는	가능성을	추구하는	데	매우	몰두하여	그들은	좀처럼	

그것(현실)을	매우	개략적으로(→	집중하여)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감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독서가들은	이곳	페이

지에서	언급되는	것에	자기들의	관심을	국한시키는	경향

이	있다.	직관을	선호하는	독서가들은	마음에	떠오르는	

가능성에	맞추어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행간을	넘어서	

독서하는	경향이	있다.

쉬운 해설| 	감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매우	

관심이	있는	반면에,	직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현실이	

제시하는	가능성을	추구하므로	현실은	집중하여	보지	않

는다는	것이	문맥에	어울린다.	따라서	④	‘roughly(개략

적으로)’를	‘intently(집중하여)’로	고쳐	써야	한다.

구문 이해|  5행: The suggestion is also made [that 

the two kinds of perception compete for a person’s 

attention and that most people, from infancy up, 

enjoy one more than the other]. 

 병렬로 연결된 두 개의 that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

므로 주어 The suggestion과 동격을 이루는 명사절을 이끌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어가 관계대명사절이나 동격절의 수

식을 받아 길어진 경우, 주어 뒤 수식어구를 문장의 뒤로 이동

시킬 수 있다.

11행: Those people ~ are so engrossed in pursuing 

the possibilities [(that) it presents] that they seldom 

look intently at the actualities.

 <so ~ that...>은 ‘매우 ~하여 …하다’의 의미이며, it 

presents는 관계대명사절로 it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

략되어 있다.

Words |  existence[igzístTns] 존재   distinct[distíŋkt] 명

확한, 독특한   self-evident[sélfévədənt] 자명한    

infancy[ínfənsi] 유년기, 어릴 때   actuality[Nktʃuǽlǝti] 현

실(성), 실재, 사실   intuition[ìntJuíʃTn] 직관    

engross[ingróus] 몰두시키다, 열중하게 하다   

pursue[pǝRsúː] 추구하다   possibility[pSsǝbílǝti] 가능성    

confine[kǝnfáin] 국한하다, 감금하다

05  정답  ②

지문 요약|  1950년대에 성장한 세대와 오늘날 성장하는 세대

의 비교

바른 해석| 	1950년대에	성장하는	것이	때때로	혹독했음

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고,	강인하고,	자기	

동기가	부여된	어린이	집단이었다.	여기	몇	가지	시선을	

끄는	사실들이	있다.	가장	유용한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의	어린이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성장한	어린이보

다	16세에	이르면	심각한	정서적	좌절을	경험할	확률이	5
배	내지	10배	더	높다.	1950년대	이래로	미국	어린이들

과	십	대의	자살률이	1인당	10배	만큼	높아진	것으로	추

정된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10년이라는	기간에	

청소년	자살이	300%와	400%	사이로	높아졌다.	1950
년대	초중반에	초등학교에서	교사	-학생	비율이	1대	30
을	넘는	상황에서	학문적	성취는	오늘날보다	모든	학년에

서	더	높았다.

쉬운 해설| 	(A)	전치사(despite)와	접속사(although)를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뒤에	명사구가	나오므

로	despite를	써야	한다.	

(B)	 <	be	 likely＋to부정사>는	 ‘~할	것	같다’는	의미이

다.	 is	 likely	다음에	어울리는	말이	나와야	하므로	 to		

experience가	적절하다.

(C)	앞에	전치사	with가	있으므로	명사구가	와야	한다.	

따라서	앞의	명사를	부연	설명하는	현재분사	being이	되

어야	한다.

구문 이해|  5행: ~ today’s child is five to ten times 

more likely than was a child [who grew up in 

the 1950s and 1960s] to experience a serious  

emotional setback by age sixteen.

 five to ten times more는 부사구로 형용사 likely를 수

식한다. who ~ 1960s는 a child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

이며, 비교를 나타내는 접속사 than 뒤의 was a child는 주

어와 동사가 도치된 형태이다.

14행: ~ with the adult-child ratio in elementary 

classrooms being 1 to more than 30, / academic 

achievement was higher at every grade than it is 

today. 

 <with＋목적어＋보어>는 ‘~하는 상태로, ~한 채로’라는 

뜻으로 부대상황을 나타낸다. 보어 위치에는 형용사, 전치사

구, 분사 등이 올 수 있다.

Words |  sturdy[strːRdi] 튼튼한, 강인한   rigor[rígǝR] 엄함, 

엄격(함)   appealing[ǝpíːliŋ] 시선을 끄는, 매력적인    

setback[sétbæ̀k] 좌절   estimate[éstǝmèit] 추정하다    

suicide[súːǝsàid] 자살   by a factor of ~배 만큼    

per capita[pǝ̀ːRkǽpitə] 1인당의    

adolescent[Ndəlésnt] 청소년의

STEP1
밑줄 친 어휘는 글의 핵

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

므로 글 전체 내용을 파

악한다.

-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 

외에도 존재하지 않은 

것들을 지각한다.

-   감지하는 것을 선호하

는 사람과 직관을 선호

하는 사람들의 차이점

을 보여 준다.



STEP2
문맥과 각 밑줄 친 단어

가 어울리는지 대조한다.

① present → 지각이라

는 것은 있는 것 이외에

도 존재하지 않은 것을 

감지한다.

② compete → 사람들

은 두 종류의 지각 중에

서 어느 한쪽을 즐긴다.

③ spare → 실제 상황

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실제 상황이 아닌 것에 

관심을 할애하지 못한다.

④ roughly → 실제 상

황이 아니라 그것이 제시

하는 가능성을 추구하므

로 실제 상황은 집중하여 

보지 않는다.

⑤ confine → 감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은 실

제 상황에 국한시키므로 

독서할 때도 현재 페이지

에 국한한다.



STEP3
답을 고르고 문맥에 맞는 

어휘를 생각한다.

직관을 좋아하는 사람들

은 실제 상황이 제시하는 

가능성을 추구하여 실제 

상황은 집중하여 보지 않

으므로 roughly의 반의

어를 써야 한다.

유형 Solution
어휘(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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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 59

약점유형 Board is saying] ~;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명사절을 이끈다. 

이 문장에서는 전치사 for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17행: The goal in competitive interrupting is to 

ensure [that they get to speak more than the other 

person does] and [that their ideas and perspectives 

take priority].

 to ensure는 is의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의 to부

정사이고, ensur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두 개의 명사절이 병

렬로 연결되어 있다. does는 대동사로 앞의 speaks를 대신 

한다.

21행: You can probably think of [people [who 

engage in this behavior] ], [people with whom (you 

feel) you can’t get a word in edgewise].

 people who ~ behavior와 people with ~  

edgewise는 동격이며 you feel은 관계대명사절 내의 삽입

절이다. 

Words |  go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하다, 오락가락하다   

interrupt[ìntǝrvpt] (이야기를) 가로막다, 방해하다    

enthusiasm[inθúːziNzm] 열의, 열광    

clarification[klNrǝfikéiʃTn] 해명, 명시   

impending[impéndiŋ] 임박한, 절박한   

dominate[dsmǝnèit] 지배하다, 좌우하다   

interject[ìntǝRdʒékt] 불쑥 말참견하다   take control of ~을 

통제하다   ensure[inʃúǝR] 보장하다, 확실하게 하다   

engage in ~을 하다, ~에 종사〔참여〕하다    

get a word in edgewise 말참견하다   withdraw[wiðdrcː] 

(시선을) 딴 데로 돌리다; 거둬들이다; 인출하다

07~08  정답  07. ③    08. ①

지문 요약|  사람들은 대화를 지배하기 위해 말을 경쟁적으로 

가로막는다.

바른 해석| 	정상적인	대화는	일련의	말하는	‘차례’가	있다.	

여러분이	잠시	동안	말한	다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차

례를	갖도록	하면,	그	대화가	왔다	갔다	한다.	하지만	이

따금	사람들은	자기의	차례가	아닐	때	말한다.	사람들은	

많은	이유로	이야기를	가로막는다.	때때로,	그	이유는	다

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한	지지나	열의(“그래,	나는	동

의해!”)를	표현하기	위해서이고,	때때로	그것은	해명(“잠

깐,	네가	의미하는	것을	모르겠어.”)을	요청하기	위해	가

로막기	때문이며,	때때로	그것은	심지어	말하는	사람에게	

어떤	임박한	위험(“멈춰!	네가	커피를	쏟고	있어!”)을	경고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를	가로막는	것이	대화

를	지배하는	방법이다.	연구자들은	‘경쟁적인	(말)	중단’이

라는	용어를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을	때	그	대화를	통

제하기	위해서	불쑥	끼어드는	습관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

한다.	경쟁적인	가로막기의	목적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게	되도록	하며	여러분의	생각

과	관점이	우선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아

마도	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	즉	여러분이	말참견할	수	없

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있다.

연구는	대부분의	가로막기는	경쟁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

여	준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것처럼,	경쟁

적으로	가로막는	사람과	함께	대화하는	것은	좌절감을	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가	경쟁적이	됨으로써	끊

임없는	가로막기에	응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대화를	

재치	싸움으로	돌려놓는다.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그	상

호작용으로부터	시선을	딴	데로	돌린다.

쉬운 해설| 	07	대화를	지배하거나	자신들의	생각과	관점

이	우선이	되도록	보장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말을	가로

막는	사람들에	대한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③	‘대

화에서의	경쟁적	가로막기’가	가장	적절하다.

①	의사소통을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

②	대화에	대한	적절한	반응

④	더	나은	정보	청취자가	되기

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	인정하기

08	대화를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말을	

가로막는	내용은	대화할	때	자기들의	생각과	관점을	우선

시한다는	내용과	상통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①	‘우

선이	되다’가	가장	적절하다.	

②	존중을	받다		

③	자연스럽게	발생하다	

④	큰	가치가	있다

⑤	자신감을	증가시키다

구문 이해|  6행: Sometimes, the reason is to express 

support or enthusiasm for [what the other person 

대동사

-   앞에 나온 동사구를 다

시 쓸 경우, 같은 동사

구의 반복을 피하고 표

현을 간결하기 위해 대

동사를 쓴다.

-   앞에 be동사가 나온 

경우에는 be동사가 대

동사가 된다. 

He ’s a di fferent, 

more con f i den t 

driver than he was 

a year ago.

-   앞에 일반동사가 나온 

경우에는 do를 대동사

로 쓴다. 

J o h n  l i k e s  t h e 

flower very much, 

as Mary does.

-   앞에 조동사가 나온 경

우에는 조동사가 대동

사가 된다.

-   앞에 완료형이 나온 경

우에는 have가 대동

사가 된다.

어법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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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01  정답  ⑤

지문 요약|  창의력에 방해되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조건화

바른 해석| 	여러분의	조건화의	범위와	정도가(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조건화되어	있는가가)	진정한	창조성으로	가

는	가장	커다란	장벽이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해	보

이고,	여러분의	속성	그	자체의	아주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이며,	여러분이	그렇게	바꾸기를	내켜	하지	않는	일상

생활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일상이	단지	과거	조건화의	

결과들일	뿐이며,	과거	조건화의	상당	부분은	여러분이	

알지도	허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치되었다는	것을	아

는	것은	대단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삶	대신에,	여러분은	어린	시절부터	환경에	의해	미리	계

획되고	다시	계획되어	온	반사적인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의	연속되는	순서를	자동으로	반복하는	무아지경	속

에서	삶의	대부분을	살아	온	것이	사실이다.	자립적이고	

숭고하고	용감한	상상력의	전사가	아니라	여러분은	단지	

중세	시대의	갑옷을	입고	있는	로봇에	불과하다.	

쉬운 해설| 어린	시절에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조건화가	

창의성을	방해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다.	따라서	조건화를	갑옷에	비유한	⑤	‘여러분은	단지	중

세	시대의	갑옷을	입고	있는	로봇에	불과하다’가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①	여러분은	전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②	여러분은	창의적인	과정을	독창성의	연습으로	본다

③	여러분은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④	여러분은	변화의	한복판에서	길	잃은	양에	불과하다

구문 이해| 2행: It comes as a great shock to know 

[that the secure and satisfying routines of your daily 

life [that seem so important to you, so central to the 

very nature of who you are, and which you are so 

reluctant to change], are only the results ~].

 It은 가주어, to know 이하는 진주어이다. know의 목

적어인 that절에서는 the secure ~ daily life가 주어이고 

are가 동사이다. 이 that절에서 that seem ~ are는 주격 

관계대명사절로 주어를 수식하고 있으며 which you are ~ 

change도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주어를 수식하고 있다. 

Words |  scope[skoup] 범위; 기회   barrier[bǽriǝR] 장벽, 

방해   routine[ruːtíːn] 일상의 과정    

reluctant[rilvktǝnt] 마지못해서 하는, 마음 내키지 않는    

install[instɔ́ːl] 설치하다   conscious[ksnʃǝs] 의식적인    

in a trance 무아지경에 빠져, 정신이 딴 데 팔려    

far from ~가 아닌   clad[klæd] (~ 옷을) 입은

02  정답  ④

지문 요약|  빽빽한 공간으로 물건을 꽉 채워 넣는 문제

바른 해석| 	우리가	차의	트렁크에	휴가용	가방을	끼워	넣

어야	할	때	우리	중	일부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항상	기어코	

끼워	넣지	못하는	가방	하나가	있는	것	같다.	(C)	보통은	

가방을	다시	좀	꾸리고	자리바꿈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

결하지만,	물건을	빽빽한	공간으로	꼭	끼워	넣는	것은	장

사의	세계에서	중대한	문제이고,	물건을	채우는	문제는	

여러	해	동안	조사의	근원이	되어	왔다.	(A)	가장	오래된	

그런	문제	중	하나는	원을	사각형	안으로	채워	넣는	것인

데,	가령	삶은	콩	통조림	깡통을	쌓아올리거나	채워	넣을	

때	슈퍼마켓	직원이	부닥치게	되는	문제이다.	(B)	그	깡통

은	원형	횡단면을	갖고	있으며	사각형의	모양으로	꼭	끼

워	넣어져야	한다.	이것은	그것들이	진열되어야	할	선반

이거나	그것들이	넣어져	운송되는	상자일	수	있다.	

쉬운 해설| 	여행용	가방을	차의	트렁크	안에	끼워	넣을	때	

꼭	하나가	남는	문제를	언급한	주어진	글	다음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C)가	이어진다.	(C)는	이	문제

가	장사의	세계에서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므로	이에	대

한	예시인	슈퍼마켓	직원을	이야기하는	(A)가	온다.	그다

음	(A)에서	언급된	통조림	깡통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하는	

(B)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구문 이해| 1행: No matter how hard some of us 

try, ~ there always seems to be one bag [that is 

determined not to fit].

	 no matter how는 ‘아무리 ~할지라도’라는 뜻으로  

however와 바꿔 쓸 수 있으며, that is determined not to 

fit은 one bag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이다.

5행: One of the oldest such problems is [that 

of packing circles into rectangles], / a problem 

[encountered by supermarket staff when stacking 

or packing tins of, say, baked beans].

 that은 같은 문장 안에서 앞의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명사로 이 문장에서는 the problem을 가리킨다. 

콤마(,)에 의해서 that ~ rectangles와 a problem 이하가 

동격을 이루고 있다. encountered ~ beans는 a problem

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Words |  fit[fit] 끼워 넣다; (장소에 들어가기에) 맞다    

boot[buːt] (차의) 트렁크, 짐 넣는 곳    

encounter[inkáuntǝR] 부닥치다, 만나다    

stack[stæk] 쌓아 올리다   pack[pæk] 채워 넣다, 꾸리다    

tin[tin] 깡통, 주석   cross-section[krɔ́ːssékʃTn] 횡단면   

display[displéi] 진열하다, 전시하다   

reshuffle[riːʃʌ́fl] 자리바꿈하다; 다시 섞다   

investigation[invèstǝgéiʃTn] 조사

STEP1
주어진 글을 읽으면서 다

음에 이어질 글의 내용을 

파악한다.

차의 트렁크 안에 가방을 

끼워 넣을 때 가방 하나

가 남게 되는 문제가 발

생한다고 했으므로, 다음

에는 이를 해결하는 내용

이 제시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STEP2
연결사, 지시어, 정관사, 

대명사 등의 글의 연결 

순서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찾는다.

(A)의 such problems
는 (C )의 p a c k i n g 

problems를 가리킨다.

(B)의 The tins는 (A)의 

tins of baked beans
를 가리킨다.

(C)의 the bags는 주

어진 글의 the holiday 

luggage를 가리킨다.



STEP3
파악된 글의 흐름을 연결

하여 선택지와 대조한다.

the holiday luggage 

→ (C) the bags /  

packing problems → 

(A) such problems / 

tins of baked beans 

→ (B) The tins로 연결

됨을 파악할 수 있다.

유형 Solution
글의 순서

01 ⑤ 02 ④ 03 ② 04 ⑤

05 ③ 06 ③ 07 ② 08 ⑤ 

15 회
본문 pp.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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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61

약점유형 Board 04  정답  ⑤

지문 요약|  아이들이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가르치는  

방법

바른 해석| 	저축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도록	배우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단	한	가지	가

장	중요한	돈의	기술이다.	저축하는	것을	배우는	데	가장	

큰	문제는	동기이다.	저축하는	것보다	쓰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으며	대부분의	어른에게	저축하려는	동기는	오로

지	어떤	재정적	재앙	이후에나	발현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아이들이	좋은	저축	습관을	지니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저금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게	된다는	

각본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은	‘소액을	맞춰	보는	저축

액	계획’을	만듦으로써	이것을	할	수가	있다.	부모는	미래

의	어느	시점까지	그	돈을	인출하면	상당한	벌칙을	받는

다는	규정과	더불어,	쓴	돈을	생각하면서	아이의	저축액

과	맞춰	보기로	합의한다.	아이들은	돈을	당장	쓰지는	못

하지만,	더	많아진	돈에	즉각적인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좋아한다.	아이들에게	돈에	관하여	가르치는	

목적은	작은	워런	버핏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감을	장려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돈에	관하여	생

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쉬운 해설| 	주어진	문장에서	돈을	당장	쓰지	못한다는	내

용과	즉각적	만족감	때문에	아이디어를	좋아한다는	내용

으로	보아	앞에는	돈을	계속	저축하고	인출하지	못한다는	

규정	또는	생각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어

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⑤이다.

구문 이해|  11행: The best way [to help kids get into 

a good saving habit] is [to create a scenario / in 

which it becomes stupid not to save].

 to help ~ habit은 주어 The best way를 수식하는 형

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고, to create ~ save는 문장의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which는 a 

scenario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대명사이며, 관계대명사절에

서 it은 가주어이고 not to save는 진주어이다.

16행: ~ that the money cannot be withdrawn until 

some point in the future without a substantial penalty.

 <cannot ~ without ...>은 ‘~하면 반드시 …하다’의 의미

이다 

Words |  immediate[imíːdiǝt] 즉각적인    

gratification[grNtǝfikéiʃTn] 만족감, 희열    

incentive[inséntiv] 동기, 자극   financial[finǽnʃəl] 재정적인   

scenario[sinɛ́Triòu] 시나리오, 각본    

savings[séiviŋz] 저축액   dollar for dollar 이 값으로, 쓴 

돈을 생각하면   stipulation[stìpjuléiʃTn] 규정, 조항, 조건    

withdraw[wiðdrc;] 인출하다   substantial[sǝbstǽnʃəl]  

상당한, 실질적인   penalty[pénTlti] 벌칙, 처벌, 벌금    

encourage[inkrːridʒ] 격려하다

03  정답  ②

지문 요약|  자신에 대한 확신을 위해 십 대에게 필요한 어른

들의 지도

바른 해석| 	십	대가	스스로를	믿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소

중하고,	유능하고	가치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는	긍정적

인	자의식을	가질	것이고	건전한	자기	이미지를	가질	것

이다.	높은	자긍심을	가진	십	대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낙천적일	것이고	목표를	달성하는	자신의	능력을	믿을	것

이다.	하지만	부모,	교사,	그리고	그의	삶에서	의미	있는	

다른	어른들이	그가	능력이	있고,	그의	모습으로	그를	인

정하며	그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	주지	않는다

면	십	대가	스스로를	믿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십	대들에

게	그들의	독특함과	개성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	

주어라.	당신이	그들에	관해서	무엇을	칭찬하고	존중하는

지를	그들에게	알려라.	그들의	장점과	재능을	인지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라.	그들이	스스로를	능력이	있고	

소중하다고	여기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특별한	과

업을	주어라.	

	십	대들이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까이	있는	어른들로부터의	인도

가	필요하다.	

쉬운 해설| 	부모,	교사	혹은	의미	있는	어른들이	십	대

를	인정해	주어야	십	대가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게	된

다는	내용이므로	(A)에는	 ‘guidance(인도)’가,	 (B)에는		

‘confident(확신하는)’가	들어가야	한다.

①	인도	–	의심하는	

③	사생활	-	확신하는	

④	사생활	-	의심하는	

⑤	동의	-	독립적인

구문 이해|  6행: It will be difficult, however, for a 

teen to believe in himself / if his parents, teachers, 

and other significant adults in his life do not show 

him [that he is competent, accepted for who he is] 

and [that he matters].

 주절은 가주어 It과 의미상 주어 for a teen, 진주어 to 

believe ~로 구성되어 있다. if절에서는 show의 직접목적어

인 that절이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11행: Let them know what you admire and respect 

about them.

 사역동사 let은 목적격보어로 원형부정사를 쓴다.

Words | valuable[vǽljuǝbl] 소중한; 값비싼    

competent[kɑ́mpǝtTnt] 유능한   worthy[wrːRði] 가치가 있는   

self-esteem[sélfistíːm] 자긍심   matter[mǽtǝR] 중요하다   

value[vǽljuː] 소중히 하다, 평가하다    

uniqueness[juːníːknis] 독특성, 유일함    

individuality[ìndǝvìdʒuǽlǝti] 개성, 특성    

capability[kèipəbíləti] 능력; 재능

Warren Buffett 
(워런 버핏)

1930년 미국 네브래스

카 주(州) 오마하에서 사

업가이자 투자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렸

을 때부터 돈을 벌고 모

으는 데 관심이 많았고 

11살 때에는 누나와 함

께 100달러의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도 

했다. 펜실베이니아 대

학 와튼 경영 대학원, 네

브래스카-링컨대학, 컬

럼비아 대학 경영 대학원

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1965년 방직회사 버크

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의 경영권

을 인수하여 지주회사이

자 투자회사로 변모시켰

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

고 경영자로 활동하고 있

다. 자신의 고향 오마하

를 거의 벗어나지 않으면

서도 주식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는다고 하여 

‘오마하의 현인(Oracle 

of Omaha)’이라고도 불

린다. 투자의 귀재라고도 

불리며 미국을 대표하는 

사업가이자 투자가이다.

배경 지식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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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06  정답  ③

지문 요약|  영웅적인 사람들은 집단에 충성스럽지 않은 성향

이 있지만 훌륭한 집단 구성원이 될 수도 있다.

바른 해석| 	영웅적인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은	고양이를	

모는	것과	약간	비슷하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

고자	하는	우두머리,	심리학자,	교사,	정치가,	그리고	심

지어	친구들도	다른	사람의	여정(생각)을	방해할	수	있다.	

집단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나치게	중대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왜냐하면	모든	이들은	집단의	결속을	

유지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두려운	것은	영웅적인	여정이	

(그것이	하는)	개인주의를	권장하는	것이어서,	영웅들은	

집단에	충성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자신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훌륭한	집단	구성원일	수	있

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집단	사고

의	성향에	맞서	기꺼이	자기주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사

람들이	그	정책을	암송하는	집단은	관련된	개인의	지능보

다	훨씬	낮은	지성	수준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

만	한	집단이	그	구성원들에게	진정한	지혜를	공유하도록	

권장할	때,	집단	지성은	어느	개인의	지성을	능가할	가능

성이	있다.	

쉬운 해설| 	(A)	영웅적인	사람들을	통제하고	집단의	결속

을	유지하길	원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사람들	스스로가	‘중

대하게(seriously)’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	문

맥상	적절하다.	(	lightly:	경시하여,	가볍게)

(B)	영웅적인	사람들은	개인주의를	권장하고,	집단	사고

의	성향에	맞서	자기주장을	고수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집

단에	충성스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loyal(충성스러운)’

이	적절하다.	(resistant:	반대하는,	저항하는)

(C)	집단	지성은	관련된	개인의	지성보다	낮다는	내용과	

반대되는	문장이	와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지혜를	공유

하게	되면	개인의	지성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surpass(능가하다)’가	적절하다.		

(imitate:	모방하다)

구문 이해|  5행: ~ discourage people from taking 

themselves too seriously ~.

 <discourage ~ from -ing>는 ‘~가 …하지 못하도록 막

다, 단념시키다’의 의미이다.

15행: Groups [in which people recite the policy] 

tend to operate ~.

 in which는 <전치사＋관계대명사>로 관계부사 where

로 바꿀 수 있다. 관계대명사절 in which ~ policy가 주어 

Groups를 수식한다.

Words |  herd[hǝːRd] (짐승을) 몰다   get one’s own way 

자기의 생각대로 하다   journey[dʒrːRni] 여정, 여행    

discourage[diskrːridʒ] 방해하다, 낙담시키다    

solidarity[sSlǝdǽrǝti] 결속, 단결    

individualism[ìndǝvídʒuǝlìzm] 개인주의   willing[wíliŋ] 

기꺼이 ~하는   stand one’s ground 자기주장을 고수하다   

05  정답  ③

지문 요약|  방언이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바른 해석| 	사람들은	특정한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자기들

의	신뢰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방언은	특

정한	지역이나	사회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	공유되는	한	

언어의	변형이다.	예를	들어,	많은	미국	사람들은	남부	출

신	언어	사용자와	뉴잉글랜드	출신의	언어	사용자	간의	

차이를	이	언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말에	기초하여	구분

할	수	있다.	남부	언어	사용자는	‘	you’를	의미하기	위해	

‘	y’all’을	말하는	것과	같이	남부	방언에	특유한	단어들을	

사용할지도	모르는	반면에	뉴잉글랜드	사람의	말은	아마

도	어떤	것을	‘	very	good’보다는	‘	wicked	good’이라고	

말하면서	그	지역의	방언을	반영할	수도	있다.	의사소통	

적응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청중에게	친숙한	방언

으로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청자의	방언과	다른	방언

을	사용할	때,	우리는	이방인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청중에게	우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할지

도	모른다.

쉬운 해설| 	③	whereas가	이끄는	절의	동사는	might	

reflect이므로	또	다른	동사	call이	이어지려면	그	앞에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그러므로	

call을	현재분사	calling으로	고쳐야	한다.

①	선행사가	복수형	variations이므로	관계대명사절의	

동사도	이에	맞추어	are로	쓴	것은	적절하다.

②	words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형용사	characteristic
의	쓰임은	적절하다.	characteristic	앞에	<주격	관계대

명사+be동사>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선행사	a	dialect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을	이끌고	

있으므로	which는	적절하다.

⑤	같은	문장	안에서	명사의	반복을	피하고자	사용되는	

대명사	that이다.	that은	the	dialect를	대신한다.

구문 이해|  18행: ~, we can appear as an outsider, 

which may lead our audience to question our  

credibility.

 which는 앞의 내용(we can appear as an outsider)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Words |  perception[pǝRsépʃTn] 인식, 지각력    

credibility[krèdəbíləti] 신뢰성, 신용    

dialect[dáiǝlèkt] 방언   variation[vKTriéiʃTn] 변형, 변화    

characteristic[kNriktǝrístik] 특유한, 독특한, 특징적인    

accommodation[ǝkSmǝdéiʃən] 적응; 숙박 설비, 편의    

outsider[àutsáideR] 외부 사람, 고립된 사람    

question[kwéstʃTn] 의문을 갖다, 의심하다

STEP1
네모 안에 있는 어휘들을 

빠르게 살핀 후 글의 중

심 내용을 파악한다.

영웅적인 사람들과 그들

에 대한 집단 통제가 글

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STEP2
네모의 전후 내용과 각 

어휘의 뜻이 일치하는지 

판단한다.

(A) 집단의 개인이 스스

로를 어떻게 여기는가?

(B) 영웅은 개인주의이므

로 집단에 대한 태도는?

(C) 진정한 지혜를 공유

한 후의 집단 지성 수준

은?



STEP3
적절한 어휘를 선택한 

후, 글을 다시 읽으면서 

문맥이 자연스러운지 확

인한다.

집단은 개인이 스스로를 

‘중대하게’ 생각하지 못하

게 하고, 영웅적 사람들

은 개인주의적이므로 집

단에 ‘충성스럽지’ 못하

다. 집단 지성은 진정한 

지혜를 공유한 후에는 개

인의 지성을 ‘능가’한다.

유형 Solution
어휘(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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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유형 Board ③	적절한	변형			

④	가능성	있는	반응

구문 이해|  6행: These buildings are the minority of 

what the Romans made;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여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이다.

13행: Their ruling class did live in the glorious 

marble structures [often shown in movies], ~.

 do동사를 써서 동사를 강조할 수 있다. 과거시제이므로 

did를 썼다. 과거분사구 often shown in movies가 앞의 명

사를 수식한다.

22행: Examine any legend of innovation, from 

inventors to scientists to engineers, and you’ll find 

similar natural omissions by history.

 <명령문, and＋주어＋동사 ...>는 ‘~해라 그러면 …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이다.

Words |  masterful[mǽstǝRfǝl] 솜씨가 능숙한, 노련한    

coliseum[kslisíːǝm] 대 경기장    

aqueduct[ǽkwǝdʌ̀kt] 도수관   bias[báiǝs] 편견을 갖게 하다

tear apart 해체하다   prowess[práuis] 훌륭한 기량〔솜씨〕    

glorious[glcːriǝs] 화려한, 영광스러운    

marble[msːRbl] 대리석   dome[doum] 둥근 천장    

legendary[lédʒəndèri] 믿기 어려운, 전설적인    

replace[ripléis] 대체하다   burn to the ground 전소하다   

omission[oumíʃTn] 누락, 생략    

deliberately[dilíbǝrǝtli] 일부러, 신중히    

compromise[ksmprǝmàiz] 손상하다, 더럽히다

tendency[téndǝnsi] 성향, 경향, 추세   recite[risáit] 암송하

다, 낭송하다   collective[kǝléktiv] 집단적인, 공동적인

07~08  정답  07. ②    08. ⑤

지문 요약|  역사에서 언급되지 않고 상실되거나 사라진 것들

을 이해해야 한다. 

바른 해석| 	만약	21세기	로마에서	산책한다면	로마인들이	

솜씨가	능숙한	건축가였다는	것은	명백하다.	수천	년의	

대	경기장,	신전,	목욕탕,	그리고	도수관이	여전히	서	있

다.	문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의해	편견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런	건축물들은	로마인들이	만든	것	중	소수이

며,	나머지는	무너지거나	그	위에	세워지거나,	묻히거나	

어떤	경우에는	다른	건축물에	사용되는	재료를	위해	해체

되었고	그래서	역사에서	상실되었다.	로마인들은	자기들

의	훌륭한	공학	기량으로	칭송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은	

항상	실수를	했고,	즉	완벽한	공학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지배	계층은	흔히	영화에서	보이는	화려한	대리석	구조물

에서	정말	살았지만,	대부분의	로마인은	수천	명을	죽인	

붕괴하기	쉬운	집에서	살았다.	

훌륭한	둥근	천장과	믿기	어려운	직선	도로에도	불구하

고,	서기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도시의	3분의	2를	불

태웠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대부분이	

전소한	것을	대체하기	위해	건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암시하고	있는	교훈은	로마보다	더	크다.	발명가에

서	과학자에서	공학자에	이르기까지	어떤	혁신의	전설이

든	조사해	보아라,	그러면	역사에	의해	비슷하게	자연적

으로	누락된	것을	발견할	것이다.	역사는	상실되거나	숨

겨졌거나	일부러	매장된	것에	관심을	둘	수	없는데,	그것

은	성공을	가능케	한	부분적인	실패가	아니라	대부분	성

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	이야기에	실종

된	일면들을	상상하지	않고서는	현재에	일이	일어나는	방

법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심각하게	손상된다.

쉬운 해설| 	07	로마의	멋진	건축물들은	로마인들이	만든	

것의	소수에	불과하다는	내용과	더불어,	역사는	많은	실

패를	논하지	않고	대부분	성공을	말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②	‘왜	역사가	완벽한	것처

럼	보이는가?’가	가장	적절하다.

①	혁신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③	로마인들이	세상에	무엇을	주었는가?			

④	다양한	건축	양식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⑤	발명가가	언제	발명품에	대하여	생각을	하는가?

08	로마의	건축물들은	역사에서	상실된	이전의	건축물들	

위에	세워진	것이고,	역사에는	누락된	내용들이	많이	있

는데,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이

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⑤	‘실종된	일면들’이	가장	

적절하다.

①	전환점			

②	평범한	사람들			

Great Fire of Rome 

(로마 대화재)

서기 64년 7월 18일 로

마에서 일어난 대화재 사

건이다.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일어난 작은 화재

가 시내로 번지면서 대형 

화재가 되었다. 대화재 

이후 재건된 로마 시내는 

도로를 정비하고 화재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수로를 늘렸다.

당시 로마제국 황제였던 

네로는 화재 소식을 듣고

는 휴가를 중단하고, 로

마에 와서 이재민에게 식

량을 공급하는 등 참사 

수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런데도 민심은 진정되

지 않았고, 심지어 네로 

황제의 방화설까지 나돌

게 되었다. 그러자 네로 

황제와 집권 세력은 이에 

대한 민심 수습책으로 신

흥 종교였던 기독교에 화

재에 대한 책임을 덮어씌

우고 기독교도를 대학살

하였다.

대화재 당시 불타는 로마 

시내를 보면서 네로가 노

래를 불렀다는 것은 과장

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기독교도들을 사회 혼란 

해결의 희생양으로 삼아 

대학살 한 것은 이후 네

로가 최초의 기독교 박해

자이자 폭군 또는 정신이

상자로 역사에 낙인찍힌 

원인이 되었다.

배경 지식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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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01  정답  ①

지문 요약|  라이브 공연의 대체품에 대한 논란 

바른 해석| 	콘서트와	같은	라이브	공연은	몇	가지	특징을	

공유한다.	특히	그것들은	재고를	정리할	수	없다.	즉,	지

금	생산했다가	나중의	판매를	위해	저장될	수	없다.	그러

한	제품의	소비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것과	같은	

시간에	발생하고,	그것(그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혹은	재

판매를	위해	중개인들에게	운송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

들이	그것(그	제품)으로	와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라이

브	공연이	녹화되고	어느	다른	상품처럼	팔릴	수	있어서	

기술로	인해	이러한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선들이	흐릿해졌

다.	하지만	어떤	콘서트의	녹화된	버전이	그	라이브	공연

의	대체품이기는	하지만,	대체의	정도는	아주	논란의	여

지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콘서트에	대해	고품질의	디지

털	녹화본을	듣는	것은	어젯밤의	대형	선수권	축구	시합

에	대한	유사한	고품질의	비디오	녹화본보다는	그	콘서트

에	대해	더	근접한	대체품일	수	있다.	고가에	팔리는	몇몇	

라이브	행사들은	대신	쓸	수	있는	정도가	완벽하지	못하

다는	것을	시사한다.

쉬운 해설| 	기술의	발달로	인해	라이브	공연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대체품의	품질에	대해

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

에는	①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

②	방법

③	과정

④	목적

⑤	원칙

구문 이해|  2행: In par t icu la r , they cannot be  

inventoried, that is, produced now and then 

stored for sale at a later time. 

 과거분사 produced와 stored는 과거분사 inventoried

와 병렬 관계를 이루어 cannot be에 공통으로 걸린다.

18행: The high prices [commanded for some live 

events] suggest that the substitutability is far from 

perfect. 

 과거분사구 commanded for some live events는 

The high prices를 수식한다. be far from perfect는 ‘미

숙하다, 완벽하지 못하다’의 의미이다.

Words |  inventory[ínvəntɔ̀ːri] (상품의) 재고 정리를 하다

take place 일어나다, 개최되다    

intermediary[ìntǝRmíːdièri] 중간의, 중간에 있는    

middleman[mídlmæ̀n] 중개인   blur[blǝːR] 흐릿해지다, 흐

릿하게 만들다   distinction[distíŋkʃTn] 구분, 차별    

commodity[kǝmsdǝti] 상품   substitute[sʌ́bstǝtJùːt] 대체

품, 대용품   debatable[dibéitəbl] 논란〔이론〕의 여지가 있는    

command[kǝmǽnd] (물건이) ~의 값에 팔리다

substitutability[sVbstǝtJùːtǝbilǝti] 대신 쓸 수 있음, 대체 가

능성

02  정답  ②

지문 요약|  경제적인 문제의 특징

바른 해석| 	인간이	원하는	것은	무한하지만	이런	원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수단은	유한하다.	어떤	

경제체제든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

체제가	모든	국민을	위한	모든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B)	그러므로	모든	경제체제는	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과	같은	그	자체의	이용	가능한	자원들

을	최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관해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것(최적의	이용)은	얼마나	많은	자원이	버터	생산

에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총을	생산하는	데는	얼마나	

많이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결정되어야	한다.	(A)	그
래서	다양한	용도에	걸친	자원의	할당에	관한	문제는	경

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것이

다.	이	문제는	단지	현재의	자원의	할당에만	관련되지	않

은	것이라고	언급될	수도	있다.	(C)	그것은	또한	미래에	

있어서의	경제적	성장과	분배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할당의	문제는	현재	자원의	최적의	할당과	관련되

고	미래	자원의	증가와	분배와	관련된	문제를	거론한다.	

쉬운 해설| 	주어진	글에서	인간이	원하는	것은	무한하지

만	유한한	자원을	가진	어떤	경제체제든	그것을	모두	만

족시킬	수는	없다고	기술한다.	(B)에서는	모든	경제체제

는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

해야	한다고	말하고	(A)에서는	다양한	용도에	걸친	자원

의	할당에	관한	문제는	단지	현재의	자원의	할당에만	관

련되지	않은	것이라고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C)에서는	

미래에	있어서의	경제적	성장과	분배에	대한	문제에도	해

당된다고	말하면서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다.	

구문 이해|  3행: It is not possible for an economy 

[to produce every kind of good for every citizen 

because no economy has unlimited resources]. 

 It은 가주어이고, to부정사구인 to produce 이하가 진주

어이다. for an economy는 to produce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낸다.

15행: ~, it has to be decided as to [how much of 

the resources should be utilized for the production 

of butter] and [how much for the production of 

guns]. 

 문장의 주어 i t은 앞 문장의 optimum use of i ts  

available resources like land, labor and capital을 가

리킨다. and를 기준으로 두 개의 의문사절 how much of ~ 

butter와 how much for ~ guns가 병렬 관계를 이룬다. 

later vs. latter
later와 latter는 둘 다 

late의 비교급 형태이지

만 의미는 다르다. later
는 시간적 개념이고, 

latter는 순서 개념이다. 

즉, later는 ‘(시간적으로) 

더 늦은, 더 늦게’라는 의

미이고, latter는 ‘(순서

상) 더 늦은, 더 뒤쪽’이

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later의 반의어는 earlier
이고, latter의 반의어는 

former라고 할 수 있다.

어법
Review

글의 순서를 묻는 문제는 

대체로 (A), (B), (C) 각각

의 맨 앞에 있는 연결사

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는 (B)의 Hence, 

(A)의 Thus 그리고 추가

의 내용을 나타내는 (C)

의 also에 유의해서 앞

뒤 문맥의 내용을 파악해

야 한다.

유형 Solution
글의 순서

01 ① 02 ② 03 ② 04 ③

05 ③ 06 ③ 07 ② 08 ④ 

16회
본문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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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65

약점유형 BoardWords |  means[miːnz] 수단, 방법   

regarding[rigɑ́ːRdiŋ] ~에 관하여    

allocation[æ̀ləkéiʃTn] 할당, 배당   be concerned with ~에 

관계가 있다   optimum[sptǝmǝm] 최적의, 최고의   

as to ~에 관해   distribution[dìstrǝbjúːʃTn] 분배

03  정답  ②

지문 요약|  사회 체계 속에 존재하는 개인

바른 해석| 	근본적인	개인주의자들은	사회	체계에	대한	

모든	논의에	반대하고,	그들은	심지어	 ‘사회’라는	단어

를	불신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모든	개인은	적어도	한	사

회	체계(또는	네트워크	혹은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엄격

히	개인주의적인	해석은	잘해야	피상적이고	최악의	경우

에	불가능하다.	Jane이	똑똑했고,	근면했으며,	금리가	낮

을	때	돈을	빌렸고,	그리고	조금밖에	없는	상품들을	거래

했기	때문에	그녀의	사업이	번창했다는	진술을	예로	들어	

보자.	똑똑하고	근면한	것은	개인의	특성인	반면,	상품,	

교환,	사업,	대출,	금리,	풍성함과	부족함이라는	개념은	

경제	체계와	관련해서만	말이	된다.	다시	말해서	Jane의	

행운은	오직	그녀의	개인적인	특성의	측면에서만	설명될	

수	없고,	이런저런	사회적	네트워크에서의	그녀의	지위에	

대한	명백한	언급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개인주의자들이	사회	체계의	개념을	부인한

다	해도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특징으로만	자신들의	

행동을	결코	설명할	수	없다.

쉬운 해설| 	아무리	근본적인	개인주의자들이	사회	체계

에	대한	논의를	반대하고,	심지어	‘사회’라는	단어를	불신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의	행동은	사회	체계	속에서	자

기들의	개인적인	특징을	발현하게	된다는	내용의	글이므

로,	빈칸	(A)에는	‘사회적인(social)’이,	(B)에는	‘개인적인

(personal)’이	가장	적절하다.

①	사회적인	-	공유되는

③	상호적인	-	공유되는

④	경제적인	-	개인적인

⑤	경제적인	-	행동의

구문 이해|  6행: Take for instance the statement 

[that Jane’s business prospered because she 

was smart and hard-working, borrowed money 

when interest rates were low, and traded in scarce  

commodities]. 

 that 이하는 the statement와 동격 관계를 이루는 명사

절이다.

10행: Whereas being smart and hard-working 

are properties of individuals, the concepts of  

commodity, exchange, business, lending, interest 

rate, plenty, and scarcity only make sense with  

reference to an economic system. 

 commodity, exchange, business, lending, interest 

rate, plenty, scarcity는 모두 동격 관계를 이루며 전치사 

of의 목적어이다. 

Words |  radical[rǽdikəl] 근본적인, 철저한; 급진적인   

object to ~에 반대하다   at best 잘해야   shallow[ʃǽlou] 

얄팍한, 얕은, 피상적인   at worst 최악의 경우에는   

interest rate 금리, 이율   trade in ~을 거래하다   

scarce[sklǝRs] 부족한, 불충분한   with reference to ~와 

관련하여   exclusively[iksklúːsivli] 오로지, 오직 ~뿐

04  정답  ③

지문 요약|  포도원법(Farm Winery Act)이 포도주 산업의 

발전에 미친 영향

바른 해석| 	포도주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법안은	아닐지	모르지만,	 1976년의	포도원법(Farm	

Winery	Act)은	마음속에	특별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소규모의	포도주	양조장에서	전국에	걸쳐	방문객

이나	소비자들에게	포도주를	직접	판매하는	길을	열었고,	

수수료와	포도주	양조장의	발전과	관련된	불필요한	요식

을	줄였다.	그	후	인터넷을	통해	그러한	생산자로부터	포

도주를	판매하는	것을	이제	보호한다는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그	법안에서	보증하는	권리들이	강화되었다.	이러

한	규정의	효과는	소규모	포도주	양조장이	포도주	상인을	

건너뛰고	일반	대중에게	직접	파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다.	그것은	또한	포도주	양조장	관광에	대한	장려책을	제

공해	왔다.	이러한	규정이	없으면	포도주	양조장	방문객

들이	포도주는	사지	못하고	자신의	방문에	대한	기념품만

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포도주	양조장들은	방문

객들을	끌어들이는	장려책을	가지고	있다.	포도밭과	포도

주	양조장을	짧게나마	여행하는	것에는	그	제품들을	맛보

고	방문객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뒤따를	수	있다.

쉬운 해설| 	포도주	양조장	관광에	대한	장려책을	제공해	

왔다고	기술하는	주어진	문장에	also가	있으므로	관광이

나	방문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곳의	바로	

앞에	와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

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③이다.	주어진	문장의	주어	It은	

③	바로	앞	문장의	this	regulation을	가리킨다.	

구문 이해|  6행: It paved the way for direct sales of 

wine from small wineries to visitors and consumers 

around the country, and decreased the fees and 

red tape involved in winery development. 

 두 번째 and를 기준으로 동사 paved와 decreased가 병

렬 관계를 이룬다.

10행: The rights [guaranteed in the act] have  

subsequently been strengthened by revisions [that 

now protect the sale of wines from such producers 

via the Internet]. 

 과거분사구 guaranteed in the act는 The rights를 수

식한다. that 이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로 revisions를 수식

부정적 의미의 접두사

부정의 반대 의미를 나

타내는 접두사에는 un-, 

dis-, i l-, im-, in-, ir-, 

mis- 등이 있다. 예를 

들어, t rust는 ‘신뢰하

다’라는 의미인 반면에  

mistrust는 ‘신뢰하지 않

다’라는 의미이다.

어휘
Review

Farm Winery Act 
(포도원법)

원래 명칭은 The New 

York Farm Winery 

Act of 1976(뉴욕 주에

서 1976년에 통과된 포

도원법)으로, 뉴욕 주의 

포도 재배자들로 하여금 

포도주 양조장을 설립해

서 일반인에게 연간 19
만 리터까지 직접 팔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다.

배경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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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음, 음표   rally[rǽli] 회복, 반등   motive[móutiv] 자극, 동기    

foe[fou] 적, 원수   vivid[vívid] 선명한, 생생한    

ominous[smənǝs] 불길한, 조짐이 나쁜    

profoundly[prǝfáundli] 깊이, 심오하게 

06  정답  ③

지문 요약|  대기업에서 여성의 승진이 더딘 이유

바른 해석| 	대기업에서	고위	대표직의	직위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더딘	진전에는	몇	가지	요인이	기여한

다.	하지만,	주요	기업의	부사장	혹은	그	이상의	수준의	

여성	임원과	남성	최고	경영자는	기업	경영에서	어떤	요

인을	여성의	승진에	대한	주요	장애물로	여기는지가	다르

다.	여성들은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로부터	자신들을	배제

하는	것과	여성에	대해	남성이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것에	

더	많은	중요성을	둔다.	그에	반해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

들은	여성들이	전반적인	관리나	(공장의)	작업	라인의	경

력이	부족하다고	두	배나	더	많이	지적하지	않는	것	같다

(→	지적하는	것	같다).	여성들은	인력	담당	업무,	보도	업

무,	그리고	법률	업무와	같이	직원	지원	기능에	더	많이	

고용되는	것	같다.	주요	기업에서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

은	일반적으로	공장	관리자와	작업부장과	같이	직접적인	

수익과	손실이	따르는	책임과	관련된	업무에	경력을	가지

고	있다.

쉬운 해설| 	In	contrast가	있으므로	앞	문장과	대조되는	

내용이	이어져야한다.	따라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여

성들이	전반적인	관리나	(공장의)	작업	라인의	경력이	부

족하다고	두	배나	더	많이	지적하는	것	같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unlikely를	likely로	고쳐야	한다.

구문 이해|  3행: ~, f ema le execu t i ves a t t he 

vice-presidential level or above and male chief 

executive officers of major corporations / differ 

as to which factors they consider to be major 

obstacles to women’s advancement in corporate 

management. 

 문장의 주어는 female executives at the vice- 

presidential level or above와 male chief executive 

officers of major corporations이고, 문장의 동사는 

differ이다.

8행: Women place more importance on [their  

exclusion from informal networks] and [male  

stereotyping of women]. 

 and를 기준으로 명사구 their exclusion from informal 

networks와 male stereotyping of women이 병렬 관계

를 이루고 있다.

Words |  contribute to ~에 기여하다   attain[ǝtéin] (특정

한 조건)에 이르다〔달하다〕   executive[igzékjutiv] (기업의) 임원   

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 CEO)   

advancement[ædvǽnsmənt] 승진   

한다.

Words |  incentive[inséntiv] 장려책, 우대책    

legislation[lèdʒisléiʃTn] (제정된) 법률   act[ækt] 법령, 조례   

pave the way for ~을 위한 길을 닦다〔상황을 조성하다〕   

red tape 불필요한 요식   involved in ~에 관련된    

subsequently[sʌ́bsikwəntli] 그 뒤에, 나중에    

revision[rivíʒTn] 개정   via[váiǝ] ~을 통해, ~을 거쳐    

bypass[báipNs] 건너뛰다   memento[mǝméntou] 기념(품)    

vineyard[vínjǝRd] 포도밭

05  정답  ③

지문 요약|  우리가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

바른 해석| 	음악은	강력하다.	“사람들을	통제하려면	음악

을	통제하라.”라고	플라톤이	본질적으로	자신의	저서	‘공

화국’에서	말했다.	그래서	정부,	종교	그리고	더	최근에는	

기업이	단지	그렇게	해	왔다.	군인들이	전쟁으로	행진해	

나가기	위해	사용되는	마음을	흔드는	밴드	음악을	생각해	

보라.	호화로운	제품을	위한	광고에서	연주되는	모차르트

의	세련된	음을	생각해	보라.	군중들에게	열기를	돋우기	

위해	프로	스포츠	행사에서	연주되는	네	개의	음으로	된	

‘반등’을	위한	자극에	대해	생각해	보라.	음을	지각하는	것

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감각인데,	그것은	

아마도	그것이	한때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이

다.	즉,	누가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우리	편인가	아니면	

적인가?	도망가야	하나	아니면	싸워야	하나?	우리는	공포	

영화에	놀라는데,	그것은	스크린상의	이미지가	선명할	때

가	아니라,	음악이	불길해지기	시작할	때이다.	요컨대	즐

거운	혹은	무서운	식으로	이성적으로	조직화된	음은	우리

가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		

쉬운 해설 | (A)	 바로	앞	문장의	 “To	 control	 the		

people,	control	 the	music”을	가리키므로	단수형인	

that이	적절하다.

(B)	군중의	입장에서는	‘열기가	돋우어지는’	수동의	의미

이므로	과거분사	energized가	적절하다.

(C)	형용사	역할을	하는	과거분사	organized를	수식하므

로	부사	rationally가	적절하다.

구문 이해|  5행: Think of the stirring band music 

[used to get soldiers to march to war].  

 과거분사구 used to 이하는 the stirring band music

을 수식한다.

14행: We get frightened at horror films, not when 

the images on the screen become vivid, but when 

the music starts to turn ominous. 

 ‘A가 아니라 B’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not A but B> 구문

이 쓰였다.

Words |  stirring[stə́ːriŋ] 마음을 뒤흔드는   

march to ~로 행진하다   refined[rifáind] 세련된    

luxurious[lʌgʒúTriǝs]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note[nout] 

Plato(플라톤)

플라톤은 기원전 427년

경 아테네의 명문가에서 

출생했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소크

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

스토텔레스의 스승으로

도 알려져 있다. 30여 편

에 달하는 대화록을 남겼

는데 그 안에 담긴 이데

아론(형이상학), 국가론 

등은 고대 서양 철학의 

정점으로 평가받는다.

배경 지식
Upgrade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반의어 

개념의 어휘가 있는 곳에 

밑줄을 쳐서 문제를 출제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도 문맥상 unlikely 
를 넣어 문장을 해석해 

보면 문맥상 글의 흐름이 

반대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의어인 l ikely
로 고쳐야 한다.

유형 Solution
어휘(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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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67

약점유형 Board 려면	자체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추론할	수	있으므로	

빈칸에는	④	‘제도화’가	가장	적절하다.

①	합법화

②	민주화

③	개별화

⑤	국제화

구문 이해|  2행: However, [if each person interprets 

the beliefs in his or her own way] and [if each 

attaches his or her own meanings to the symbols], 

the meaning system becomes so individualized 

that sacralization of common values can no longer 

occur. 

 and를 기준으로 두 개의 if절이 병렬 관계를 이루고 있다. 

<so ~ that ...>은 ‘너무 ~해서 (그 결과) …하다’의 의미이다.

11행: The group also needs methods [of designating 

leaders], [of raising funds to support their programs], 

and [of ensuring continuation of the group]. 

 of raising ~ programs와 of ensuing ~ group는 모

두 of designating leaders와 마찬가지로 methods에 이

어진다. 

Words | interpret[intrːRprit] 해석하다   attach[ǝtǽtʃ] 붙

이다; 바르다   individualized[ìndəvídʒuəlàizd] 개별화된   

revelation[rèvǝléiʃTn] (신의) 계시    

designated[dézignèitid] (특정한 자리나 직책에) 지명된, 지정

의   status[stéitǝs] 높은 지위, 신망    

authority[ǝθcːrəti] 권한   theology[θiːɑ́lədʒi] 신학 체계〔이론〕   

ensure[inʃúǝR] 보장하다    

charismatic[kNrizmǽtik] 카리스마가 있는    

undergo[VndǝRgó] 겪다   institution[ìnstǝtJúːʃTn] (특정 집

단 사이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온) 제도    

embrace[imbréis] 수용하다   reinforce[rìːinfcːRs] 강화하다   

disruption[disrʌ́pʃTn] 분열, 붕괴    

interdependent[ìntəRdipéndənt] 상호 의존적인

exclusion[iksklúːʒTn] 배제, 제외   indicate[índikèit] 지적

하다, 알리다   plant[plænt] 공장

07~08  정답  07. ②    08. ④

지문 요약|  종교의 정의와 특징

바른 해석| 	종교에는	공동의	의미	체계를	공유하는	한	집

단의	사람들이	포함된다.	하지만,	각자가	자기	자신의	방

식대로	믿음을	해석한다면	그리고	각자가	상징물에	자기	

자신의	의미를	붙인다면,	의미	체계가	너무	개별화되어	

공동의	가치에	대한	‘신성화’가	더	이상	생길	수	없다.	그

러므로	새로운	계시에	대한	어떤	통제와	심사	체계가	개

발되어야	한다.	지명된	높은	지위의	종교	지도자들이	신

학	이론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신앙에	필수적인	것을	

정의해야	한다.	그	집단에는	또한	지도자를	지명하는	방

법,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법,	

그리고	집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다음	

세대에게	의미	체계를	가르치기	위해	구성원들은	자신들

의	교육용	자료의	내용과	형태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구조

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것들을	제

작해서	배포해야	한다.	요컨대	종교가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생존하려면	제도화를	겪어야	

한다.

종교	제도는	의미	체계,	소속	체계,	그리고	구조	체계라는	

여러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성	요소들을	수용한다.	

이것들은	서로를	강화하여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조적으

로	작용하거나	혹은	이것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

다.	변화가	생길	때	그	변화는	대체로	그	체계	내의	어느	

하나에서의	분열	때문에	생긴다.	게다가	종교는	더	큰	사

회	내에서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가족,	

교육,	건강	그리고	기술	체계와	상호	의존적이면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서의	변

화는	종교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종교의	변화는	사회

의	다른	제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쉬운 해설| 	07	종교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기술하는	내용

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②	‘종교란	무엇이고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가	가장	적절하다.

①	종교	연구에	대한	접근법

③	종교와	대중문화의	이해

④	종교적	사고에	대한	진화론적인	기원

⑤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종교:	공익	만들기	

08	종교는	새로운	계시에	대한	통제와	심사	체계가	개발

되어야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신학	이론을	해석하는	권

한으로	필수적인	것을	정의해야	하며,	그	집단에는	지도

자를	지명하는	방법,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법,	그리고	집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법

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교육용	자료의	내용

과	형태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구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고도	기술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종교가	존립을	하

so ~ that  

vs. such ~ that
<so ~ that ...> 구문과 

<such ~ that ...> 구
문은 모두 ‘너무 ~해서 

(그 결과)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각

각 <so＋형용사/부사＋

that>과 <such＋부정

관사＋명사＋that>이나 

<such(＋부정관사＋형

용사)＋명사＋that>의 형

태로 쓰인다.

어법
Review

접미사 -ize, -ization
접미사 -ize는 ‘~으로 만

들다, ~화(化)하다’라는 

뜻으로 동사를 만들고, 

-ization은 -ize로 끝나

는 동사로부터 명사를 만

드는 접미사로 ‘~화(化)’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democrat (민주주의자)

→ democratization  

(민주화)

modern (현대의)

→ modernization 

(현대화)

global (세계적인)

→ globalization 

(세계화)

어휘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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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01  정답  ③

지문 요약|  우리가 어떤 건물을 볼 때의 복합적 시각

바른 해석| 	우리가	눈으로	건물을	볼	때	우리는	머리로도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이래서	

우리가	그리스의	신전을	볼	때	그것의	전통적인	속성에	

대한	우리의	기존의	지식	측면에서	그것을	보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여기에는	그것의	비율과	측량에	의해	

기술된	대로	기초가	되는	설계,	도리스양식의	나무로	된	

기원에	의해	기술된	대로	그것의	깊이	새겨진	역사,	주춧

돌,	기둥,	그리고	기둥머리와	같은	요소들을	결합한	그것

의	건축,	그리고	심지어는	기둥과	인간의	형태	사이의	그

것(비슷한	것)과	같이	그것이	관련된	비슷한	것들마저	포

함된다.	그리스의	신전에	직면할	때,	우리는	숫자와	기원,	

이름과	서신	왕래의	측면에서	그것을	본다.	대부분의	이

러한	것들은	책을	통해,	전형적으로	단어의	형태로	우리

의	머릿속에	들어왔다.

쉬운 해설|  우리가	어떤	건물을	눈으로	볼	때	단순히	눈으

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기초가	되는	개요,	거기에	

깊이	새겨진	역사,	그것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	거

기에	대해	기둥과	인간의	형태	사이의	비슷한	것	등을	머릿

속으로	생각하며	본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③	‘우리는	머리로도	그것을	보고	있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우리는	그것에	깊이	감동받는다

②	우리는	자기	자신이	그것과	친숙하게	해야	한다

④	우리는	단어로	생각할	때	가장	잘	생각한다

⑤	우리는	그것의	역사	측면에서만	그것을	보고	있다

구문 이해|  6행: These inc lude i ts underly ing 

schemata, as represented by its proportions 

and measurements; its embedded history, as  

represented by the wooden origins of the Doric 

order; its construction out of a collection of 

elements, such as base, column, and capital; and 

even the analogies with which it is associated, 

such as that between the column and the human 

form. 

 동사 include의 목적어로 its underlying schemata, 

its embedded history, its construction out of a  

collection of elements, even the analogies with 

which it is associated 등과 같이 네 가지가 쓰였다.

14행: Confronted with a Greek temple, / we see 

it in terms of numbers and origins, names and  

correspondences. 

 Confronted with a Greek temple은 분사구문으로, 과

거분사 Confronted의 앞에 Being이 생략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Words |  temple[témpl] 신전, 절, 사원    

in terms of ~면에서   preexisting[pri(ː)igzísting] 기존의   

conventional[kǝnvénʃǝnl] 상투적인, 전통적인    

attribute[ǝtríbjuːt] 속성, 특질, 특성    

underlying[vndeRlAiiŋ] 기초가 되는    

represent[rèprizént] 기술하다; 대표하다    

proportion[prǝpcːRʃTn] 비율    

measurement[méʒǝRmǝnt] 측량   embed[imbéd] (마음·

기억 등에) 깊이 새겨 두다   column[kslǝm] 기둥    

capital[kǽpətl] <건축> 기둥머리; 자본    

analogy[ǝnǽlǝdʒi] 유사, 비슷함    

confronted with ~에 직면한

02  정답  ④

지문 요약|  달의 모습과 날씨의 관계

바른 해석| 	한	계절	전체는	고사하고	앞으로	며칠	후나	일

주일	후의	일기예보를	위해	신뢰성을	가지고	사용될	수	

있는	달의	모습과	날씨	사이에는	어떤	관련성도	없다.	(C)	
날씨는	장소에	따라	그리고	하루	중	어느	시간인지에	따

라	상당히	다양하지만,	달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어

디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모습이다.	게다가	달의	모

습은	천천히	변한다.	(A)	이것은	날씨에	대해	달이	전혀	

영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달은	조수에	중요

한	영향을	미쳐서	월령이	어떤	지역,	특히	해양에서	가까

운	지역의	날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B)	조수는	

물을	거세게	휘저으면서	바닷물을	섞는	데	영향을	미친

다.	열대의	바다에서	(바닷물이)	많이	섞이면	물이	차가워

질	것이다.	흔히	얼음으로	뒤덮이는	북극	바다나	남극	바

다에서는	얼음이	절연체로	작용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섞이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쉬운 해설| 	주어진	문장에서는	달의	모습과	날씨	사이에

는	어떤	관련성도	없다고	기술한다.	(C)에서는	주어진	문

장에서	관련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

한다.	(A)에서는	날씨에	대해	달이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

은	아니고	달이	조수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기술한

다.	마지막으로	(B)에서는	달이	조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글을	맺는다.

구문 이해| 11행: Tides affect the mixing of the seas, 

churning up the water. 

	churning 이하는 동시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이다.

13행: In Arctic or Antarctic waters, [which are often 

covered with ice], there will be little mixing because 

the ice acts as an insulator. 

	which ~ ice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절로, 선행사인 

Arctic or Antarctic waters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한다.

lunar phase(월령)

월령은 지구에서의 관찰

자에 의해 보이는, 달의 

빛나는 부분의 모양을 가

리키는데, 달이 지구 주

위를 돌기 때문에 월령은 

주기적으로 변한다.

배경 지식
Upgrade

Doric order 
(도리스양식)

도리스양식은 그리스 미

술 양식 중 하나로 주로 

고대 그리스 신전에 널리 

사용되었다. 건축 이외의 

양식 개념으로 쓰이는 것

은 드물며, 이오니아 양

식의 우아, 섬세, 유려한 

여성적 성격과 비교하면 

간소하며 웅장하고 힘찬 

남성적인 성격을 갖는 것

이 도리스양식의 특징이

다. 코린트의 ‘아폴론 신

전’,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등이 도리스양식으

로 지어진 대표적인 건물

이다.

배경 지식
Upgrade

01 ③ 02 ④ 03 ⑤ 04 ④

05 ① 06 ① 07 ① 08 ② 

1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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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69

약점유형 Board  <whether it〔they〕 be A or B>는 whether가 양보의 부사

절을 이끌어 ‘A이든 B이든 간에’라고 해석하고, 주로 삽입 형태

로 쓰인다. 이는 학문적인 글이나 문어체의 글에서 주로 쓰이는

데, 현대 영어에서는 be 대신에 주로 is나 are가 쓰인다. 

Words |  tabloid[tǽblɔid] 타블로이드 신문(흥미 위주의 짤막

한 기사에 유명인의 사진을 크게 싣는 것이 특징)    

gossip[gssəp] (남의 사생활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 가십   

glamour[glǽmǝR] (흔히 부와 신분에 따른) 화려함〔매력〕   

indistinguishable[ìndistíŋgwiʃǝbl] 구별〔분간〕할 수 없는    

manufacturing plant 제조 공장    

financial adviser 재정 고문   respond to ~에 반응하다    

principle[prínsǝpl] 원리, 원칙    

allocate[ǽlǝkèit] 할당하다   property[prspǝRti] (사물의) 

속성, 특성   apply to ~에 적용되다    

attachment[ətǽtʃmənt] 애착, 애정   readily[rédTli] 손쉽게    

inventory[ínvəntCːri] 재고품 조사를 하다

04  정답  ④

지문 요약|  국가 시민권에 대한 생각과 그것에 대한 법제화

바른 해석| 	시민권에	대한	근대사는	프랑스혁명과	함께	

시작했다.	국가	시민권에	대한	생각은	프랑스혁명의	시기

에	나타났지만,	이런	특별한	형태의	회원	자격에	대한	이

해는	훨씬	뒤에	생겼다.	아주	최근이	되어서야	국가	시민

권이	강력한	개념이	되었다.	국가의	시민,	최초의	의무교

육법과	일반적인	(남성의)	투표권에	관한	법을	고안해	내

기	위한	전형적인	도구는	19세기	중반	이전에는	법제화

되지	않았다.	(정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공평하고,	도덕적

이며,	그리고	편견	없는	대우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것

은	대부분의	법체계에서	특히	기본적인	개념이다.)	게다

가	최초의	이주	및	외국인	법을	통해	국가의	시민과	외국

인	사이의	이분법	구축이	여권,	신분증,	그리고	비자의	도

입으로	가시화되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만큼이나	늦게까

지	생기지	않았다.

쉬운 해설| 	프랑스혁명의	시기에	나타난	국가	시민권에	

대한	생각이	이후에	어떻게	법제화가	되었는지에	대해	기

술하는	내용의	글에서	정의에	대해	정의한	성격의	문장인	

④는	글의	전체	흐름에서	벗어난다.

구문 이해|  5행: Only quite recently has national  

citizenship become a powerful construct. 

 only가 붙은 어구인 Only quite recently를 강조하기 위

해 문장의 앞으로 나가면서 주어인 national citizenship과 

조동사인 has가 도치되었다.

7행: The classical instruments [for creating a 

national citizenry, the first compulsory education 

laws and universal (male) suffrage acts], were not 

enacted before the mid-nineteenth century. 

 주어는 The classical instruments ~ suffrage acts

이고, 동사는 were enacted이다. 동명사 creating의 목적

Words |  correspondence[kCːrǝspsndǝns] 관련성; 서신

phase[feiz] (주기적으로 형태가 변하는 달의) 상〔모습〕    

reliability[rilàiəbíləti] 신뢰성   let alone ~커녕, ~은 고사

하고   absolutely[Nbsəlúːtli] (부정문에서) 전혀   tide[taid] 

조수, 조류   lunar phase 월령   churn up (물, 흙 등을) 거세

게 휘젓다   tropical[trspikəl] 열대의, 열대지방의   

Arctic[sːRktik] 북극의   considerably[kǝnsídərǝbli] 상당히

03  정답  ⑤

지문 요약|  연예 산업과 다른 산업의 유사점 및 차이점

바른 해석| 	표면상	연예	산업은	아주	이상한	것처럼	보인

다.	그것은	타블로이드	신문,	텔레비전	가십	프로그램,	화

려함	그리고	현란함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막후에서	보면	

그것은	여러	면에서	어떤	다른	산업과	구별할	수	없는	상

품과	서비스의	구매와	판매에	관한	것이다.	어떤	제조	공

장처럼	상품이	생산된다.	재정	고문이나	미용사처럼	서비

스가	제공된다.	각각의	경우에	이런	상품들을	위한	시장

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	즉	주로	수요와	공급대로	반응한

다.	그래서	그	시장은	상품이	자동차든	비디오카세트든,	

머리	모양이든	극장	공연이든	간에	판매자로부터	구매자

에게	상품을	할당하도록	작동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런	산업은	제조품이나	머리	모양을	제공하는	산업과	다르

다.	다른	시장에는	반드시	적용되지	않기도	하는	연예	산

업의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여기에는	불확실한	제품의	특

성,	자신의	제품에	대해	이상하리만치	높은	개인적인	애

착,	그리고	쉽사리	재고품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품이	포함

된다.

	연예	산업은	다른	산업과	유사한	일종의	사업이지만,	

그것은	또한	그	자신만의	제품	특성도	가지고	있다.

쉬운 해설| 	연예	산업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사업이면서도	그	산업	자체만의	제품에	대한	특성이	있

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A)에는	‘사업(business)’이,	(B)
에는	‘제품	특성(product	characteristics)’이	가장	적절	

하다.

①	작업	-	기업	윤리

②	작업	-	제품	특성

③	기제	-	기업	윤리

④	사업	-	마케팅	전략

구문 이해|  3행: Behind the scenes, however, i t 

is about the purchase and sale of goods and  

services, [indistinguishable in many ways from any 

other industry]. 

 indistinguishable ~ industry는 the purchase and 

sale of goods and services를 수식하는 형용사구이다.

11행: The market then operates to al locate 

the goods, / whether they be automobiles or  

videocassettes, haircuts or theater performances, 

from sellers to buyers. 

tabloid(타블로이드)

타블로이드는 신문 판형

의 일종으로, 보통 신문

의 절반 정도 크기의 소

형 신문 크기이다. 타블

로이드란 ‘기사를 요약하

고 압축한다’라는 뜻으

로, 사진을 크게 다룬다

는 의미에서 변하여 대중

적이고 충격적인 그림이 

들어 있는 신문을 가리

키게 되었다. 타블로이드 

신문은 역사적으로 신문

의 보급과 대중화에 크게 

공헌했다.

배경 지식
Upgrade

the French Revolution
(프랑스혁명)

프랑스혁명은 1789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상

혁명으로 시민혁명의 전

형이다. 부르몽 왕조를 

무너뜨리고 프랑스의 사

회, 정치, 사법, 종교적 구

조를 크게 개혁하였다. 

여기서 시민혁명은 부르

주아혁명(계급으로서의 

시민혁명)만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 전 국민이 자

유로운 개인으로서 자기

를 확립하고 평등한 권리

를 보유하기 위하여 일어

선 혁명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배경 지식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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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8행: Deep culture reflects less observable values, 

beliefs, and customs, such as child-rearing practices, 

rules about courtship and marriage, treatment of elders, 

and the physical distance [at which conversation 

and other interaction feel most comfortable]. 

 at which는 <전치사＋관계대명사>로 which의 선행사는 

the physical distance이다.

Words |  above-ground[əbʌ́vgràund] 지상에, 지상의

ethnic[éθnik] 민족 특유의   observe[ǝbzrːRv] 관찰하다    

courtship[kcːRtʃìp] (여자에 대한) 구애    

interaction[ìntərǽkʃTn] 상호작용, 대화    

competent[ksmpǝtTnt] 유능한

06  정답  ①

지문 요약|  미래의 이득에 대한 현재 가치

바른 해석| 	사람들이	미래의	이득을	현재	시점의	유사한	

이득만큼	바람직한	것으로	여긴다면,	아마도	그들은	자신

의	기쁨과	다른	만족을	주는	것들을	평생을	걸쳐	균등하

게	분배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미래의	

동등한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기

쁨을	위해	일반적으로	현재의	기쁨을	기꺼이	포기할	것이

다.	그러나	사실	인간의	본성은	아주	‘굳어져	있어서’	미래

의	이득에	대한	‘현재	가치’를	산정할	때	대부분	사람이	이

득이	늦추어지는	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미래	가치로부터

의	또	다른	공제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할인’이라

고	부르는	방식으로	공제한다.	어떤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득이	현재에	있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가져다줄	거

의	같은	가치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득을	추산할	것이다.	

반면에	미래를	실감하는	능력이	덜하고,	인내력이	덜한	

또	다른	사람은	바로	가까이에	있지	않은	어떤	이득에	대

해서	상대적으로	덜	신경을	쓸	것이다.	

쉬운 해설| 	(A)	 they	would	probably	endeavor	~	

throughout	their	 lives라는	부분을	보면	미래의	이득

을	현재	시점의	유사한	이득과	똑같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긴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desirable이	와야	한다.	

(undesirable:	바람직하지	않은)

(B)	미래의	이득에	대한	현재	가치를	산정할	때	대부분의	

사람이	‘미래’	가치로부터의	공제를	한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future가	적절하다.	(present:	현재의)

(C)	앞	내용과	반대로	‘인내력’이	덜한	사람은	바로	가까이

에	있지	않은	어떤	이득에	대해서든	상대적으로	덜	신경

을	쓰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patience가	

적절하다.	(impatience:	조급함)

구문 이해|  5행: They would, therefore, generally be 

willing to give up a present pleasure for the sake 

of an equal pleasure in the future, / provided they 

could be certain of having it.

 provided는 ‘만약 ~이면’이라는 뜻으로 if를 대신하여 쓰

어로 세 가지인 a national citizenry, the first compulsory 

education laws, universal (male) suffrage acts가 쓰 

였다.

Words |  citizenship[sítǝzTnʃIp] 시민〔공민〕권, 국적    

revolution[rèvǝlúːʃTn] 혁명   emerge[imrːRdʒ] 나타나다   

construct[ksnstrbkt] (여러 증거들에 기반을 두고 마음속으로 

구성한) 개념, 생각   citizenry[sítǝzTnri] (일반) 시민    

compulsory education 의무교육   

enact[inǽkt] 법제〔법령〕화하다   justice[dʒvstis] 정의    

impartial[impsːRʃəl] 편견 없는    

foundational[faundéiʃənTl] 기본적인   alien[éiljǝn] 외국

인; 외계인   immigration[ìmǝgréiʃTn] 이주    

identity card 신분증

05  정답  ①

지문 요약|  문화의 두 가지 종류

바른 해석| 	문화는	‘표면’	문화와	‘심층’	문화로	양분될	수	

있다.	문화를	표면	문화는	나무의	지상에	있는	부분이고,	

심층	문화는	표면	밑에	있는	뿌리라고	생각해	보라.	표면	

문화는	음식,	옷,	언어,	음악,	그리고	춤의	형태로	쉽게	눈

에	보인다.	여러분이	민족	특유의	축제에	방문할	때	여러

분은	표면	문화를	관찰하고	있고,	그것에	참여하고	있다.	

심층	문화는	양육상의	관행,	구애와	결혼에	대한	관례,	연

장자들에	대한	대우,	그리고	대화와	다른	상호작용이	가

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물리적인	거리와	같은	덜	관찰할	

수	있는	가치,	믿음,	그리고	관습을	반영한다.	이러한	이

미지는	문화적으로	유능해지기	위해	우리가	우리와	다른	

집단의	표면	문화와	심층	문화	둘	다를	배울	필요가	있다

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배우는	데는	민족	특유의	축제에	참여하거나	한	권

의	책을	읽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쉬운 해설| 	surface	culture	 is	 the	above-ground	~	

below	the	surface가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대명

사의	주격이나	목적격에	해당하는	which는	적절하지	않

다.	따라서	①의	which를	관계부사	where로	바꾸거나		

<전치사＋관계대명사>인	in	which로	바꿔야	한다.	이때	

선행사는	a	tree이다.

②	형용사	visible을	수식하는	부사로	적절한	표현이다.

③	형용사	observable에	비교급	 less가	붙은	형태로,	

less	observable은	values,	beliefs,	and	customs를	

수식한다.

④	동사원형	understand의	목적어를	이끄는	종속접속사

로	적절한	표현이다.

⑤	or를	기준으로	attending과	병렬	관계를	이루는	적절

한	표현이다.

구문 이해 | 1행: Culture can be bisected into  

surface culture and deep culture.

 조동사를 포함한 수동태 형태는 <조동사＋be＋p.p.>이다.

감각동사＋형용사

f ee l , sme l l , t as te , 

sound 등이 감각과 관

련하여 불완전자동사로 

쓰일 때 형용사 보어를 

필요로 한다.

어법
Review

if 대용어구

가정법의 조건절에서 i f
를 많이 쓰지만, 접속사 if 
대신에 사용되어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 

데, 이를 if 대용어구라고 

한다. 여기에는 ‘만일 ~

이면’이라는 의미를 나타

내는 provided (that), 

providing (that), in 

case (that), suppose 

(t h a t ), s u p p o s i n g 

(that) 등이 해당된다.

어법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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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71

약점유형 Board 측면에서	기술하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휘발유	가격은	왜	오르는가?’이다.

②	미국의	휘발유	수요는	급등하고	있다

③	새로운	정유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한	제안

④	석유	산업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

⑤	석유의	수요	공급	불균형과의	전쟁

08	여러	가지	측면에서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설

명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종합하면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	

상황이	나빠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②	‘악화하고	있는	수요와	공급	상황’이	들어가는	것이	가

장	적절하다.

①	예기치	않은	정유	공장	용량의	병목현상

③	몇몇	산유국에서의	정치적인	불안정

④	신흥국가에서의	증가하는	경제활동

⑤	석유	공급	제한에	대한	시장의	두려움

구문 이해|  3행: Also contributing to this trend is the 

U.S. consumers’ strong preference for less-fuel- 

efficient vehicles, l ike minivans, sport util ity 

vehicles, and light-duty trucks. 

 주어는 the U.S. consumers’ strong preference ~ 

light-duty trucks이고, 동사는 is contributing인데, 주어

가 너무 길어 주어를 문장의 뒤로 보내고 contributing to 

this trend가 문장의 앞으로 나오면서, 결국 주어와 동사가 도

치된 형태의 문장이다.

10행: Recent increases in gas prices have been 

blamed [on the growing demand from emerging 

economies like China and India], and [on fears of 

oil supply restrictions tied to political instability in 

Iran, Nigeria, and Venezuela]. 

 두 번째 and를 기준으로 on the growing demand ~ 

India와 on fears of ~ Venezuela가 모두 blamed에 연

결된다.

Words |  preference[préfTrǝns] 선호   vehicle[víːikl] 차

량   sport utility vehicle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    

light-duty 경량의   imbalance[imbǽlǝns] 불균형   

acute[ǝkjúːt] 심각한   blame A on B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economy[iksnǝmi] (경제 주체로서의) 국가    

restriction[ristríkʃTn] 제한   instability[ìnstǝbílǝti] 불안

정(성)   pump[pʌmp] 주유소   escalate[éskǝlèit] 상승하다   

crude[kruːd] 원유   tighten[ táitn] 엄해지다, 강화되다   

scarce[sklǝRs] 부족한, 적은   refining capacity 정제 능력   

bottleneck[bɑ́tlnèk] 병목현상   tanker[tǽŋkǝR] 유조선   

ship[ʃip] 수송하다   temporary[témpǝrèri] 일시적인    

disruption[disrʌ́pʃTn] 혼란    

skyrocket[skairSkit] 급등하다

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8행: But in fact, human nature is so constituted 

that [in estimating the “present value” of a future 

benefit] most people generally make a second 

deduction from its future value, in the form of what 

we may call a “discount,” [that increases with the 

period for which the benefit is deferred]. 

 <so ~ that ...> 구문은 ‘너무 ~해서 그 결과 …이다’라

는 의미를 나타낸다.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의 선행사는 a 

second deduction으로 볼 수 있다.

Words |  endeavor[indévǝR] 노력하다, 애쓰다    

distribute[distríbjuːt] 분배하다   evenly[íːvənli] 균등하게    

for the sake of ~을 위해서   

constituted[ksnstǝtJùːtid] 구성된; 제정된, 설립된   

estimate[éstǝmèit] 산정하다   deduction[didʌ́kʃTn] 공제

(액)   defer[difrːR] 늦추다   reckon[rékən] (양이나 수를) 계

산〔추산〕하다   comparatively[compǽrətivli] 비교적, 상대적

으로   be near at hand 바로 가까이 있다

07~08  정답  07. ①    08. ②

지문 요약|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 

바른 해석| 	미국에서	휘발유	수요는	주로	증가하는	경제

활동의	결과로	1년에	대략	2~3%	정도로	늘어난다.	또한,	

미국의	소비자들이	미니밴,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	그리

고	경량	트럭과	같은	덜	연료	효율적인	차량을	강력하게	

선호하는	것도	이러한	추세에	기여하고	있다.	수요와	공

급의	불균형은	휘발유	소비가	‘여름철	운전	시즌’에	거의	

10%	정도	올라갈	때	심각해질	수	있다.	휘발유	가격이	최

근에	인상된	것은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국가로부터의	늘

어나는	수요와	이란,	나이지리아,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의	정치적인	불안정과	관련	있는	석유	공급	제한에	대한	

두려움	탓이다.	높은	주유소	가격은	직접적으로	원유의	

상승하는	비용과	관련이	있다.	석유	1배럴의	비용이	1달
러	올라갈	때마다	휘발유	가격은	평균적으로	1갤런당	약	

2.5센트	인상된다.

정치적인	불안정과	관련된	제한과	안	좋은	날씨	외에	미

국에서	휘발유	공급은	부족한	정제	능력	때문에	엄해졌

다.	누구도	자신의	뒤뜰에	정유	공장이	지어지기를	원하

지	않는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정유	공장의	용량

에	병목현상이	생기면,	그	주의	깨끗하게	연소하는	휘발

유를	생산할	수	있는	전	세계의	여섯	개의	정유	공장으로

부터	휘발유를	수송하는	유조선에	의존해야	한다.	워싱턴	

주에서	가장	가까운	정유	공장조차도	7일에서	10일	정도

의	거리에	떨어져	있다.	한편	일시적인	공급	혼란조차도	

급등하는	휘발유	가격을	초래한다.	요컨대	비싼	휘발유	

가격에	대해	휘발유	회사들을	단순히	비난하지	마라.	악

화하고	있는	수요와	공급	상황을	비난하라.

쉬운 해설| 	07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여러	가지	

barrel(배럴)

배럴(barre l)은 영국과 

미국에서 쓰는 부피 단

위로 주로 액체 계량에 

쓰이는 단위이다. 대상

에 따라 그 양이 다르기

는 한데 석유 1배럴은 

158.984리터이다. 갤런

(gallon)은 용량 단위로 

미국에서 1갤런은 3.8리

터이다.

배경 지식
Upgrade

‘약, 대략’을 뜻하는 단어

r o u g h l y , a r o u n d , 

approximately, about, 

some 등은 숫자 앞에 

쓰여 ‘약, 대략’이라는 의

미를 나타낸다.

어휘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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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01  정답  ①

지문 요약|  전문 서비스 제공자의 이해는 고객의 이해와 어긋

난다.

바른 해석|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회계사	등은	일반적

으로	무료로	일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이미	고객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해	상충	관계에	있는데,	왜냐

하면	더	큰	수익을	얻으려는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법,	

의료,	안전	혹은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능

한	한	적은	액수의	돈을	지급하려는	고객의	관심과	상충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으로는,	많은	전문	변

호사,	의사,	엔지니어,	회계사	등이	거대한	기관이나	회사

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급여는	고객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따라서	고객에	대한	그들의	

관계는	흔히	이해의	상충을	포함하는	관계이다.	왜냐하면	

기관이나	회사를	위해	봉사하는	데	있어서의	관심이	흔히	

고객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액의	진단	테스트가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지도	모를	때조차도,	그러한	테스트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의사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종합	건강관리	기관에

서	이러한	사실이	명백하다.

쉬운 해설|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회계사	등의	관심사

는	고객의	관심사와	충돌하게	마련이며,	기관이나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①	‘고객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②	다른	전문가들과	협의하는	것

③	기관을	위해서	이익을	내는	것

④	자신들의	능력	영역	내에서	일하는	것

⑤	그	기관의	재정적	자료를	관리하는	것

구문 이해|  11행: ~ and so their relationship to their  

clients is often one [that involves a conflict of interest] 

[since the interest in serving the organization or 

corporation is often at odds with serving the 

interests of the client].

 one은 부정대명사로서 a relationship을 대신한다. 주격 

관계대명사절인 that ~ interest가 one을 수식한다. since 

~ client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be at odds 

with>는 ‘~와 어긋나다’라는 뜻이다.

Words | accountant[ǝkáuntTnt] 회계사   clash[klæʃ] 

충돌하다   corporation[kɔ̀ːRpǝréiʃTn] 기업, 법인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회비를 지불하고 가입하는 종합

적인 건강관리 기관〔의료 단체〕   diagnostic[dàiǝgnsstik] 진

단의   competence[ksmpǝtTns] 능력, 능숙함

02  정답  ④

지문 요약|  Kathrine Switzer가 여성임을 숨기고 보스턴마

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바른 해석| 	장거리	달리기	선수인	Kathrine	Switzer는	

시러큐스	대학교	코치의	권고를	듣고	1967년	보스턴마

라톤	대회에	참가했으나,	그녀는	K.	V.	Switzer라는	이

름으로	참가했으며	경기	임원들로부터	대회	참가용	번호	

261번을	받고서	모자	속에	머리카락을	밀어	넣고	헐렁한	

운동복을	입은	채	행사장에	나타났다.	(C)	왜	이	모든	비

밀스러운	행동을	했을까?	그	당시에	여성들은	보스턴마

라톤	대회에서	뛰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이었다.	경주를	

시작하여	4마일	갔을	때,	Switzer는	운동복을	벗어	버리

고	머리카락도	드러내	놓았다.	언론	취재용	버스가	나란

히	가고	있었는데	그	버스에는	마라톤	대회의	공동	기획

자였던	Jock	Semple이	타고	있었다.	(A)	그는	격분하여	

버스에서	내려	Switzer를	붙잡아	그녀의	대회	참가용	번

호를	떼어	내려고	했다.	그는	전직	전미	미식축구	선수인	

Switzer의	남자	친구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

으며	그는	Semple에게	태클을	가하여	Semple은	배수

로로	나가떨어지고	말았다.	(B)	Switzer는	달리기를	다

시	시작하여	레이스를	4시간	약간	못	미치는	기록으로	마

쳤다.	나중에	그녀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

유로	미국	아마추어	육상	협회에서	추방되었는데,	그것은	

남자	선수들과	달렸고,	동반	보호자	없이	달렸으며,	1.5마
일을	초과하여	달렸다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여성을	다치게	할	거라고	믿었다.

쉬운 해설| 	Switzer가	여자	선수로서	몰래	보스턴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는	주어진	문장	다음에,	몰래	참가한	이

유를	이야기한	(C)가	오고,	그	사실이	발각되었지만	남자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의	(A)가	온	다음,	마라톤	완

주를	했지만	그로	인해	Switzer는	선수	협회에서	추방되

었다는	내용의	결과	(B)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

하다.

구문 이해|  9행: Litt le did he know, Switzer ’s  

boyfriend, an ex-All-American football player, was 

close by and he launched a tackle at Semple [that 

sent him flying into the gutter].

 부정어 Little이 앞으로 나오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

되었다. Switzer’s boyfriend와 an ex-All-American  

football player는 서로 동격 관계이다. 관계대명사절인 that 

~ gutter가 a tackle을 수식한다.

Words |  baggy[bǽgi] (옷이) 헐렁한    

sweat suit (경기자가 경기 전후에 입는) 두껍고 헐거운 운동복    

launch[lɔːntʃ] (공격 등을) 개시하다   tackle[tǽkl] 태클    

gutter[gvtǝR] 배수로   resume[rizúːm] 다시 시작하다    

expel[ikspél] 추방하다, 쫓아내다    

chaperon[ʃǽpǝròun] 샤프롱, 보호자, 인솔자    

secrecy[síːkrǝsi] 비밀; 비밀 유지

STEP1
전반부에서 글의 소재, 

주제, 전개 방향 등을 예

측한다. 

전문 서비스 제공자의 이

해는 고객의 이해와 상충

된다는 내용의 글이다.



STEP2
핵심어구를 파악하고 정

답 추론의 근거를 모은다. 

a conflict of interest 
/ clashes with the  

client’s interest


STEP3
단서들을 종합하여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선택지

를 고르고 앞뒤 맥락에 

맞는지 확인한다.

빈칸 다음 내용도 고객의 

이익과 상충되는 일을 하

는 의사에 관한 예시가 

이어지므로 ①을 넣을 경

우 글의 전체적 맥락이 

자연스럽다.

유형 Solution
빈칸 추론

Kathrine Switzer
1 9 6 7년 K a t h r i n e 

Switzer는 보스턴마라

톤 대회에 출전했다. 당

시 20세였던 그녀는 여

성 참가가 허용되지 않은 

이 대회에 몰래 출전했다

가 대회 임원에게 적발되

어 레이스를 제지당했으

나 당시 동행했던 코치 

Arnie Briggs와 남자 친

구 Tom Miller의 도움으

로 간신히 완주에 성공하

였다. 번호표를 빼앗으려

는 임원과 그를 돕는 사

람들, 이를 피해 달리는 

선수의 모습이 보도되면

서 여성들의 반발이 이어

졌고 결국 1971년 뉴욕

시티마라톤에서 세계 최

초로 여성 참가가 허용되

었고 이듬해 보스턴마라

톤 대회도 여성의 참가를 

허용하였다. 

배경 지식
Upgrade

01 ① 02 ④ 03 ① 04 ⑤

05 ② 06 ③ 07 ② 08 ② 

18회
본문 pp.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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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유형 Board 04  정답  ⑤

지문 요약|  주택 양식은 대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바른 해석| 	집은	세계	전역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설

계된다.	중동	지역에서	집은	그	지역	기후의	더위를	극복

하기	위해서	높은	천장을	갖고	있다.	남태평양	지역에서

는	뚜렷이	나타나는	산들바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집이	설

계된다.	알래스카에서	에스키모의	이글루는	열기를	효과

적으로	보존하며	바람과	악천후를	견뎌	낸다.	따라서	주

택	설계는	흔히	환경의	요구에	대응한다.	하지만	몇	가지	

이상한	예외의	경우도	있다.	인도의	특정	지역의	주택들

은	신성한	방향을	향하는데,	흔히	육지의	지형과	반대되

기도	한다.	브라질	정글의	어떤	부족에서는	무거운	지붕

이	있고	벽이	두꺼운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열대기

후에서는	불편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주택	설계를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	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세기	영국인들은	전통적	형태의	영국

식	작은	집과	저택을	인도에	지었는데,	흔히	그	지역의	기

후와	맞지	않는	것이었다.

쉬운 해설| 	주택	설계를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	왔다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	문장	바로	앞인	⑤에	들어가는	것

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이해|  1행: And people often transplant housing 

designs to new environments [where they may be 

inappropriate].

 관계부사절 where they may be inappropriate가 선행

사 new environments를 수식하고 있다.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15행: A tribe [in the jungles of Brazil] has heavily 

roofed and thick-walled dwellings, [which are 

uncomfortable in a tropical climate].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절 which ~ climate가 heavily 

roofed and thick-walled dwellings에 대한 설명을 덧붙

이고 있다.

Words |  transplant[trænsplǽnt] 이식하다, 옮겨 심다   

inappropriate[ìnǝpróupriit] 부적절한, 어울리지 않는   

capitalize on ~을 이용하다   prevailing[privéiliŋ] 우세한, 

지배적인   conserve[kǝnsrːRv] 보존하다   

withstand[wiðstǽnd] 견디다, 버티다    

element[élǝmǝnt] <the -s> 악천후, 폭풍우    

orient[c(ː)riènt] 향하게 하다, 특정 방위에 맞추다    

sacred[séikrid] 신성한   counter[káuntǝR] 반대의, 대립한   

mansion[mǽnʃTn] 저택, 큰 집

03  정답  ①

지문 요약|  안전과 위생을 근거로 하여 학생의 옷과 외모에 

대한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바른 해석| 다양한	유형의	잠재적으로	위험한	장비들이	

학생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직업교육	수업	시간	동안에	학

생들은	커다란	장식용	목걸이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제약

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이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장비나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작업장이나	실험실에서	

다른	유형의	헐렁한	의복들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마찬

가지로,	실험이나	직업교육	수업에	등록한	학생에게	머리

카락이	위험	요인이	되고,	머리카락이	장비에	엉켜서	학생

에게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예상된다면	긴	머리

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머리	길이에	대한	요건은	긴	머리

가	위생상의	문제를	일으킬	때에	또한	가해질	수	있다.

	안전과	위생을	근거로	하여	학생의	옷과	외모에	대한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쉬운 해설| 	학생의	안전과	위생을	근거로	학생의	목걸이,	

옷차림,	머리카락의	길이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

의	글이므로	요약문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옷	-	안전’이다.

②	옷	-	건강

③	말	-	상업주의

④	활동	-	안전

⑤	활동	-	상업주의

구문 이해|  1행: Students can be restricted from 

wearing large decorative chains during vocational 

classes [where various types of potentially dangerous 

equipment are used by students].

 <be restricted from -ing>는 ‘~하지 못하도록 제한되다’라

는 뜻이다. 관계부사절인 where ~ students가 vocational 

classes를 수식한다.

4행: Other types of loose garments may be restricted 

in shops and laboratories [to prevent contact with 

the equipment and materials [students are using in 

laboratories]].

 to부정사구인 prevent 이하는 ‘~하기 위해서’라는 뜻의 목

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the equipment and 

materials를 수식하고 있는 절 students ~ laboratories 앞

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되어 있다.

Words |  chain[tʃein] 사슬, 목걸이    

vocational[voukéiʃǝnl] 직업의, 직업과 관련된    

garment[gsːRmǝnt] 의복, 옷    

regulate[régjǝlèit] 규제하다, 통제하다    

foreseeable[fɔːRsíːəbl] 예측〔예견〕할 수 있는    

entangle[intǽŋgl] 얽히게 하다, 얽어매다    

impose[impóuz] 부과하다   hygienic[hàidʒiénik] 위생의, 

위생적인

STEP1
글의 도입부를 통해 글의 

소재나 주제를 예측해 본다.

학생들의 복장 규제에 대

해 쓴 글이다.



STEP2
글에 제시된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 본다. 

안전과 위생을 근거로 하

여 학생의 옷과 외모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

다는 내용의 글이다.



STEP3
요약문에 선택지를 넣어 

확인해 본다. 

요약문의 빈칸에는 ① 

‘옷 - 안전’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유형 Solution
요약문 완성

이글루의 단열 효과

북극의 에스키모 족은 이

글루 덕분에 살인적인 추

위도 무난히 견뎌 낸다. 

외부 온도는 영하 40℃

를 넘나들지만, 실내 온

도는 항상 영상을 유지한

다. 비밀은 이글루 축조 

방식에 있다. 이글루는 

빙설 블록을 돔 형태로 

쌓아 올리고 블록 사이의 

틈은 눈으로 완벽하게 메

운다. 전통적 이글루에서

는 바다 동물 기름을 연

료로 사용하는 ‘쿠들리크

(Kudlik)’란 램프를 난방

장치로 사용했다.

배경 지식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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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stellar[stélǝR] 뛰어난; 별의   tackle[tǽkl] (문제와) 씨름하다   

shrug[ʃrʌg] (어깨를) 으쓱하다    

application[NplǝkéiʃTn]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06  정답  ③

지문 요약|  시련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바른 해석| 	개인적인	시련이	올	때,	여러분은	그것을	피

하지	말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

론	가장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사람의	자연적인	욕망이다.	하지만	우리가	시련을	피하려

고	한다면	우리의	여정은	그저	훨씬	더	길어지기만	할	것

이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그리고	매사에	여러분에게	문

제만	만들어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자.	겉으로	그것

을	드러내서	표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그	사람을	만

날	때마다	편안함(→	불편함)을	느낀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냥	그	사람을	피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분은	단순히	그	상황을	무시하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여러분은	그를	다루는	

데	느끼는	어려움을	견뎌야	하며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

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수양해야	한다.	그러한	시

도가	여러분의	희망을	실현하는	길로	나아가는	디딤돌과	

지름길이	될	것이다.

쉬운 해설| 	계속해서	매사에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

면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

로	③의	‘comfort(편안함)’를	‘discomfort(불편함)’로	고

쳐	써야	한다.	다음	문장에서	그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다고	했다는	것	역시	단서가	된다.	

구문 이해|  2행: Of course, it is the law of nature and 

natural desire of a man to take the way [that is 

easiest].

 it은 가주어이며 to take 이하는 진주어이다.

Words |  trial[traitl] 시도; 시련, 고난   

get away from ~에서 도망치다, 벗어나다   

endure[endJutR] 견디다, 감당하다   hardship[hs;RdSip] 어

려움, 곤란   cultivate[kʌ́ltəvèit] 수양하다    

steppingstone[stépiŋstòun] 징검돌, 디딤돌    

shortcut[ʃcːRtkVt] 지름길   fulfill[fulfil] 실현하다, 완수하다

07~08  정답  07. ②    08. ②

지문 요약|  접근하기 힘든 집단 연구에 눈덩이 표집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약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바른 해석| 	눈덩이	표집	기술은	여러분에게	편향된,	아마

도	전혀	대표하지	못하는	표본을	제공할	것이	거의	확실

하다.	비밀스러운	집단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

에	다른	어떤	방법도	실행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사용한다.	

05  정답  ②

지문 요약|  연극에서와 달리 컴퓨터 강좌에 대한 Rachel의 

자기 효능감은 낮았다.

바른 해석| 	최근	학교에서	공연된	세	개의	연극	작품에	참

여하여	연기한,	연극을	하는	학생인	Rachel은	새로운	공

연	예술	작품에서	주인공	역할을	할	사람을	뽑는	오디션

에	참가했을	때	높은	자기	효능감을	보여	주었다.	그녀는	

비록	연극에서	주인공	역할을	한	적이	없었지만,	자신의	

과거	성공,	경험,	기술	훈련이	새로운	도전	임무를	떠맡아

서	연극	분야에서	뛰어난	연기를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

에	대한	신념을	형성했다.	오디션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

면서	강당에서	나온	후에	Rachel은	네	번째로	컴퓨터실	

과제에	도전하기	위해서	컴퓨터실로	향했다.	그녀는	아마

도	또다시	그	응용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작동시킬	수	없

을	것	같다고	느끼면서	심호흡을	하고,	어깨를	으쓱하며	

컴퓨터실로	들어갔다.	Rachel은	컴퓨터	조작에	있어서	

부족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	강좌에서	과제	수

행에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어	왔다.	말할	필요도	없이,	컴

퓨터에	대한	그녀의	자기	효능감은	낮았다.		

쉬운 해설| (A)	주절의	주어인	her	past	 successes,		

experiences,	and	skill	 training에	이어지는	동사가	

와야	할	자리이므로	formed를	써야	한다.	주어에	이어지

는	동사가	없으므로	현재분사인	forming은	쓸	수	없다.

(B)	지각동사	feel	다음에는	형용사가	온다.	<feel＋형용

사>는	‘~하게	느끼다’라는	뜻이다.

(C)	‘~을	…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나타내려면	<	get＋목

적어＋to부정사>를	써야	한다.

구문 이해| 1행: Rachel, a drama student [who 

has performed in the last three productions on  

campus], exhibited high self-efficacy [when she 

auditioned for the leading role in a new performing 

arts production].

 Rachel과 a drama student ~ campus는 동격 관계

이다. who ~ campus는 a drama student를 수식하는 주

격 관계대명사절이다. when ~ production은 때를 나타내

는 부사절이다.

4행: Even though she had never had a leading 

role in a play, / her past successes, experiences, 

and skill training formed her belief about her ability  

[to take on a new challenge and deliver a stellar 

performance in the field of drama]. 

 even though는 ‘비록 ~이지만’의 뜻으로 양보를 나타

내는 접속사이다. 특정 과거 시점 이전부터 그 시점까지의 경

험을 나타낼 때는 <had p.p.> 형태의 과거완료를 쓴다. her 

ability 뒤 to부정사구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Words |  production[prǝdvkʃTn] (영화, 연극 등의) 제작; 생

산   self-efficacy 자기 효능감   take on ~을 떠맡다    

감각동사

look, sound, smell, 

feel, taste 등 감각을 나

타내는 동사 뒤에는 보어

로 형용사가 온다.

Your mother looks 

young for her age.

(너의 어머니는 연세에 

비해서 젊어 보이신다.)

Your idea sounds 

great. (너의 아이디어는 

멋지게 들린다.)

T h e  ro s e  s m e l l s 

sweet. (그 장미는 냄새

가 향기롭다.)

I feel sleepy. 
(나는 졸음이 느껴진다.)

This spaghetti tastes 

good. (이 스파게티는 

맛이 좋다.)

어법
Review

cultivate의 다양한 뜻

1.   경작하다, 일구다

2.   (식물 등을) 재배하다

3.   (누구와의 관계를) 구

축하다

4.   (말, 행동 방식 등을) 

기르다, 함양하다

어휘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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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75

약점유형 Board 은 <주어＋be동사>가 생략된 삽입절이며 while they are 

not illegal의 뜻이다.

18행: The problems with snowball sampling all 

center on being unable to know [whether your 

sample is representative or not].

 주어는 The problems, 동사는 center on(~에 집중되

다)이다. on이 전치사이므로 뒤에 동명사구 형태가 이어진다. 

whether ~ or not은 know의 목적어인 명사절로 ‘~인지 

아닌지’의 뜻을 나타낸다.

Words |  snowball sampling 눈덩이 표집    

biased[báiǝst] 편향된, 편견을 가진    

unrepresentative[ùnreprizéntətiv] 대표하지 못하는    

criminal[krímǝnl] 범죄자, 범인    

hard-to-reach 접근하기 어려운   eating disorder 식이 장애   

population[pSpjuléiʃTn] 모집단; 인구    

frequent[frikwént] (특정 장소에) 자주 다니다    

interpret[intrːRprit] 해석하다   reliable[riláiǝbl] 신뢰할 만한   

statistics[stǝtístiks] 통계, 통계자료

범죄자들,	마약	사용자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불법은	

아니지만	접근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식이	장애를	지닌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연구할	때	사

용된다.

눈덩이	표집의	생각은	각	참여자가	여러분에게	몇몇	참여

자를	더	찾아	준다는	것이다.	오직	한	명의	사람으로	시

작하여	그를	테스트하고	나서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집단에	속한	그가	아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세

부	정보를	전해	달라고	부탁한다.	여러분이	테스트하는	

각	사람이	여러분의	세부	정보를	몇몇	다른	사람에게	전

해	주면,	비록	여러분은	한	사람만을	직접	찾아냈지만	결

국	접근하기	힘든	참가자로	이루어진	적절한	규모의	표본

을	얻을	수	있다.

눈덩이	표집의	문제점은	모두	여러분의	표본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에	집중된

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모집단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

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모든	참가자가	서로를	어느	정

도	알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마도	그들은	모두	같은	지

역	출신의	사람들이거나	같은	웹	사이트를	드나드는	사람

들일	것이며,	그들이	서로	안다는	사실이	그들이	같은	영

향에	노출되었거나	여러분의	연구에	대해서	서로	논의했

을	개연성을	높여	준다.	결국	여러분은	눈덩이	표본이	모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없지만,	

접근하기	힘든	참가자들이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것을	말

해	줄	수	있을	때는	그것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알아낸	내용을	해석할	때

에	주의를	해야	하며,	그것들에	대해서는	더	신뢰할	수	있

는	표집	방법들을	다룰	때보다	더	적은	중요성을	부여해

야	한다.

쉬운 해설| 	07	눈덩이	표집이	무엇이며	그것의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쓴	글이므로	②	‘눈덩이	표집

과	그것의	한계’가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연구를	위해	통계자료	사용하기

③	여러분의	연구	표본에	들어가는	것

④	연구를	위한	다른	표집	방법들

⑤	적절한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

08	눈덩이	표집	방법은	범죄자,	마약	사용자,	식이	장애

를	가진	사람	등	다른	방법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집단

에	관심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의	특징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말은	②	‘비밀스러운’이다.

①	무작위의	

③	영향력이	있는	

④	협조적인	

⑤	신뢰할	수	있는

구문 이해|  5행: It is used when studying criminals, 

drug-users and people [whose activities, [while not 

illegal], are still hard-to-reach] ― people with eating 

disorders, for example.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이끄는 절 whose ~ hard-

to-reach가 선행사 people을 수식한다. while not illegal

snowball sampling 

(눈덩이 표집)

눈덩이 표집 혹은 누증 

표집이라고 하는데 소규

모의 응답자 집단을 조사

하고 그 응답자들을 통해 

비슷한 속성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아서 조

사하는 표집 방법을 말한

다. 모집단에 속하는 연

구 대상을 찾기 어려울 

때 활용하며 심층적이고 

질적인 자료를 수집하거

나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주로 이용한다.

배경 지식
Upgrade

disorder가 쓰인 표현

sleep disorder 
(수면 장애)

eating disorder
(식이 장애)

personality disorder 
(인격 장애)

a t t e n t i o n  d e f i c i t  

disorder (주의력 결여 

장애, AD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어휘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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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01  정답  ④

지문 요약| 인간관계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진정한 배려가 중

요하다.

바른 해석| 	양육	과정의	중심에는	타인에	대한	진정한	배

려가	있다.	‘양육’이라는	말을	들을	때	아마도	여러분은	머

릿속에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를	상상할	것이다.	어머

니는	자녀를	먹여	주고,	격려하고,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

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면서	자녀를	돌본다.	어머니는	시

간적	여유가	있거나	편리할	때에만	자녀에게	관심을	쏟

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가	잘	자

라기를	원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

들을	도와주고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여러분은	그들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배려해	주어야	한다.	그들에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싫어하거

나	얕보아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줘야	한

다.	혹은	인간관계	전문가	Les	Giblin이	말했듯이,	“여러

분이	마음속으로	다른	동료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

한다면,	여러분의	면전에서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만들어	줄	수	없다.”

쉬운 해설| 어머니가	아기를	진정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

듯이	인간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배려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타인에	대한	진정한	배려’이다.

①	우리의	천성적인	기질

②	균형에	대한	우리의	욕망

③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

⑤	상호	의존의	감정

구문 이해 | 1행: [At the heart of the nurtur ing  

process] is genuine concern for others.

	부사구 At ~ process가 문장 앞으로 오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었다. genuine ~ others가 주어이고, is가 동사이다.

2행: When you hear the word nurture, / you  

probably envision a mother [cradling a baby].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분사 뒤에 목적어나 수식어구 등의 

말이 이어져 길어지면, 명사의 앞이 아니라 뒤에서 명사를 수

식한다.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분사는 ‘~하는, ~하고 있는’의 

능동·진행의 의미를 나타낸다. 

Words |  nurture[nrːRtʃǝR] 양육하다, 보살피다; 양육, 양성    

envision[invíʒTn] 상상하다   cradle[kréidl] 부드럽게 안다    

convenient[kənvíːnjənt] 편리한   thrive[θraiv] 잘 자라다, 

번영하다   fellow[félou] 동료    

in one’s presence ~의 면전에서

02  정답  ③

지문 요약|  컴퓨터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바이러스 방어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바른 해석| 	McAfee	바이러스	방어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	John	McAfee는	현재	58,000개가	넘는	바이러스	

위협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방어	회사

인	Symantec은	매일	10~15개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

견되고	있다고	추산한다.	(B)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방어

용	소프트웨어는	알려진	바이러스에서	가져온	일련의	특

징적인	바이트인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파일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	(C)	이러한	유형의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에	있는	파일과	프로그램에	그러한	패턴이	존재하는지	수

색하여,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지문을	발

견하면	바이러스	방어용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바이

러스가	존재한다고	알려	준다.	(A)	발견적	바이러스	방어

용	프로그램은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바이러스처럼	

보이는	행동을	찾고	종종	바이러스를	탐지한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간에,	만들어지고	내보내지는	새로운	바이

러스를	컴퓨터에서	찾아내려면	바이러스	방어용	소프트

웨어가	설치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쉬운 해설| 	컴퓨터바이러스의	위협이	심각하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방지용	소프트웨

어가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는	내용의	(B)가	온

다.	이후	그러한	특징적	패턴이	발견되면	사용자에게	알

려	준다는	내용의	(C)가	오고,	바이러스	방지용	소프트웨

어는	이러한	것	외에도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행동을	찾는

다는	내용의	(A)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이해 | 8행: Either way, however, antivirus  

software needs to be installed and updated  

regularly [so that it can search a computer for new 

viruses [that are created and released] ].

	 installed와 updated가 둘 다 to be에 이어진다. <so 

that ~ can>은 ‘~할 수 있도록’이라는 목적의 뜻을 나타낸

다. that ~ released는 new viruses를 수식하는 관계대명

사절이다.

16행: This type of software searches files and  

programs on a computer for those patterns, / and 

when it finds a fingerprint [it recognizes as belonging 

to a virus], the antivirus software notifies the user 

that the virus is present.

	 it recognizes ~ a virus는 a fingerprint를 수식하

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it 앞에 that이 생략되어 있다. 

<recognize A as B>는 ‘A를 B로 인정하다’라는 뜻이고, 

<notify＋목적어＋that절>은 ‘~에게 …라는 것을 알리다’라는 

뜻이다. 

Words |  antivirus software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   

estimate[éstǝmèit] 추정하다, 추측하다   either way 어느 

쪽이든, 어느 방법이든   install[instcːl] 설치하다    

present의 다양한 뜻

1.   a. 현재의 

present situation 

(현재 상황)

2.   a. 있는, 참석한 

people present at 

the meeting (그 모

임에 참석한 사람들)

3.   n. 현재 

living in the present 
(현재에 살기)

4.   n. 선물 

Christmas present 
(크리스마스 선물)

5.   v. 주다[prizrnt] 

present the prizes 

(상을 주다)

6.   v. 보여 주다 

present onese l f 

better (자신을 더 잘 

보여 주다)

어휘
Review

STEP1
전반부에서 글의 소재, 

주제, 전개 방향 등을 예

측한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진정

한 관심을 쏟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

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는 내용의 글이다.



STEP2
핵심어구를 파악하고 정

답 추론의 근거를 모은다. 

positive feelings and 

concern for them / 

love and respect


STEP3
단서들을 종합하여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선택지

를 고른다. 

④가 글의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선택지이다.

유형 Solution
빈칸 추론

01 ④ 02 ③ 03 ⑤ 04 ④

05 ③ 06 ④ 07 ② 08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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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77

약점유형 Board hypothesis[haipsθǝsis] 가설   access[ǽkses] 이용하다; 

접근하다

04  정답  ④

지문 요약|  지구와 여건이 비슷한 행성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바른 해석| 	작고,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	크기의	행성

을	찾는	것은	어려운데,	아주	작고	항성	둘레의	궤도를	도

는	데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

문이다.	지금까지	케플러	망원경으로	700개가	넘는	가능

성을	지닌	행성을	발견했지만,	NASA의	과학자들은	아

직	그	어떤	것도	지구와	비슷하다거나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궤도에	있다고	확정하지	못했다.	과학자들은	생명

이	발달할	수	있으려면	행성이	항성의	‘골디락스	존’에	있

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항성으로부터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지	않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춥지	않은,	액체	상

태의	물이	존재하기에	딱	알맞은,	지구의	궤도와	비슷한	

궤도를	의미한다.	(과거에	화성에	미생물이	살았다는	확

실한	증거를	과학자들이	발견할	수	있다면,	그들의	후손

들이	오늘날	아직도	살아	있을	수	있다고	일부	과학자들

은	주장한다.)	골디락스	존에	있는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정하려면	케플러	망원경은	항성의	주

변	궤도를	도는	행성에	관한	약	3년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모아야	한다.

쉬운 해설|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지닌	생명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는	내용의	글로	골디락스	존

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화성에	생명이	있을	수도	

있다는	④는	이러한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구문 이해|  3행: So far, although Kepler telescope 

has found more than 700 possible planets, NASA 

scientists have not yet confirmed [that any are 

Earthlike or in the right kind of orbit to support life]. 

 <have〔has〕 p.p.> 형태의 현재완료는 과거의 일이 현재까

지 영향을 미칠 때 쓴다. 현재완료의 부정은 <have not p.p.> 

형태로 쓰고,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는 보통 조동사(have)

와 본동사(confirmed) 사이에 위치한다. 명사절인 that ~  

support life는 목적어 역할을 한다.

12행: If scientists can find solid evidence [that 

microbes l ived on Mars in the past], some  

scientists argue [that their descendants could still 

be alive today].

 첫 번째 that절인 that microbes ~ past는 solid  

evidence와 동격을 이루는 명사절로 이를 부연 설명한다. 두 

번째 that절인 that their ~ today는 동사 argu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Words |  orbit[cːRbit] 궤도를 돌다; 궤도    

telescope[téləskòup] 망원경   confirm[kǝnfrːRm] 확증하다   

liquid[líkwid] 액체의; 액체   solid[sslid] 명백한, 확실한   

fingerprint[fíngeRprìnt] 지문(指紋); 현저한 특징    

byte[bait] 바이트(8비트에 해당하는 컴퓨터 메모리 양)    

notify[nóutǝfài] 알리다, 통고하다    

present[préznt] 있는, 존재하는

03  정답  ⑤

지문 요약|  이중 언어 사용자는 설단 현상을 자주 경험한다.

바른 해석| 	단일	언어	사용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중	

언어	사용자는	더	많은	설단	현상을	경험한다.	어떤	단어

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즉석에서	그것을	말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설단	현상은	대개	일시적으

로	어휘를	떠올릴	수	없는	어려움으로	해석되며,	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	경우에	더욱	흔히	발생한다.	이중	언어	

사용자는	시간을	두	가지	언어에	나눠서	사용하기	때문

에,	단일	언어	사용자보다	어떤	특정한	단어를	덜	자주	사

용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이중	

언어	사용자의	약점은	더	낮은	단어	사용	빈도의	측면에

서	설명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것은	더	약한	연관	가설

로서	알려져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중	언어	사용자는	

단일	언어	사용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자신들이	알고	있

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덜	실행하게	되며,	그래서	그	단

어들을	생각해	내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중	언어	사용자는	각	언어	특유의	단어들을	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설단	현상을	더	자주	경험한다.

쉬운 해설|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	사용자들

은	상대적으로	단어들을	사용하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

만큼	설단	현상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는	내용의	글이므

로,	요약문의	빈칸	(A),	(B)에는	⑤	‘이중	언어	사용자	-	

자주’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단일	언어	사용자	-	의식적으로

②	단일	언어	사용자	-	우호적으로

③	노인들	-	자주

④	이중	언어	사용자	-	의식적으로

구문 이해|  2행: The tip-of-the-tongue phenomenon, 

[when you know that you know a word or name but 

can’t say it at the moment], is generally interpreted 

as ~.

 when ~ moment는 주어인 The tip-of-the-tongue 

phenomenon을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이다. 문장의 동사는 

is interpreted이다. 

9행: ~ they’ll use any given word less often than a 

monolingual would.

 would 다음에는 use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Words | monolingual[mɑ̀nəlíngwəl] 단일 언어 사용자   

bilingual[bailíŋgwǝl] 이중 언어 사용자   

tip-of-the-tongue phenomenon 설단 현상   

lexical[léksikəl] 어휘의, 어휘적인   retrieval[ritríːvəl] 기억

해 냄, 되찾아 옴; 회복, 복구   in terms of ~의 면에서    

Goldilocks Zone 

(골디락스 존)

천문학에서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즉 태양과 같

은 항성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위치해 생명체들

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

경을 지니는 우주 공간의 

범위를 뜻한다. 지구의 

위성인 달 역시 골디락스 

존에 놓여 있지만 달은 

질량이 매우 작아 대기를 

붙잡을 수 없으므로 대기

가 없고, 물도 없어 생명

이 살 수 없다.

배경 지식
Upgrade

STEP1
글의 도입부를 통해 글의 

소재나 주제를 예측해  

본다. 

단일 언어 사용자와 이중 

언어 사용자가 경험하는 

설단 현상에 대한 글이다.



STEP2
글에 제시된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 본다. 

이중 언어 사용자는 각 

언어에서 특정 단어들을 

덜 자주 사용하게 되므로 

설단 현상을 더 자주 경

험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STEP3
요약문에 선택지를 넣어 

확인해 본다. 

동사에 설단 현상을 더 

자주 경험한다고 했으므

로 적절한 주어는 ‘이중 

언어 사용자’이고, 설단 

현상의 원인은 단어를 덜 

‘자주’ 쓰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한다.

유형 Solution
요약문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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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radioactive[rèidiouǽctiv] 방사능의, 방사성의    

reactor[riːǽktǝR] 원자로; 반응기    

practicality[prӕ̀ktikǽləti] 실현 가능성, 실용성, 현실성

06  정답  ④

지문 요약|  백인들의 들소 살육은 아메리칸인디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바른 해석| 아메리칸인디언들	사이에는	사람과	자연이	서

로	의존한다는	강한	감정이	있다.	자연은	보존되고	보살

펴져야	하며,	사람은	그것이	먹을	것이든,	물이든,	혹은	

다른	어떤	자원이든	정말로	필요한	것만을	취해야	한다.	

어떤	집단에서는	이러한	가치가	자연으로부터	사람이	어

떤	것을	취할	때	자연에게	사과하는	정도에	이르기도	한

다.	19세기	동안에	백인들에	의해서	행해진	대규모	들소	

살육을	보고	아메리칸인디언들이	혼란스러워진	것은	이

상한	일이	아니다.	그	대규모	살육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

한	것만을	취하는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었다.	

가죽만	이용되고	고기는	썩게	버려진다는	사실은	더욱더	

큰	죄악이었으며	자연의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었다.

쉬운 해설| (A)	아메리칸인디언들은	자연을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자연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을	취했다

고	했으므로	 ‘	interdependent(상호	의존적인)’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independent:	독립적인)

(B)	백인들이	들소를	대량으로	살육하는	것을	아메리칸인

디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	mystified(혼란스

러워진)’를	써야	한다.	(amuse:	즐겁게	하다)

(C)	들소를	죽인	후에	가죽만을	이용하고	고기를	그대로	

썩게	버려두는	것은	더욱더	큰	죄악이라고	생각했을	것이

므로	‘	crime(죄악)’을	써야	한다.	(claim:	주장)

구문 이해|  8행: It is little wonder [that the American 

Indians were mystified ~].

 It은 가주어, that절은 진주어이다.

13행: The fact [that only the skins were used and 

the meat was left to rot] was an even greater crime 

and wasting of nature’s resources.

 The fact와 that ~ rot는 동격 관계이다. 

Words |  interdependent[ìntəRdipéndənt] 상호 의존적인   

preserve[prizə́ːRv] 보존하다   to the extent of ~의 정도까지   

mystify[místǝfài] 혼란스럽게 만들다, 얼떨떨하게 만들다    

slaughter[slcːtǝR] 대량 학살, 살육    

violation[vàiəléiʃTn] 위반, 위배   rot[rɑt] 썩다

07~08  정답  07. ②    08. ②

지문 요약|  대중매체의 편파적인 보도 내용에 주의해야 한다. 

바른 해석| 	여러분이	숨	쉬는	공기가	건강에	영향을	주듯

이,	텔레비전이든,	라디오든,	혹은	신문이든	부정적인	대

microbe[máikroub] 미생물    

descendant[diséndǝnt] 후손, 후예

05  정답  ③

지문 요약|  원자로 사고로 인해 핵에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바른 해석| 	원자력발전소의	한	가지	큰	장점은	화석연료	

오염	물질을	방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자력발

전소는	열	공해를	발생시켜서	주변	지역에	공급되는	물의	

온도를	상승시킨다.	핵분열의	파편들과	사용된	연료는	방

사성	폐기물이	되며,	그것은	안전하게	저장되어야	하고	

주변에	배출되어서는	안	된다.	몇	가지	잘	알려진	원자로	

사고가	있었다.	 1979년에	펜실베이니아의	스리마일	섬

에서	비교적	작지만	널리	알려진	사고가	있었다.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과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다이

치에서	일어난	사고는	훨씬	더	심각했는데,	각각	주변	환

경에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을	내보냈다.	많은	국가가	계

속해서	에너지	생산의	많은	부분을	원자로에	의존할	것이	

분명함에도,	그러한	사고는	핵에너지의	장기적인	실행	가

능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쉬운 해설| 	콤마(,)를	기준으로	앞의	절과	뒤의	절을	연결

하는	접속사가	없다.	따라서	③의	 it을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	which로	고쳐야	

한다.

①	주어인	One	big	advantage가	단수이므로	is를	쓴	것

이다.

②	 raising은	분사구문을	이끄는	현재분사로서	 and	

they	raise	~라는	의미이다.

④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것이므로	수동의	뜻을	나타내는	

과거분사의	형태로	쓴	것이다.

⑤	<continue	to＋동사원형>은	‘계속해서	~하다’라는	뜻

이다.

구문 이해 | 2행: However, they do emit thermal  

pollution, [raising the temperature of the local water 

supply]. 

 일반동사를 강조하기 위해 do〔does, did〕를 강조하는 동

사 바로 앞에 둔다. do 다음에 오는 동사의 형태는 원형이다. 

raising 이하는 분사구문으로 쓰였다.

10행: [Accidents at Chernobyl, Ukraine, in 1986 

and Fukushima Daiichi, Japan, in 2011] were much 

more serious, [with each releasing large amounts 

of radiation into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ccidents ~ 2011이 주어이며 were가 동사이다. with 

~ environment에서 <with＋명사＋-ing>는 ‘~가 …하는 상

태에서’라는 부대상황의 뜻을 나타낸다.

Words |  nuclear power plant 원자력발전소    

thermal[θrːRməl] 열의   fragment[frǽgmǝnt] 조각, 파편   

constitute[ksnstǝtJùːt] ~을 구성하다, 이루다    

American Buffalo 

(아메리카들소)

아메리카들소는 백인들

이 철도 개발에 방해된다

는 이유로, 심지어는 취

미 생활로 사냥을 하면서 

멸종 위기에 놓였었다. 

무자비한 학살로 인해 

1889년에는 그 수가 천 

마리까지 격감하였다가 

현재는 보호 정책에 의해 

어느 정도의 개체 수를 

유지하고 있다.

배경 지식
Upgrade

강조의 do
일반동사의 의미를 강조

할 때는 조동사 do를 사

용한다. 이때 do는 주어

의 수나 인칭, 동사의 시

제에 따라 do, does, 

did로 활용된다. <do＋

동사원형>은 ‘정말로 ~

하다’의 의미이다.

She does love her 

cat. 

They did make a 

best choice.

어법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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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79

약점유형 Board radio, or newspapers], affects your attitude. 

 whether이 이끄는 절이 문장 안에 삽입되었으며, 주절

의 affects your attitude와 동사와 목적어가 반복되므로 

newspapers 뒤 affect your attitude는 생략되었다.

4행: [One of the easiest ways [to get the wrong 

picture of life] ] is [to blindly accept all that you see 

in the media as truth].

 One ~ life가 주어이며 is가 동사이다. to부정사구 to 

get ~ l ife는 ways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to 

blindly accept ~ truth는 문장의 주격보어 역할을 하는 명

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accept ~ as ...>는 ‘~을 …으로 받

아들이다’라는 뜻이다.

Words |  wipe out 없애다; 닦아 내다   blindly[bláindli] 맹

목적으로, 무턱대고   inquisitive[inkwízǝtiv] 꼬치꼬치 캐묻는, 

탐구심이 많은   peer[piǝR] 응시하다    

sneer[sniǝR] 코웃음 치며 말하다    

warehouse[wkǝRhàus] 창고   

be taken aback by ~에 의해 허를 찔리다, 충격을 받다   

rejoice[ridʒcis] 크게 기뻐하다   reflect[riflékt] 반영하다   

incredible[inkrédǝbl] 대단히 놀라운, 믿을 수 없는

중매체는	여러분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의	인생

에서	대중매체의	공해를	완전히	없애	버려라.	인생에	대

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대

중매체에서	보게	되는	것을	모두	사실이라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때로	어떤	보도나	기사가	매우	편파

적일	수	있다.

몇	년	전에	Lew	Losoncy는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연

설하기	위해	어떤	중서부	지역의	도시에	갔다.	학교로	가

는	길에	꼬치꼬치	묻기	좋아하는	택시	운전기사가	무슨	

일로	중서부	지역에	왔냐고	그에게	물었다.	Lew는	성공

으로	가는	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연설하기	위해	그곳에	왔다고	설

명해	주었다.	택시	운전기사는	차의	속도를	줄이고	백미

러를	통해	쳐다보고는	조롱하듯이	말했다.	“십	대	청소년

과	긍정적인	태도라.	하!	십	대	청소년들에	대해	말씀해	

드리죠.	오늘	신문의	기사	제목을	보셨나요?”	그는	Lew
에게	신문을	보여	주었다.	그	기사	제목은	‘두	명의	소년이	

창고에	불을	지르다가	붙잡혔다’라고	적혀	있었다.	택시	

운전기사는	“요즘	아이들이	그런	부류의	아이들입니다.”

라고	덧붙여	말했다.

택시	운전기사의	결론에	깜짝	놀라면서,	Lew가	물었다.	

“이	도시에	아이들의	수가	얼마나	되나요?”	“아,	약	4만	

명	정도입니다.”라고	택시	운전기사가	말했다.	Lew가	응

답했다.	“4만	명!	음,	기사님,	제가	오늘	신문의	기사	제

목을	쓴다면	그	동일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읽혔을	것

입니다.	‘기뻐하라!	우리	아이들	중	39,998명이	어젯밤

에	방화범으로	체포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99.99%입니다.	그	기사	제목은	진실	중에서	만분의	일도	

못	되는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택시	운전기사는	그	

기사	제목을	마치	모든	아이가	그런	것처럼	받아들였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쉬운 해설| 	07	대중매체의	보도나	기사의	내용이	한쪽으

로	치우친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작은	부분보다

는	긍정적인	큰	부분을	보려고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므로	②	‘여러분	자신을	긍정적인	대중매체	메시지에	노출

시켜라’가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택시	운전기사의	실용적인	충고

③	교육의	양면성

④	여러분의	열등감을	던져	버려라

⑤	십	대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라

08	4만	명의	아이	중	두	명의	아이들에	관한	내용만을	반

영하여	보도한	신문	기사에	관한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고	

있으므로	②	‘편파적인’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

하다.

①	다양한

③	교육적인

④	제약을	두지	않은

⑤	다문화의

구문 이해|  1행: Just as the air [you breathe] affects 

your health, / negative media, [whether television, 

taxi와 cab
cab(택시)이라는 단어

는 cabriolet이라는 말

이 줄어든 표현이다.  

cabriolet은 말 한 필이 

끄는 바퀴가 두 개이고 

접는 지붕이 있는 마차를 

뜻한다. 그런데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직업적인 운

전기사가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고 

거리와 시간에 따라 요금

을 받는 영업용 자동차

가 나오게 되었다. 그리

고 1891년 요금 계산기

인 ‘택시미터(taximeter)’
가 발명되었으며 그 후

에 taxi라는 말이 사용

되기 시작했다. 나중에

는 taxi와 cab을 합쳐서 

taxicab이라는 말도 생

겨났다.

배경 지식
Upgrade

incredible의 유의어

 • amazing  

놀라운, 멋진, 대단한

 • wonderful  
멋진, 훌륭한, 놀라운

 • impressive  

인상적인, 놀라운

 • fantastic 

환상적인, 멋진

 • extraordinary 
뛰어난, 엄청난

 • remarkable 

놀라운,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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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01  정답  ④

지문 요약| 성에 대한 완고한 고정관념의 영향

바른 해석|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어서	성에	대한	완고

한	고정관념은	(자신을)	매우	구속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매우	성별	역할이	부여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판에	박은	방식,	즉	적당한	성별	행동에	대해	자

신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림과	일관되는	방식으로	행

동하도록	느낀다.	하지만	남성이나	여성의	성별	유형과	

강력하게	동일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고와	행동에	더	유

연성이	있고,	지능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경향이	

있으며,	더	뛰어난	공간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더	

넓은	행동	범주를	허용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능력과	경

험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더	관대

해진다.	남성에	있어서	남자다움이	높은	것은	남성의	행

동에	대해	완고한	기준을	설정해서,	걱정,	죄의식,	그리

고	노이로제와	관련이	있어	왔지만,	남자다움이	덜	완고

한	것에	대한	기대는	정서적인	안정,	감수성,	온정,	그리

고	열정과	관련	있다.	요약하면,	완고한	고정관념과	그로	

인한	성차별	주의는	우리의	활동,	행동,	그리고	관점을	강

력하게	제한한다.

쉬운 해설| 성에	대해	완고한	고정관념을	가지면	사고와	

행동에	유연성이	떨어져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는	④	‘우리의	활동,	행동,	그리고	관점

을	강력하게	제한한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②	우리의	공격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

는다

③	단지	아이의	정서	발달을	제한하는	데만	도움이	된다

⑤	빈번히	여성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도

록	허용해	준다

구문 이해|  2행: I nd iv idua ls [who ho ld h igh ly  

sex-typed attitudes] feel compelled to behave in 

stereotypic ways, [way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pictures they have in their heads of proper 

gender behavior]. 

 ways that ~ behavior는 stereotypic ways와 동격 

관계를 이루며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6행: However, individuals [who ~ types] are more 

flexible in thoughts and behavior, tend to score 

higher on intelligence tests, have greater spatial 

ability, and have higher levels of creativity. 

 문장의 주어는 individuals이며, 동사 are, tend, have, 

have가 병렬 관계를 이루고 있다.

Words | rigid[rídʒid] 완고한, (생각이) 고정된    

constrain[kǝnstréin] 구속하다, 강요하다    

compel[kǝmpél] ~하지 않을 수 없다    

be consistent with ~와 일관되다 

masculine[mǽskjulin] 남성의   feminine[fémǝnin] 여성의

spatial[spéiʃəl] 공간의   tolerant of ~에 대해 관대한    

masculinity[mNskjuliniti] 남자다움, 남성    

be correlated with ~와 관련이 있다    

neurosis[nJuTróusis] 신경증, 노이로제    

enthusiasm[inθúːziNzm] 열정

02  정답  ③

지문 요약|  기회비용에 대한 이해

바른 해석| 	기회비용은	미시(微視)경제학에서	중요한	개

념이다.	가격은	기회비용을	측정하게	되어	있고,	기회비

용은	아마도	사람이	하는	선택을	결정한다.	각각이	선택

에	대해	기회비용은	희생된	가장	유익한	대안에	필적한

다.	(B)	일주일	동안	모든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제한된	

양의	돈이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라.	당신은	한	번의	

아주	멋진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세	번의	멋진	식사를	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7일	동안	약간의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	(C)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가장	유익한	것으로	매일

의	음식을	선택할	것이다.	당신이	어느	것을	다음으로	가

장	유익한	선택이라고	간주하든	간에	매일	음식을	먹는	

것의	기회비용은	한	번의	아주	멋진	식사를	하거나	세	번

의	멋진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A)	어쨌든	인간과	시

장의	행동에	대한	경제학자의	모델에서	이성적인	사람이

라면	선택된	것의	가치보다	더	큰	기회비용을	절대	발생

시키지	않을	것이고,	효율적인	시장이라면	그런	기회비용

을	갖는	선택을	유발하지도	않을	것이다.

쉬운 해설| 	주어진	글은	기회비용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

고	있다.	(B)에서는	기회비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

해	식사와	관련된	세	가지의	선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한

다.	(C)에서는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

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A)에서는	After	

all로	시작하면서	경제학자의	모델	입장에서	(C)의	마지

막에	언급된	선택과	기회비용의	관계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다.

구문 이해|  8행: ~ a rational person will never incur 

an opportunity cost greater than the value of the 

option chosen, nor will an efficient market ever lead 

to a choice that has such an opportunity cost. 

 과거분사 chosen은 the option을 수식한다. nor는 앞의 

부정문에 이어 뒤의 내용도 부정할 때 쓰이는 것으로, nor가 

문장 첫머리에 오면서 주어 an efficient market과 조동사 

will이 도치되었다.

18행: The opportunity cost of having food every 

접미사 -ity
접미사 -ity는 ‘~한 성질, 

~한 상태’라는 의미를 

나타내어 추상명사를 만

든다.

ability n. 능력

masculinity  

n. 남자다움, 남성

stability n. 안정

sensitivity n. 감수성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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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economics 

(미시(微視)경제학)

미시경제학은 경제사회

를 개개의 경제 주체로 

분해하여 이들 개개의 경

제 행위에서 경제사회의 

구조를 설명하려는 학문

으로 기업가는 이윤의 극

대를, 소비자는 효용의 

극대를 추구한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에 반해 거시(巨視)경

제학은 경제사회 전체에 

대해서 집계된 여러 가지 

국민경제 전반의 통계량, 

예를 들면 국민소득, 물

가수준 등을 사용하여 사

회 전체의 집단적인 경제

활동의 법칙성을 밝히려

는 학문으로 통계적·확

률적인 법칙성이 그 주제

가 된다.

배경 지식
Upgrade

01 ④ 02 ③ 03 ④ 04 ③

05 ⑤ 06 ⑤ 07 ② 08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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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81

약점유형 Board watching TV, appreciating the beauty of flowers 

blooming, watching the birds soar high, ~

 seeing의 see와 watching의 watch는 지각동사라서 목

적격보어 자리에 원형부정사 play와 soar가 쓰였다. 

Words |  be supposed to do ~하기로 되어 있다   

accomplish[əkɑ́mpliʃ] 성취하다    

get rid of ~을 제거하다   appreciate[ǝpríːʃièit] 진가를 인

정하다, 감상하다   pleasantry[plézTntri] 사교적인 인사〔말〕, 

농담   blessing[blésiŋ] 고마운 것

04  정답  ③

지문 요약|  전자 상거래가 작동하는 방법

바른 해석| 	전자	상거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현재	대부

분의	전자	상거래	활동의	초점은	인터넷이다.	그것은	원

래	미국	정부,	대학교,	그리고	민간	연구	기관	사이의	협

력에	대한	협정으로	설립되었지만,	이제는	민간	부문에서	

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이다.	예상	구매자

는	구매자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작동되는	서버	

장치로	가는	특정한	웹	사이트	주소와	의사소통하는	인터

넷	웹	페이지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	개인용	컴퓨터와	같

은	장치에	있는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그	장치

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제

공자의	시스템에는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자

의	서버에	웹	사이트를	접근시키는	요청을	전달하는	라우

터들이	포함되어	있다.	판매자는	사이트를	통한	예상	구

매자의	항해를	자동으로	관리하고,	구매자의	방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	예상	구매자와	다른	예상	구매자가	

각각	사용하도록	사이트를	최신	것으로	갱신하고,	그리고	

구매자가	접근할	수	있는	외부	프로그램들을	작동하기	위

해	웹	서버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인터넷	판매자는	전통

적인	기업이	직면하는	문제들과	일반적으로	유사하지만,	

때로는	그것들과	다른	기본적인	사업	운영상의	문제와	법

률상의	구속에	직면한다.

쉬운 해설| 	주어진	문장은	전자	상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

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인터넷	웹	페이지	주소를	입력하

기	위해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장치에	있는	브라우저	프

로그램을	사용한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	문장에서의	a	

device	such	as	a	personal	computer가	③	바로	다음	

문장의	주어인	The	device에	해당한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

은	③이다.

구문 이해|  9행: It is a network of networks [originally 

established as a cooperative arrangement among 

the U.S. government, universities, and private 

research facilities but now largely operated within 

the private sector]. 

 병렬구조로 연결된 과거분사 established와 operated는 

모두 a network of networks를 수식한다.

day is not having one very fancy meal or three 

fancy meals, [whichever you consider the next 

most beneficial choice].

 whichever는 ‘어느 것을 ~하더라도’라는 뜻으로 양보의 

부사절을 이끈다.

Words |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한 가지 목적을 위해 

투입된 자본이 다른 목적으로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으리라고 여

겨지는 포기된 가치)    

microeconomics[màikrouèkənɑ́miks] 미시(微視)경제학    

presumably[prizúːmǝbli] 아마, 추측컨대    

determine[ditrːRmin] 결정하다   beneficial[bènǝfíʃəl] 유

익한   alternative[ɔːltrːRnǝtiv] 대안   sacrifice[sǽkrǝfàis] 

희생하다   rational[rǽʃənl] 이성적인   incur[inkrːR] (비용

을) 발생시키다   efficient[ifíʃənt] 효율적인   

fancy[fǽnsi] 멋진, 화려한

03  정답  ④

지문 요약|  계획이 필요 없는 단순한 활동이 주는 기쁨

바른 해석| 잠에서	깨고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우리가	해

서	성취하기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	항상	걱정한다.	우

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다.	그것이	대부분

의	사람이	자신들의	여가	시간	동안에	어떤	계획도	세우

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이다.	사람들은	여가	시간에	

쉬면서,	모든	것에	대해	잊고,	인생과	시간이	그저	흘러가

도록	내버려	두는	것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싶어	한다.	정

신적으로	편하게	하고	모든	걱정거리를	없앰으로써,	사랑

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노는	것을	보고,	TV를	시청하고,	꽃이	

피는	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새들이	높이	날아오르

는	것을	보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개와	함께	놀고,	고

마운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들은	평소에는	보거나	

중요시하지	않은	것들의	진가를	인정하게	된다.

	계획이	없는	단순한	활동들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큰	기

쁨을	준다.

쉬운 해설|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는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해	잊고서	쉬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한

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A)에는	‘계획(planning)’이,	

(B)에는	‘기쁨(pleasure)’이	가장	적절하다.

①	감상	-	기쁨

②	감상	-	피로

③	걱정	-	피로

⑤	계획	-	피로

구문 이해|  4행: That is why, during their free time, 

most people prefer not to make any plans. 

 <That is why>는 ‘그것이 ~한 이유이다’라는 의미로 결과

를 나타낸다. 이에 반해 <That is because>는 ‘그것은 ~때

문이다’의 의미로 원인을 나타낸다.

11행: ~ seeing their children play with themselves, 

to부정사를 목적격보어

로 취하는 동사

t o부정사를 목적격보

어로 취해 <동사＋목적

어＋목적격보어(to부정

사)>의 형식을 취하는 동

사로는 allow, enable, 

ask, cause, advise, 

expect, encourage, 

want, get, lead, drive 

등이 있다.

어법
Review

인터넷 네트워크 용어

 • browser(브라우저):  

인터넷의 자료들을 읽

을 수 있게 해 주는 프

로그램

 • Universal Resource 

Locator(URL): 

인터넷 웹 페이지의  

주소

 • server(서버):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

는 컴퓨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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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정답과 해설

약점유형 Board 구문 이해| 1행: Computing devices ― machines that 

can aid in making calculations and manipulating  

in format ion ― were deve loped as ear ly as  

civil ization [organized i tself into permanent,  

agriculture-based settlements, ~]. 

 주어는 Comput ing devices이고 동사는 were 

developed이다. ‘…만큼 ~한〔하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as ~ as ...> 구문이 사용되었다. organized는 과거분사로 

civilization을 수식한다.

19행: From then on, new computing devices 

were invented and improved in rapid order,  

responding to the growing needs for calculation to 

aid navigation, warfare, economics, and information 

management. 

 responding 이하는 분사구문으로 동시동작의 의미로 이

해할 수 있다.

Words |  compute[kǝmpjúːt] (컴퓨터로) 계산하다    

manipulate[mǝnípjulèit] (기계 등을) 능숙하게 다루다    

permanent[prːRmTnǝnt] 영구한, 영속하는    

keep track of ~의 계산을 해 두다   quantity[kwsntǝti] 양   

property[prspǝRti] 재산   parcel[psːRsTl] (토지의) 한 구획   

and so forth 기타 등등   clay[klei] 점토   token[tóukən] 

(놀이 기계 등에 쓰이는) 칩   designate[dézignèit] 표시하다, 

나타내다   commodity[kǝmsdǝti] 상품   date back 거슬

러 올라가다   predate[priːdéit] ~보다 먼저〔앞서〕 오다    

abacus[ǽbǝkǝs] 주판   warfare[wcːRfKǝR] 전투, 전쟁

06  정답  ⑤

지문 요약|  보건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

바른 해석| 	보건	정책은	대부분	국가의	주요한	관심사이

다.	선진국에서	보건	시설에	기인하는	국내총생산의	비율

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의료	서비스에	자금을	조달하

는	전통적인	방식은	부담되고	있다.	늘어나는	기대	수명

은	만성	질병의	장기적인	관리를	위한	새로운	도전	과제

를	낳고	있다.	주로	의료	체계의	밖에	있는	요인들로	인해	

야기되는	건강상의	불균형은	많은	국가에서	정책상의	문

제로	남아	있지만,	그것들을	다룰	해결책이	부족하다.	의

료	서비스	산업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놀라운	기술적인	

진보를	내놓았지만,	또한	유일하게	강력한	이익	단체이기

도	하고,	적당한	평가를	하기도	전에	흔히	새로운	기술을	

버리라는(→	채택하라는)	굉장한	압력도	행사한다.

쉬운 해설| 	앞서	선진국에서	보건	시설에	기인하는	국내

총생산	비율의	증가와	만성	질병의	장기적인	관리의	필요

성을	언급했는데,	의료	서비스	산업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가	적당한	평가를	하기도	전에	새로운	기술을	버리라는	굉

장한	압력도	행사한다는	의미는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다.	

따라서	‘버리다,	단념하다’라는	뜻의	abandon을	‘채택하

다’라는	뜻인	adopt와	같은	맥락의	단어로	바꿔야	한다.

17행: The seller uses a Web server program to 

automatically govern the prospective buyer’s 

navigation through the site, to compile information 

about the buyer’s visit, to keep the site updated for 

each use by this and other prospective buyers, and 

to operate external programs that the buyer can 

access. 

 to부정사인 to automatically govern, to compile, to 

keep, to operate는 and를 기준으로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Words |  prospective[prəspéktiv] 예상된, 장래의    

type in (어구 등)을 타이핑해서 입력하다    

arrangement[ǝréindʒmǝnt] 협정, 합의   facility[fǝsílǝti] 

(생활의 편의를 위한) 시설〔기관〕   transmit[trænsmít] 보내다, 

발송하다   govern[gvvǝRn] 관리하다; 지배하다    

navigation[nNvǝgéiʃTn] 항해   compile[kǝmpáil] 수집하다    

external[ikstrːRnl] 외부의   constraint[kǝnstréint] 구속, 

억제   analogous[ǝnǽlǝgǝs] 유사한, 비슷한

05  정답  ⑤

지문 요약|  계산용 장치의 발달

바른 해석| 	계산하고	정보를	능숙히	다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계인	계산용	장치는	서로	다른	양의	재산(토지	

의	구획,	농작물,	동물,	노예	등)을	계산해	둘	필요성과	함

께	문명	그	자체가	영구적이고	농업에	기반을	둔	정착지

로	체계화된	것만큼이나	일찍	개발되었다.	모양과	표시하

는	것이	특정한	상품의	어떤	양을	나타내는	점토	계산용	

칩이	이스라엘,	시리아,	터키,	이라크,	그리고	이란의	신

석기시대	부지에서	발견되었다.	약	9,000년을	거슬러	올

라가는	그것들은	쓰기를	발명한	것보다	약	3,000년	정도

를	앞선다.	그것들은	약	4,000년	후에	주판과	같이	더	신

뢰할	만한	도구에	의해	대체되었다.	17세기에	처음으로	

기계로	된	계산기인	블레즈	파스칼의	 ‘파스칼	계산기’가	

발명되기	전에	거의	또	다른	4,500년이	소요되었다.	그

때	이후로	계속해서	운항,	전투,	경제학,	그리고	정보	경

영에	도움을	줄	계산을	위한	늘어나는	요구에	반응을	보

이면서	새로운	계산용	장치들이	발명되었고	빠른	속도로	

향상되었다.		

쉬운 해설| (A)	Clay	 counting	 tokens가	문장의	주

어이고,	have	been	 found가	동사이다.	 (A)는	Clay		

counting	 tokens를	선행사로	하면서	선행사를	추가로	

설명하는	관계대명사절을	이끌어야	하므로	소유격	관계

대명사	whose가	와야	한다.

(B)	자동사	date는	date	back으로	쓰여	‘거슬러	올라가

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they를	의미상	주어로	하는	분

사구문을	이끌어야	하므로	현재분사	Dating이	와야	한다.

(C)	calculation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가	되어야	하므로	to	aid가	와야	한다.

the Neolithic Age 

(신석기시대)

신석기시대는 인류가 사

용한 도구에 따라 구분

한 석기시대의 최종 단계

로 구석기와 중석기시대

에 이어지며 금속기시대

에 선행한다. 약 1만 년 

전에 해당하는 시기로 이 

시대의 특징은 생산 경제

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 

두 가지를 들 수 있으며, 

그래서 이 시기를 ‘인류

의 위대한 생산 혁명’이

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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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83

약점유형 Board ④	르네상스	건물들의	역사

⑤	건물의	완벽함으로	가는	먼	길

08	 두	번째	문장인	 Bui ld ings,	 prior	 to	 the	

Renaissance,	were	 simply	 constructed,	not	

planned	~를	통해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설계되

지	않은’임을	알	수	있다.

①	사용되지	않은

②	손상을	입은

③	개조된

④	영향을	받지	않은

구문 이해|  18행: Organized in guilds, their skills 

were gained by long apprenticeships and governed 

by the strict rules of conduct of their guilds. 

 Organized in guilds는 Organized 앞에 Being이 생

략된 수동태 분사구문으로,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their 

skills이다.

23행: Masons carried their own tools, moved 

from building project to building project (where,  

depending on the type of building, they may have 

lived for many years), and shaped the building ~. 

 동사 carried, moved, shaped는 and를 기준으로 병렬 

관계를 이루고 있다.

Words | schema[skíːmǝ] 도식(圖式)    

apprentice[ǝpréntis] 견습생, 도제    

derive[diráiv] 유래를 찾다   compass[kvmpǝs] 나침반    

term[tǝːRm] 용어   other than ~외에    

column[kslǝm] 기둥   vault[vɔːlt] 둥근〔아치〕 천장    

extraordinarily[ikstrCːRdTnérǝli] 비상하게    

craftsman[krǽftmən] 공예가    

entrust[intrvst] (일을) 맡기다   guild[gild] 협회, 조합    

apprenticeship[ǝpréntisʃIp] 도제살이; 수습 기간, 수습직    

carpenter[ksːRpǝntTR] 목수   vocation[voukéiʃTn] 천직

구문 이해|  2행: In the developed world, the proportion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attributed to health  

services] is growing rapidly, and tradit ional  

methods of financing health care are coming under 

strain. 

 과거분사구 attributed ~ services는 the proportion 

of gross domestic product를 수식한다.

Words | proportion[prəpɔ́ːRʃTn] 비율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GDP)   

finance[finnns] ~에 자금을 조달하다〔대다〕   

come under strain 부담을 받다   

life expectancy 기대 수명   give rise to ~을 낳다   

chronic[krsnik] 만성의   disparity[dispnrtti] 불균형   

address[tdres] (문제, 상황 등에 대해) 고심하다〔다루다〕   

astonishing[əstɑ́niʃiŋ] 놀라운   

formidable[fc;Rmidtbl] 굉장한   

evaluation[ivNljueiSTn] 평가 

07~08  정답  07. ②    08. ⑤

지문 요약|  르네상스 이전 건물의 특징

바른 해석| 	르네상스는	특히	이탈리아에서	과학과	고대

의	예술과	문학에	새로운	관심이	있었던	14세기와	17세
기	사이의	유럽사의	한	기간이었다.	르네상스	이전의	건

물은	설계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어졌다.	즉,	숙련된	석

공이	도제로서	그리고	기능공으로서	배운	전통적인	패턴

을	흔히	따라	함으로써	단순한	도식(圖式)을	개발했다.	나

침반과	자의	도움으로	삼각형이나	정사각형에	근거한	비

율	체계인	건축	청부업자의	‘요령’을	적용함으로써	건물의	

앞면이	나오게	되었다.	건축의	많은	부분이	용어에	대한	

현대적	의미에서	설계되지	않았다.	기둥이나	둥근	천장을	

위한	형판(形板)	외에	따라야	할	어떤	그림과	모델도	없었

다.	차라리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비상할	정도로	재능

이	있고	훈련을	잘	받은	공예가들이	건축의	모든	세세한	

것들을	맡았다.	조합으로	조직된	그들의	기술은	오랜	도

제살이를	통해서	얻어졌고,	그들	조합의	행동에	대한	엄

격한	법규에	의해	지배되었다.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두	

개의	주요	기술인	석공이나	목수가	되는	것은	삶의	한	방

식이었지	천직은	아니었다.	석공은	자기	자신의	도구를	

가지고	다녔고,	(건축	유형에	따라	수년	동안	살았을지도	

모를)	건물	프로젝트마다	옮겨	다녔으며,	흔히	자신이	자

른	돌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면서	자기	자신의	기술과	

훈련에	따라	건물의	모양을	만들었다.

쉬운 해설| 	07	르네상스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특징에	

대해	기술한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②	‘르네상스	이

전의	건물’이	가장	적절하다.

①	처음에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지어라

③	석공처럼	목수처럼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일정한 기간

(보통 1년)에 걸쳐 새로

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

의 부가가치 또는 모든 

최종재의 값을 화폐단위

로 합산한 것을 말한다. 

경제 교류가 점차 국제

화, 세계화됨에 따라 생

산요소, 특히 자본이 국

경을 초월하여 활발히 이

동하기 때문에 경제주체

의 국적보다 한 나라 안

에서 생산해 낸 총 산출

이 경제활동을 정확하

게 반영한다고 본다. 따

라서 국민경제를 가늠하

는 지표로 GNP(국민총

생산, gross national 

product)보다 GDP가 

더 많이 사용된다.

배경 지식
Upgrade

Renaissance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14∼17세기 

서유럽 문명사에 나타난 

문화 운동이다. 이는 학

문 또는 예술의 재생·부

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고대의 그리스·로마 문

화를 이상으로 하여 이들

을 부흥시킴으로써 새 문

화를 창출해 내려는 운동

으로, 그 범위는 사상·

문학·미술·건축 등 다

방면에 걸친 것이었다.

guild(길드)

길드는 10세기 중엽 내

지 11세기 이후 유럽에

서 상업 및 수공업의 독

점적·배타적인 동업조

합을 말한다. 길드는 도

제제도(徒弟制度)의 직장

에 의해 조직되어, 조합

원의 경제적 공존과 보

호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종교적인 성격

도 지니고 있었다.

배경 지식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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