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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의도] 짧은 응답 고르기
[해석]
남: Kate, 우리가 다음 주말에 할아버지 생일잔치에 갈 거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어. 
여: 그래. 할아버지께 드릴 선물로 뭐가 좋을까?
남: 음.... 새 모자를 드리는 것이 어때?  
여: 좋아. 가게에서 하나 사자.  
[풀이]
남자가 할아버지의 생일 선물로 모자가 어떨지 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
으로 적절한 것은 ⑤ ‘좋아. 가게에서 하나 사자.’이다.  
① 실은 엄마께서 여기 안 계셔.
② 그래, 그는 곧 집에 올 거야.　
③ 맞아. 난 파티에 가지 않을 거야.　
④ 아니, 우리는 아직 그 선물을 주문하지 않았어. 　　 
[Words and Phrases]
How about –ing? ~하는 것이 어때?

2. [출제 의도] 짧은 응답 고르기
[해석]
여: John, 잘 지내? 난 방금 화학 보고서를 끝냈는데. 너도 다 했니?
남: 오, 이런! 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을 완전히 잊었어! 최근에 너무 바빴거든. 언제

가 제출 마감이야?
여: 모레야. 너 서둘러야겠다. 
남: 정말? 지금 즉시 시작해야겠구나. 
[풀이]
모레가 마감인 화학 보고서를 깜빡 잊고 있었던 남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 여자에
게 할 말로 적절한 것은 ③ ‘정말? 지금 즉시 시작해야겠구나.’이다.  
① 그래. 다시는 수업에 늦지 않을게.  
② 맞아. 넌 마무리할 시간이 많아.  
④ 뭐라고? 난 보고서를 이미 다 썼는데. 
⑤ 알았어. 네가 내일까지 네 것을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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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and Phrases]
What’s up? 잘 지내?  totally 완전히  due 마감인  hurry up 서두르다 

3. [출제 의도] 담화의 목적 찾기 
[해석]
남: 여러분 주목해 주시겠어요? 저는 학생회장인 Matt Davis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공동체에 봉사할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Parker Street의 차량 증가 때문에 저
희는 도로를 건널 때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
습니다. 횡단보도에 교통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분에게 건널목 안전요원으로 자원봉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 합니다. 그 일에는 선생님과 함께 횡단보도에 서서 학생들이 길을 건너야 할 때 
정지 신호판을 내미는 일이 포함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고 있지만, 여러분의 도움은 우리 학교 공동체에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학생회 사
무실을 방문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
다.
[풀이] 학생회장이 학생들에게 건널목 안전요원으로 자원봉사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Words and Phrases]
student council 학생회  due to ~때문에  risk 위태롭게 하다  crosswalk 횡단보
도[건널목]  crossing-guard 건널목 안전요원  appreciate 고맙게 여기다

4. [출제 의도] 대화의 주제 파악하기 
[해석]
남: 안녕하세요, Monica. 우리 회사의 점심 휴식시간이 길어서 좋지 않아요?
여: 네. 우린 식사를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남: 저는 당신이 점심시간에 밴드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 그래요. 그리고 당신은 점심시간 독서클럽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남: 맞아요. 저는 점심시간에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는 큰 이점이 있다고 생

각해요.
여: 동료들과 관계를 좋게 하는 것과 같은 것 말씀이지요?
남: 바로 그거예요. 그것은 또한 오전 일을 하고 난 후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좋

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 네. 전 밴드 연습을 하고 나면 항상 활력을 느껴요. 정신과 육체 둘 다 그래요.
남: 점심시간의 활동은 우리가 일에 더 잘 집중할 수 있게 정말로 도와주는 것 같아

요.
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음. 전 가 봐야겠어요. 독서클럽 활동 즐겁게 하세요, Bill.  
남: 당신도요. 다음에 봐요, M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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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점심시간에 여자는 밴드에서 기타를 치고 남자는 독서클럽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가진 여러 가지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Words and Phrases]
lunch break 점심 휴식시간  benefit 이점  improve 향상시키다  colleague 동료  
refreshed 활기찬  concentrate on ~에 집중하다  

5. [출제 의도] 관계 파악
[해석]
[휴대전화가 울린다.]
여: 여보세요, Jason.
남: 안녕하세요, Jessica. 제 마감 시간을 연장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여: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지난번에 그랬을 때 편집장에게 설명하는 것이 힘들

었어요.
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매주 만화를 그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 알아요. 하지만 출판하기 전에 저는 그것들을 검토하고 편집할 시간이 필요해요.
남: 실은 제 만화가 따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독자들은 당신의 슈퍼히어로 이야기를 아주 좋아해요. 
남: 그걸 어떻게 아세요?
여: 음,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당신의 만화가 우리 신문의 가장 인기 있는 

특집으로 선정되었어요.
남: 무슨 말씀이세요?
여: 저희가 독자들에게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특집에 대해 투표하도록 했는데, 당신 

것이 최고였어요. 슈퍼히어로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결합한 것이 훌륭했어요.
남: 그 말씀을 들으니 기분이 훨씬 더 좋네요.
여: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제 시간에 들어오도록 애써 주세요.
남: 그럴게요. 고마워요.
[풀이]
남자가 한 말인 it’s not easy drawing a comic every week.와 여자가 한 말인 
But I need time to review and edit them before publishing.과 your comic 
was selected as the most popular feature of our newspaper. 등을 통해 ③이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함을 알 수 있다.
[Words and Phrases]
extend 연장하다  deadline 마감 시간[일자]  chief editor 편집장  comic 만화  
review 검토[확인]하다  The thing is 실은  feature (신문 · 잡지 따위의) 특집 (기
사)  brilliant 훌륭한  get in 도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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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제 의도] 그림 내용 파악
 [해석]
여: 아빠! 제 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빠가 출장 중에 엄마와 제가 방을 재

배열했어요.
남: 멋지구나, Cathy야! 이전과 아주 다른데. 세계 지도를 벽에 붙였구나.
여: 언젠가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서 그것을 거기에 붙였어요.
남: 잘했어. 아! 베개 옆에 모자를 쓰고 있는 인형… 내가 너에게 그걸 사 줬지, 맞

지?
여: 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남: 침대와 책상 사이에 왜 책꽂이를 뒀니? 
여: 음, 공부하는 곳과 쉬는 곳을 나누고 싶었어요.
남: 좋은 생각이야.
여: 책상 앞에 있는 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제게 사 주셨어요.
남: 멋져 보이는 구나. 정사각형의 거울을 책상 위에 두었구나. 그건 어디서 났니?
여: 할머니께서 제게 주셨어요.
남: 좋아. 정말 예쁜 방이구나, Cathy야!
[풀이]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남자가 한 말인 I see that you put a square mirror on 
the desk.를 통해 책상 위에 있는 둥근 거울 ⑤가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Words and Phrases]
business trip 출장  rearrange 재배열[재정리]하다  pillow 베개  bookshelf 책꽂
이  separate 분리하다  rest 쉬다  square 정사각형(의)

7. [출제 의도] 부탁한 일 파악
[해석]
남: 이봐요, 여보, 장인 장모님의 결혼기념일이 이번 토요일이에요. 오늘 레스토랑 예

약을 해야 해요.
여: 알고 있어요. 나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Riverside 가에 있는 이탈리

아 음식점 Pasta Bell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남: 이탈리아 음식점이요? 그래요. 그곳은 그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여: 그분들께서 확실히 스파게티를 아주 좋아하시지요.
남: 좋아요. 나는 Pasta Bella가 완벽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 또 달리 좋은 것은 거기에는 아름다운 전망이 있어요. 우리는 강을 내려다보며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어요.
남: 그건 아주 멋질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격은 어때요? 비싸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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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음, 약간 비싸긴 할 텐데 웹페이지에 할인 쿠폰이 있어요.
남: 알았어요. 그거 좋네요. 그거 출력했어요?
여: 아직 안 했어요. 내 대신 그걸 해 줄래요? 예약은 내가 할게요.
남: 물론이죠. 그리고 창가 쪽 테이블로 요청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여: 고마워요. 잊지 않을게요.
[풀이]
마지막 부분에서 남자가 Did you print it out?이라고 묻자 여자는 Not yet. Will 
you do that for me?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남자가 Sure.라고 응답한 것을 통해 
②가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함을 알 수 있다.
[Words and Phrases]
wedding anniversary 결혼기념일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view 전망  
overlook 내려다보다  print out ~을 출력하다

8. [출제 의도] 이유 파악
[해석]
[문을 노크하는 소리]
여: 들어오세요. 오, Karl, 워크숍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남: 사소한 문제들이 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게 잘되고 있어요.
여: 좋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뭘 도와 드릴까요?
남: 내일 오후에 조퇴할 수 있을지 여쭈고 싶었어요.
여: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남: 제가 동생을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다 줘야 해서요.
여: 아, 모든 게 괜찮나요?
남: 글쎄요, 그가 허리 수술을 받았어요. 2주 동안 거기에 있었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아직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군요.
남: 그래요. 그가 택시를 부를 거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가 혼자서 집에 가게 하고 싶

지 않아요.
여: 이해해요. 음, 내일 꼭 전화를 받으세요. 팀에서 당신을 필요로 할지 몰라요. 그리

고 동생에게 안부를 전해 주세요.
남: 그럴게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풀이]
중반부에서 남자가 한 말인 I need to take my younger brother home from the 
hospital.과 He’s been there for two weeks, but the doctor said he shouldn’t 
drive yet.을 통해 ②가 남자가 조퇴하려는 이유임을 알 수 있다.
[Words and Phrases]
preparation 준비  minor 사소한, 대수롭지 않은  overall 전반적으로  leave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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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하다  back surgery 허리 수술  cab 택시  be sure to (명령문으로 쓰여) 꼭
[반드시] ~해라  give one's best to ~에게 안부를 전하다

9. [출제 의도] 숫자 정보 파악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남: Boston Art Center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An American in Rome’의 이번 주 금요일 공연 표를 

사고 싶습니다. 
남: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자하는 소리] 금요일에 아직 표가 

남아 있습니다. 
여: 오, 잘됐네요. 
남: 표가 몇 장 필요하시죠?
여: 네 장이 필요합니다. 성인 표 두 장과 학생 표 두 장입니다. 얼마죠?
남: 성인의 경우 장당 80달러이고, 학생의 경우에는 장당 70달러입니다. 
여: 알겠습니다. 
남: 그런데 사실, 저희는 이번 달에 홍보 판매를 진행 중이라서 모든 표는 10퍼센트 

할인됩니다.  
여: 오, 와! 끝내주는군요. 신용카드로 지불하겠습니다.  
남: 좋습니다. 삐 소리가 들리면 카드 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 
[풀이]
여자는 장당 80달러인 성인 표를 두 장 사고(160달러), 장당 70달러인 학생 표도 두 
장 사려(140달러) 한다. 홍보 판매 기간이라서 모든 표는 10퍼센트 할인되므로, 여자
가 지불할 금액은 300달러에서 10퍼센트 할인된 270달러이다.   
[Words and Phrases]
performance 공연  promotional sale 홍보 판매  beep 삐 소리 

10. [출제 의도] 언급 유무 파악
[해석]
남: Sunrise Korean Folk Villag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와드릴까요?
여: 네, 저는 여기서 제공하는 관광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

시겠습니까?
남: 음, 저희에게는 떡 만들기와 연날리기처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한국 문화 활

동이 있습니다.    
여: 좋네요. 그 밖의 다른 것은요?
남: 한국의 전통 탈춤을 구경하고 시도할 기회도 있습니다. 
여: 아주 멋지군요! 그럼 그 관광에 드는 비용은 얼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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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1인당 20,000원입니다. 
여: 점심이 포함되나요?
남: 그렇지 않습니다만, 불고기와 비빔밥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훌륭한 푸드 

코트가 있습니다. 
여: 오, 그것들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들입니다. 그 관광은 얼마나 걸리죠?
남: 4시간 걸리고, 민속촌 폐장 때까지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여: 훌륭하네요. 그 관광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남: 알겠습니다. 저쪽에서 기다리시면 곧 시작될 겁니다. 
[풀이]
두 사람이 관광과 관련된 체험 활동 내용, 참가 비용, 점심 포함 여부, 소요 시간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참가 인원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Words and Phrases]
a variety of 다양한  kite 연  chance 기회  mask dance 탈춤  sign up for ~을 
신청하다 

11. [출제 의도] 내용 불일치 파악
[해석]
여: 안녕하세요, 저는 Pine Tree Family Park의 원장 Jenny Stone입니다. 저희를 

방문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희 공원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
명한 Evergreen 호수의 기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대에서 뜨거운 여
름에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의 하나입니다. 꼭 두 달 전에, 
저희는 공원을 새로 단장해서, 모든 편의 시설이 깨끗하고 새것과 같습니다. 아울
러, 입장료를 1인당 8달러에서 7달러로 내렸습니다. 편리하게도, 도시에서 차로 
딱 30분 거리에 있고, 한 시간마다 중심가에서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점점 더 
많은 가족이 매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공원의 
규모를 확장해 오고 있어서, 주말과 휴일에도 이곳은 편안하고 평화로운 곳입니
다. 오셔서 저희와 함께하십시오. 저희는 당신이 즐거워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
니다.   

[풀이]
셔틀버스는 한 시간마다 중심가에서 운행된다(our shuttle buses run from 
downtown every hour)고 했으므로 ④가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and Phrases]
cool off (더위를) 식히다  renovate 개조[보수]하다  facilities 편의 시설  reduce 
줄이다  conveniently 편리하게

12. [출제 의도] 특정 정보 파악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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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봐요, Tom. 여기 침낭 광고지가 있어요. 캠핑 여행에 하나 필요하지 않으세요?
남: 오, 멋진데요. 맞아요, 필요해요.
여: 특별히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있나요?
남: 꼭 그렇진 않지만, 가벼운 것, 800그램보다 더 가벼운 것이 필요해요.
여: 이 모델들은 어떠세요? 모두 800그램 아래예요.
남: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200달러 넘게 쓰고 싶진 않아요.
여: 이 모델들은 당신의 예산 범위 안에 들어요.
남: 네. 그것들이 아주 멋지긴 한데, 이것은 아니네요. 나는 지퍼가 있는 것이 더 좋

아요.
여: 이 파란색은 어때요? 파란색이 올해 유행하는 색이에요. 
남: 알고 있어요. 하지만 파란색은 정말 내 색상이 아니에요. 
여: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하나만 남네요.
남: 네. 그러면 그것으로 살게요.
[풀이] 
무게가 800그램보다 더 가볍고 가격이 200달러를 넘지 않고 지퍼가 있으며 색상이 
파란색이 아닌 침낭이므로 남자가 구입할 침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Words and Phrases]
flyer 광고지, 전단  sleeping bag 침낭  specific 특정한  budget 예산  trendy 유
행하는  

13. [출제 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해석]
남: 안녕하세요, Terry. 오늘 아침 일찍 조깅을 하네요.
여: 맞아요. 이번 토요일에 있을 실내 암벽 등반 대회를 위해 체력 관리를 해야 해요.
남: 오, 그래요? 암벽 등반가세요?
여: 네. 여러 해 동안 그것을 해오고 있어요.
남: 그래서 대회는 어디에서 하나요? 
여: Eastwood Climbing Center에서 해요. 제가 이번에는 상급 등반가로 출전합니

다.
남: 와! 정말 잘하시나 보군요. 그런데 그것이 좀 위험하지 않나요?
여: 아뇨, 그렇지 않아요. 안전 규칙을 준수하면 매우 안전해요. 아마도 언제 한 번 

시도해 보셔야겠어요.
남: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 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토요일에 보러 오시는 것은 어때요? 실내 암

벽 등반이 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남: 음, 아마도요. 하지만 그것이 제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 자, 그러지 마시고요! 그것을 일단 보시면, 시도해 보고 싶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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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실내 암벽 등반을 해보지 않은 남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실내 암벽 등반을 해 보라
고 권하며 토요일에 자신이 출전하는 실내 암벽 등반을 구경하러 오라고 하자 남자는 
여전히 실내 암벽 등반이 자신에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머뭇거린다.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실내 암벽 등반을 일단 보기라도 하라고 계속 권하는 내
용이 되어야 적절하다. 그러므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⑤ ‘자, 그러지 마시고요! 그것을 일단 보시면, 시도해 보고 싶을 겁니다.’
이다. 
① 힘내세요! 다음에 더 잘하실 겁니다. 
② 좋습니다. 록 콘서트에 함께 갑시다. 
③ 동의합니다. 고급반이 당신에게 맞아요. 
④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거의 다 왔어요. 
[Words and Phrases]
keep in shape 체력 관리를 하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다  competition 대회, 시합  
advanced 상급의, 고급의  stick to ~을 준수하다, ~을 고수하다  

14. [출제 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해석]
남: 안녕하세요, Amy. 새로 맡은 일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여: 그래요, 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하는 것을 정말 즐기고 있어요.
남: 훌륭해요. 수업에 대한 온라인 글들은 점검해 봤나요?
여: 해 봤어요. 그것들은 대체로 두 가지 것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첫 번째 것은 냉방

에 관한 것이었어요.
남: 흠…. 무슨 말들을 했지요?
여: 교실이 충분히 시원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모두가 온도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남: 그렇긴 하지만, 교실 온도가 가능한 한 편안하도록 확인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학생들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여: 알겠어요. 다른 글들은 교실 컴퓨터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컴퓨터가 매우 느

리다고 했어요. 
남: 얼마나 안 좋은데요?
여: 음, 제가 직접 컴퓨터를 점검해 봤어요. 저는 컴퓨터가 그렇게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 학생들이 문제를 겪고 있다면, 아마 새것을 구입할 때가 된 것 같군요.
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만, 우리는 비용을 고려해야 해요.
남: 맞아요, 하지만 학생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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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교실의 컴퓨터가 느리다고 불평하는 학생들의 글이 있다고 하자 남자는 그렇
다면 새 컴퓨터를 구입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한다. 그러자 여자는 비용을 고려
해야 한다고 한다. 대화 내내 남자는 학생들의 편의를 먼저 고려했으면 하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학생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이다. 
① 맞아요. 우리는 직원들에 대한 불만 사항을 무시할 수 없어요. 
② 물론이에요. 에어컨은 매우 비쌀 겁니다. 
④ 그러면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⑤ 정말요? 컴퓨터 수업이 폐강된다니 유감이네요.
[Words and Phrases]
get used to ~에 익숙해지다  comment 글, 언급, 말  mainly 대체로  
temperature 온도 

15. [출제 의도] 상황에 적절한 말
[해석]
남: Susan과 Mike는 직장 동료이다. Susan은 자신이 이번 주말에 사려고 관심을 두

고 있는 카메라에 대해 Mike에게 말한다. 그렇지만, 그녀는 백화점에 가야 할지 
아니면 전자 상가에 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한다. 백화점은 가깝지만, 
비싼 경향이 있다. 전자 상가는 값이 싸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는 두 시간 넘게 
걸린다. 전날에 Mike는 백화점에 갔었다. 그는 백화점에서 이번 주말 내내 카메
라 할인 판매 행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Susan이 사고 싶어 하는 (카메라) 
모델이 현재 (전자) 상가에서보다 백화점에서 더 싸다는 것을 알고 있다. Mike는 
그녀에게 카메라를 백화점에서 살 것을 제안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Mike는 Susan에게 뭐라고 말할 가능성이 가장 높겠는가?

[풀이]
백화점에서 주말에 카메라 할인 판매 행사를 해서 전자 상가보다 백화점에서 사는 것
이 가격이 더 싼 상황이므로 Mike가 Susan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이번 
주말에 백화점에 가는 게 좋겠어요.’이다.
① 시장에서 쇼핑을 하면서 멋진 시간을 보냈어요.
② 저라면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③ 백화점에서 당신의 카메라를 수리할 수 있어요.
⑤ 당신과 함께 전자 상가에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Words and Phrases]
coworker (직장) 동료  electronics market 전자 상가

[16~17]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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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지난주에 다양한 모양들이 다양한 목적들을 위해서 어
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색깔과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봅시다. 가장 인기 있는 색깔들 중 하나인 청색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신뢰하게 합니다. 은행과 보험 회사들은 신뢰를 얻기 위해 청색을 사용합니다. 
녹색도 신뢰감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청색과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아울러, 그것
은 또한 반갑게 맞이하는 느낌도 줄 수 있습니다. 호텔의 로비에 대해 생각해 보
십시오. 그것들 중 많은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녹색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불
안감을 줄여 주는 색깔이 있습니다. 짐작이 되나요? 음, 그 색깔은 분홍색입니다. 
놀랄 것도 없이, 병원 대기실은 흔히 이 색깔로 칠해져 있습니다. 분홍색처럼 회
색도 진정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색은 덜 감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대신에, 그것은 공식적이고 전문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색은 사무실
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색깔입니다. 이제 색깔에 관한 여러분의 경험을 들어 
봅시다.

16. [출제 의도] 주제 파악
[풀이]
실생활에서 색깔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며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색깔의 효과와 쓰임’이다.
② 모양의 기능과 쓰임
③ 건물을 짓는 방식
④ 건물의 유형과 목적
⑤ 색깔 선호와 성격

17. [출제 의도] 세부 내용 파악
[풀이]
은행, 호텔, 병원, 사무실은 언급되었으나 학교는 언급되지 않았다.
[Words and Phrases]
psychological 심리적인  trusting 신뢰하는, 믿는  insurance company 보험 회사  
inspire (감정 등을) 일으키다, 느끼게 하다 welcoming 반갑게 맞이하는  anxiety 
불안감  calming 진정시키는

18. [출제 의도] 목적 추론
[해석]
Molly Oliver 씨께
저는 ‘청각을 이용한 개구리 및 두꺼비 조사’ 자원봉사자들 중 한 명인 Mark Foster
입니다. 아쉽게도 저는 지난 주말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수 없어서, 개구리와 두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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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소리를 구별하는 훈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참가자로부터 훈련 시
간에 CD가 사용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하나 보내 주실 수 있을지 알고 
싶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열흘이 남아 있으므로, 스스로 훈련하기 위해 CD
를 받아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제 지원서에 있는 주소로 그것
을 저에게 부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곧 회답을 듣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Mark Foster 올림
[풀이]
‘청각을 이용한 개구리 및 두꺼비 조사’ 자원봉사자인 필자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오
리엔테이션에 참석하지 못해서, 훈련에 사용된 CD를 보내 주기를 요청하는 편지이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으로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volunteer 자원봉사자  auditory 청각의  toad 두꺼비  orientation 오리엔테이션, 
적응 훈련  distinguish 구별하다  participant 참가자  application 지원서, 지원

19. [출제 의도] 심경 추론
[해석]
그녀의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갑판 바닥에서 개들이 사납게 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는 붙잡힐까 두려워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떨었다. 차가운 땀방울이 그녀의 
등으로 흘러내렸다. 배의 선창으로 숨어들기 전에 그녀는 개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위쪽의 바닥에 눈에 띄지 않도록 스웨덴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가루를 뿌려 두
었었다. 그러나 이 개들은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으므로, 그녀가 숨어 있는 곳 위에 
생선을 잔뜩 버려두었더라도 그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
다.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있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오래지 않아 그녀를 발견되지 않
은 상태로 둔 채 휘파람 소리가 개들을 불러냈다. 그녀는 손의 긴장을 풀고 깊은 숨
을 내쉬었다. 이제 그녀는 안도감을 느꼈다.
[풀이]
주인공이 배의 선창 밑에 숨어서 풀어 놓은 개들에게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다가 마침
내 개들을 불러내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안도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심경의 변화로 
적절한 것은 ① ‘겁먹은 → 안도하는’이다.
② 즐거운 → 좌절감을 느끼는
③ 두려운 → 짜증난 
④ 지루한 → 흥분한
⑤ 실망한 → 지친
[Words and Phrases]
uncontrollably 감당할 수 없게  slip into ~안으로 슬쩍 들어가다  hold (배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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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창  unnoticeably 눈에 띄지 않도록  distract 주의를 분산시키다  dump 버
리다  a load of 많은 양의  to one's relief 다행스럽게도, 안도감이 들도록   
exhale (숨을) 내쉬다

20. [출제 의도] 필자의 주장 파악
[해석]
상당한 정서적, 심리적, 혹은 신체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학기말 시험을 대비하여 공부하면서 밤샘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조부모님 중 한 분이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아마도 평소에 행동하는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보였을 것이다. 극도
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인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첫인상도 인식 
상의 잘못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인식 점검을 해 보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확인하거나 조사하기 위하여 일련의 질문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예컨대, 관찰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두 가지 가능한 해석을 
마련하고, 여러분이 내린 평가의 정확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것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
[풀이]
자신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가 우리에 대하여 그
릇된 인상을 가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첫인상도 인
식 상의 잘못일 수도 있으므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인식 점검을 해 
보라는 취지의 글이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이 가장 잘 드러난 문장은 9~12행(To 
help ~ their behaviors.)에 있다. 따라서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
다.
[Words and Phrases]
significant 상당히 많은  exhibit 보여 주다, 드러내다  consistent with ~과 일치하
는  perceptual 인식 상의  engage in ~을 하다, ~에 종사하다   challenge (정당
성 등을) 깊이 조사하다, ~에 이의를 제기하다  perception 인식  interpretation 해
석  clarification 설명, 명시  evaluation 평가

21. [출제 의도] 요지 파악
[해석]
행복한 얼굴(혹은 성난 얼굴)을 볼 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미묘하게 그에 상응하는 
감정을 만들어 낸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걸음걸이, 자세, 그리고 얼굴 표정의 특징을 
받아들이는 정도까지 그들의 감정 공간에 존재하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신체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모방함에 따라 우리는 감정적인 일치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의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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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는 이러한 감정상의 공감을 하도록 자동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능력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대개 학습된 능력이다. 극단적인 사회적 고립 상태
에서 자란 동물은, 그리고 인간은, 그들 주변의 존재에게서 감정의 신호를 읽는 데 
서투른데, 그것은 공감의 기본적인 회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정을 개인적으로 가
르치는 존재가 없어서 이러한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며 따라
서 이 기술을 연습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풀이]
다른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는 신체적 특징을 보고 공감하는 능력을 잘 사용하려면 학
습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서, 요지가 가장 잘 드러난 문장은 7~8행 (But how ~ 
learned ability)에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Words and Phrases]
subtly 미묘하게, 예민하게  corresponding 상응하는, 해당하는  to the degree 
(that) ~하는 정도까지  take on ~을 받아들이다, (~의 특징을) 띠다  inhabit ~에 
살다, ~에 존재하다  mimic 모방하다  matching 일치, 어울림  empathy 감정 이
입, 공감  be poor at ~에 서툴다  circuitry 회로

22. [출제 의도] 주제 파악
[해석]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말해지고 있는 신념을 찾는다. 어느 이야기든지 그 안에 고유
하게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가능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신념들을 찾는가? 우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들을 훑어봄으로써 그것들을 찾
는다. 우리는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관련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데 대
해서만큼 관심이 없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상상해 보자. 이해하는 존재인 우리는 주제 영역
별로 색인이 달린 신념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념 중에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신념에 
첨부된 이야기를 발견하여,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
와 비교한다. 그 시점에서 우리가 그 새로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가 하는 
기능이 된다. 일단 하나의 신념과 그것과 연관된 이야기를 찾아내면, 우리는 더 이상의 처리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다른 신념 찾기가 멈추는 것이다.
[풀이]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기억 체계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신념 
체계를 검색하여 가장 근접한 신념과 그에 따른 이야기를 찾아내고 그 둘을 비교하여 
이해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⑤ ‘새로운 이
야기를 이해하는 데 우리의 기존의 신념이 하는 역할’이다.
① 오래된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이야기를 사용하기
② 이야기를 회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억 능력의 한계
③ 우리의 신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데 대한 새로운 이야기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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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야기를 하는 기술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
[Words and Phrases]
comment upon ~에 대하여 논평하다, 의견을 말하다   inherent in ~에 고유하게 존재
하는   be concerned with ~에 관심이 있다  relevant 관련이 있는  picture 상상하다  
index 색인을 만들다  by subject area 주제 영역 별로  relate to ~과 관련이 있다 
attached to ~에 첨부된, 부착된  process 다루다, 처리하다   

23. [출제의도] 제목 파악
[해석]
사바나는 생태학자에게 약간의 문제를 제기한다. ‘완전한 경쟁자는 공존할 수 없다’는 
생태학의 원리가 있다. 다시 말해, 두 개의 유기체 개체군이 정확히 동일한 자원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한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보다 약간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서 따
라서 장기적으로는 우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될 것이다. 지구 상의 온화한 지역에서 
(숲에서는) 나무가 우세하거나 혹은 (초원에서는) 풀이 우세하게 된다. 하지만 사바나
에서는 풀과 나무가 공존한다. 전형적인 설명에 의하면 나무는 뿌리가 깊고, 반면에 
풀은 뿌리가 얕다. 따라서 그 두 가지 식물 형태는 공존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
들이 사실은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무는 더 습한 기후에서 그리고 모래가 더 
많은 토양에서 숫자가 더 많아지는데 그 이유는 더 많은 물이 깊은 뿌리까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무는 사실 상당한 깊이까지 침투하는 약간의 작은 뿌리들을 정
말 가지고 있긴 하지만, 뿌리의 대부분은 표면으로부터 0.5미터 깊이의 토양에 있는
데, 바로 거기에 풀뿌리들도 있다.
[풀이]
‘완전한 경쟁자는 공존할 수 없다’는 생태학의 원리에 대해 사바나에 공존하는 나무와 
풀의 사례를 들어 사바나가 생태학자에게 약간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
고 있는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⑤ ‘이상한 동반자: 사바나의 식물들은 생태학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사바나의 식물들 사이의 임박한 전쟁
② 사바나의 나무들 간의 더 습한 토양을 위한 경쟁
③ 사바나는 생물의 다양성의 숨겨진 보물인가?
④ 사바나에서 풀에 대한 나무의 주기적인 우세
[Words and Phrases]
savanna 사바나, (열대·아열대 지방의) 대초원  pose (문제 등을) 제기하다  
ecologist 생태학자  coexist 공존하다  population (어떤 지역 안의) 개체군  
organism 유기체, 생물(체)  resources 자원  efficiently 효율적으로  dominate 우
세하다, 우위를 차지하다  temperate 온화한  grassland 초원, 목초지  classic 전
형적인  shallow 얕은  sandy 모래(땅)의  penetrate 침투하다, 스며들다  
bio-diversity 생물의 다양성  companion 동반자, 동행,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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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출제의도] 도표 이해
[해석]
위 도표는 선정된 국가에 대해 2010년 서반구의 일일 석유 생산량과 2011년 현재 
(서반구의) 확인된 석유 매장량을 보여 준다. 미국은 2010년에 965만 배럴의 일일 석
유 생산량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도표에서 보여주는 국가 중 가장 많은 일일 생산량
이었다. 2010년에 캐나다는 두 번째로 많은 일일 석유 생산량을 가졌고, 멕시코와 브
라질이 그 뒤를 따랐으며, 베네수엘라는 5개국 중 가장 적은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확인된 석유 매장량에 관해서는 2011년에 베네수엘라가 2,112억 배럴을 보유하며 이 
국가들 중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고, 1,752억 배럴로 캐나다가 그 뒤를 따랐다. 2011
년에 미국, 멕시코, 그리고 브라질의 확인된 석유 매장량의 총량은 베네수엘라의 그것
(확인된 석유 매장량)보다 더 컸다. 2011년에 브라질은 멕시코보다 더 많은 확인된 
석유 매장량을 가졌지만, 2010년에 브라질의 일일 석유 생산량은 멕시코의 그것(일일 
석유 생산량)보다 더 적었다.
[풀이]
2011년에 베네수엘라의 확인된 석유 매장량은 2,112억 배럴이었고, 미국, 멕시코, 그
리고 브라질의 확인된 석유 매장량의 총액은 424억 배럴로 베네수엘라의 확인된 석
유 매장량보다 더 적으므로 ④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and Phrases]
Western Hemisphere 서반구  production 생산(량)  barrel 배럴(액량 단위)  as 
of ~현재  as for ~에 관해 말하면  sum 총량, 총액

25. [출제의도] 내용 불일치 파악
[해석]
Cherokee 인디언인 Sequoyah는 지금의 Tennessee 주에 있는 Taskigi에서 1770년
경에 태어났다. Cherokee 족의 어머니가 키운 어린 Sequoyah는 영어를 읽고 쓰는 
것을 전혀 배우지 않았다.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는 Cherokee 사람
들을 위한 문자 체계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1809년경에 Sequoyah는 영어, 그리스어, 
그리고 히브리어의 문자를 개조하면서 문자 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1821년 무렵 
그는 Cherokee 어의 모든 음절을 표현하는 86개의 기호 체계를 만들어냈다. 
Cherokee 사람들은 자신들의 학교에서 그 체계를 사용하고, 자신들의 언어로 책과 
신문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1824년에 동부 Cherokee 연합 협의회(General Council 
of the Eastern Cherokees)에서는 Sequoyah의 업적에 경의를 표하여 그에게 메달
을 수여했다. 몇 년 후 Sequoyah는 Oklahoma 주로 이주했고, 1843년에 지금의 
Texas 주에서 사망했다. 그 후에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나무 종을 ‘Sequoia’라고 명
명함으로써 그를 기억했다.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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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장의 the young Sequoyah never learned to read or write English를 
통해 ② ‘어린 시절에 영어를 읽고 쓰는 법을 배웠다.’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Words and Phrases]
raise (아이 · 어린 동물을) 키우다[기르다]  interact 교류[소통]하다 adapt 개조하
다, (새로운 상황에) 맞추다  represent (말로) 표현하다  council 협의회  award 수
여하다  in honor of ~에게 경의를 표하여  accomplishment 업적

26. [출제의도] 실용문의 세부 내용 파악
[해석]

Kingston 배드민턴 프로그램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Kingston 배드민
턴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가장 경험이 많은 배드민턴 코치들이 가르치는 저희 강습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강습 기간은 6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4주 동안 일주일에 3일씩(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운영될 것입니다.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까지: 7~10세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11~14세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15세 이상
∙수강료는 1인당 50달러이고 개인용 사물함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등록 마감일은 6월 10일입니다.
∙배드민턴 라켓과 셔틀콕이 제공됩니다.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Kingston Community Center에 322-480-5267로 전화해 주
십시오. 
[풀이]
안내문에 개인용 사물함은 무료로 제공된다(with a free personal locker)고 언급되
어 있으므로 ③이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and Phrases]
check out ~을 살펴보다, ~을 점검하다  session 기간  tuition fee 수강료  
deadline 마감 일자[시간]  registration 등록

27. [출제의도] 실용문의 세부 내용 파악 
[해석]

제16회 Springvale 도서 축제
6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Springvale 공공 도서관
(위스콘신 주, Springvale, Main Street 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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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에 제16회 Springvale 도서 축제를 표시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저
자들을 만나 그들의 작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저자들이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2층 대강당에서 연설을 할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 저자들이 로비에서 책에 사인할 예정이니, 자신의 책을 가져오시거
나,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책을 사실 수 있습니다. 
저희 웹 사이트(www.spvbf.org)에서 축제 정보 앱을 내려 받아 여러분의 소중한 하
루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그것에는 모든 행사와 위치에 관한 완벽한 목록, 지도, 그
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그것 모두를 공유할 방법이 특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입니다!
이 축제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웹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풀이]
안내문에 웹사이트에서 축제 정보 관련 앱을 내려 받을 수 있고(by downloading 
the festival app at our website), 그 앱에는 특별히 축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It features a complete list of all events & locations, ~ via 
social media.)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④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Words and Phrases]
on site 현장에서  feature 특별히 포함하다  share 공유하다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

28. [출제의도] 문맥 속 문법성 판단
[해석]
어떤 동물이 어떤 종류의 행동을 하도록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면, 생물학적인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물고기가 지느러미와 강력한 꼬리를 갖춘 유선형이고 매끄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의 몸은 물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데 구
조적으로 알맞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죽은 새나 모기를 발견한다면, 그 날개를 보
고서 비행이 그것의 보편적인 이동 방식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는 안 된다. 생물학적인 단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들(생물학적인 단서)이 발견되는 정도는 동물마다 다르고 행동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새들이 둥지를 짓는 것을 그들의 몸에서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때로 동물
들은 유령거미가 엄청나게 긴 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매우 짧은 가닥으로 거미집을 짓
는 것처럼 그들의 신체적 형태에서 예상될 수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행동한
다. 관찰자인 인간에게는 거미집 둘레를 빙빙 돌며 움직일 때 그것들의 다리는 엄청
난 방해물처럼 보인다.
[풀이]
④ 주어인 they(biological clues)가 발견하는 동작(find)의 대상이므로 현재분사 
finding을 과거분사 found로 바꾸어 수동태로 표현해야 한다.  
① 「There is A」 구문에서 There는 형식상의 주어이고, A가 내용상의 주어이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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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수는 내용상의 주어의 수에 일치해야 하므로 biological clues에 are로 일치시
킨 것은 적절하다. 
② are의 주격보어로 형용사 smooth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 streamlined와 
smooth는 and로 연결되어 are의 주격보어 역할을 한다. 
③ its는 a dead bird or mosquito를 가리킨다. 
⑤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사로 contrary to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유도하고, 관계절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Words and Phrases]
innately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streamlined 유선형의  fin 지느러미  
adapted 알맞은, 적당한  mode 방식, 유형  transport 이동  over-optimistic 지나
치게 낙관적인  tremendously 엄청나게  weave (옷감·카펫 등을) 짜다, 엮다  
thread 가닥, 실  hindrance 방해  

29. [출제의도] 문맥 속 어휘 추론
[해석]
2001년에 Wayne 주립대학의 연구자들은 한 무리의 대학생 지원자들에게 20분간 러
닝머신, 고정 자전거, 스테퍼의 세 가지 운동 기구에서 각각 자신이 선택한 속도로 
운동할 것을 요청했다. 심박 수, 산소 소모량, 그리고 인지된 운동 강도가 세 가지 운
동이 이루어지는 내내 측정되었다. 연구자들은 실험 대상자들이 각각의 활동에서 무
의식적으로 상대적으로 같은 생리학적 강도를 목표로 할 것을 발견하리라고 예상했
다. 어쩌면 그들은 어떤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무의식적으로 최대 심박 
수의 65퍼센트로 운동할 것이었다. 혹은 어쩌면 그들은 세 가지 운동 모두에서 최대 
산소 소모 속도의 70퍼센트라는 리듬에 본능적으로 자리 잡을 것이었다. 그러나 일어
난 일은 그렇지 않았다. 사실, 세 가지 종목에서 심박 수와 산소 소모량 측정에서 일
관성이 없었다. 대신, 실험 대상자들이 러닝머신, 자전거, 그리고 스테퍼에서 같은 수
준의 인지된 운동 강도를 선택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풀이]
(A) 실험 대상자들에게 각각의 운동에서 속도 선택권을 부여했지만 그들은 각각의 운
동에서 무의식적으로 같은 생리학적 강도를 목표로 할 것이라는 가정의 실험이다. 따
라서 ‘자신이 선택한’이라는 뜻인 self-selected가 적절하다. preset은 ‘미리 정해진
[설치된]’이라는 뜻이다. 
(B) 앞 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실험의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에 해당하는 문장
이다. 따라서 unconsciously와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automatically가 적절하다. 
intentionally는 ‘의도적으로’라는 뜻이다. 
(C) 실험의 가정과 예상과는 달리 실험 대상자들은 각각의 운동에서 같은 생리학적 
강도를 목표로 하지 않고 같은 수준의 인지된 운동 강도를 선택했으므로 생리학적 강
도를 보여주는 수치에서는 일관성이 없게 된다. 따라서 consistency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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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n은 ‘차이’라는 뜻이다. 
[Words and Phrases]
stationary bike 고정 자전거, 페달 밟기 운동 기구  stair climber 스테퍼(계단 오
르기 운동 기구)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relative 상대적인  intensity 강도  
automatically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regardless of ~에 관계없이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settle into ~에 자리 잡다  consistency 일관성  discipline 종목  

30. [출제의도] 지칭 대상 파악
[해석]
1972년 여름, 배우 Anthony Hopkins는 George Feifer의 소설 ‘The Girl from 
Petrovka’를 바탕으로 한 영화에서 주연을 맡기로 계약했다. 그것이 그가 그 책 한 
권을 사기 위해 런던으로 갔던 이유이다. 안타깝게도, 런던의 주요 서점 어디에도 그 
책은 없었다. 그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Leicester Square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을 기다리던 중 그는 버려진 책 한 권이 자신의 옆에 있는 의자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책은 ‘The Girl from Petrovka’였다. 마치 그것이 충분한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처럼, 더한 것이 뒤따르게 되어 있었다. 나중에, Hopkins가 그 작가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그는 그에게 이 이상한 일에 관해 이야기했다. Feifer는 관심
을 보였다. 그는 그에게 1971년 11월에 친구에게 그 책을 한 권 빌려주었고, (그것
은) 미국 판 출판을 위해 영국식 영어를 미국식 영어로 바꾸는 것에 관하여 메모를 
해 두었던 특별한 책이었는데, 그 친구가 런던에서 그 책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Hopkins가 발견했던 그 책을 신속하게 확인한 결과 그것이 그의 친구가 엉뚱한 곳에 
두어 잃어버렸던 것과 같은 바로 그 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풀이]
⑤는 책을 친구에게 빌려 주었던 작가 George Feifer를 가리키지만, ①, ②, ③, ④
는 모두 Anthony Hopkins를 가리킨다. 
[Words and Phrases]
sign 계약을 체결하다  underground train 지하철  tube station 지하철역  
discard 버리다  coincidence 우연의 일치  occurrence 생긴 일, 사건  unique 특
별한, 독특한  mislay 제자리에 두지 않다(그래서 찾지를 못하다), 잃다

31.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
일단 손이나 집게를 내 어 어떤 물체로 향하게 하면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 붙잡는 
것은 손가락이 물체를 안전하게 잡는 것을 필요로 한다. 안전하게 꽉 잡는 것은 특히 
외부의 힘에 의해 옮겨질 때 물체가 미끄러지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만약 어떤 
것에 부딪혀 망치를 떨어뜨리게 된다면 여러분이 망치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안정감이 
있지 않을 것이다. 단단히 붙잡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손가락에 의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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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힘이 물체의 위치를 방해하지 않도록 서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기하학적 
구성과 질량 분포와 같은 물체의 특성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몇몇 손가락이 다른 
손가락보다 더 큰 힘을 가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붙잡고 지지하는 힘은 또한 전반
적인 물체 질량과 연약함에 부합해야 한다. 달걀은 바위보다 더 섬세한 접촉을 요구
한다.
[풀이]
물체를 안전하게 꽉 잡는다는 것의 의미와 전제 조건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 역시 물체를 안전하게 꽉 잡기 위한 전제 조건을 설명하고 있
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안정성’이다.
① 거리 ② 효율성 ③ 이동성 ④ 방향
[Words and Phrases]
gripper 집게, 잡는 물건[사람]  grasp 붙잡다; 붙잡음  securely 안전하게, 단단히  
grip 꽉 잡음, 붙잡음  displace 옮겨 놓다, 쫓아내다, 대신하다  knock against ~
에 부딪히다  precondition 전제 조건  apply 힘을 가하다  disturb 방해하다, 건드
리다, 불안하게 하다  maintain 유지하다  mass distribution 질량 분포

32.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
어떤 이야기가 북쪽 대양에서 생태상 펭귄의 위치를 차지했던 흑백의 대형 바닷새인 
큰바다쇠오리의 이야기보다 더 가혹할 수 있을까? 그 새의 이야기는 한 편의 그리스 
비극처럼 융성하고 쇠퇴하는데, 섬의 개체군은 거의 모두가 사라질 때까지 인간에 의
해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러고 나서 진짜 마지막 집단이 한 특별한 섬, 사납고 
예측할 수 없는 해류에 의해 인간의 파괴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한 섬에서 안전을 찾
아냈다. 이런 바다는 완벽하게 적응하여 바다 여행에 알맞은 새에게는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안전한 상륙도 하지 못하게 했다. 몇 
년을 비교적 안전하게 지낸 뒤에 다른 종류의 재난이 큰바다쇠오리에게 타격을 주었
다. 화산 활동은 그 섬의 피난처가 완전히 바닷속에 가라앉게 했고 살아남은 개체들
은 하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피난해야 했다. 그것들이 선택한 새로운 섬 서식지에는 
하나의 끔찍한 측면에서 옛것의 이점들이 없었다. 인간들이 비교적 쉽게 그것(그 섬 
서식지)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인간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 단지 몇 년 이내에 이 한
때 많았던 종의 마지막 개체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풀이] 
큰바다쇠오리의 마지막 집단이 머물렀던 섬은 인간이 안전하게 상륙할 수 없는 장소
였지만, 그 섬 전체가 바닷속에 가라앉음으로써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섬으로 피
신하게 된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섬은 인간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인간이 큰바다쇠
오리를 완전히 제거해 버렸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옛것의 
이점들이 없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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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집단들에게 쉬운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③ 예기치 못한 자연 재해에 직면했다 
④ 피난 개체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했다 
⑤ 마지막 섬과 비슷한 단점이 있었다
[Words and Phrases]
ecological 생태상의, 생태학의  tragedy 비극, 참사  population 개체군, 전체 주
민, 인구  destroy 죽이다, 박멸하다, 파괴하다  colony 집단, 군체, 식민지 주민, 식
민지  vicious 사나운, 악랄한, 사악한  current 해류, 기류, 전류, 흐름  present 
(어려움 등을) 일으키다, 발표하다, 주다  adapt 적응시키다  seagoing 바다 여행에 
알맞은, 항해에 알맞은  landing 상륙, 착륙  disaster 재난, 천재지변  volcanic 화
산의, 화산 작용에 의한  refuge 피난처, 피난  comparative 비교적인, 상대적인  
eliminate 제거하다, 없애다

33.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 
기회가 풍부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튼튼한 경제는 사회적 장애물을 파괴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다. 편향된 고용주들은 어떤 한 집
단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한 집단의 구성원을 고용하기를 여전히 싫어할 수도 있지
만, 그밖에 다른 누구도 구할 수 없을 때는 차별은 아주 흔히 일을 완수해야 하는 기
본적인 필요성에 자리를 양보한다. 그것은 자신들이 정말 함께 일하고 싶어 하고 함
께 일하기 싫어하는, 편견을 가진 피고용자들에게 있어서도 똑같다. 예를 들면 1990
년대 후반 미국의 건설 호황기에 ‘부러움을 사는 노조 회원 카드를 아버지에게서 아
들에게로 물려주던 세계였던 백인들의 전통적 요새’로 오랫동안 알려져 온 목수 노조
조차도 여성과 흑인 그리고 히스패닉에게 자기네 인턴 프로그램에 들어오라고 공개적
으로 권장하기 시작했다. 최소한 직장에서는 일자리가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사람
이 일자리를 쫓아다니는 것보다 유동적 사회 조성에 분명히 더 많은 기여를 한다.
[풀이] 
직원으로 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호황일 때는 백인들만의 요새로 불리던 직업 
집단에서조차도 여성, 흑인, 히스패닉에게까지 함께 일하자고 권장하는 사례가 이어지
고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사회적 장애물을 파괴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다. 
① 피고용인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게 해 준다 
③ 고용 과정을 단순화한다 
④ 급여 차별을 증가시킨다 
⑤ 회사의 생산성을 향상한다
[Words and Phrases]
plentiful 풍부한  go begging 원하는 사람이 없다 (가져가 달라고 구걸을 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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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라는 뜻)  biased 편향된  discrimination 차별  give way to ~에 자리를 양
보하다, ~에 굴복하다  prejudice 편견  alongside ~와 함께  construction 건설  
boom 호황기  hand down ~을 물려주다  at least 최소한  chase 쫓아다니다, 추
적하다  

34.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 
원주민 문화의 한 가지 두드러진 측면은 부족의 구성원이 태어날 때 자연의 일부의 
영혼과 정체성을 취한다는 ‘토테미즘’의 개념이다. 지구와 지구의 풍요를 자신의 고유
한 일부로 보는 이 견해는 환경을 학대하는 것을 분명히 배제하는데, 이것은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토템은 물체 그 이상의 것이다. 그것들은 영적 
제사, 구전 역사, 그리고 영혼의 과거 여행길 기록들이 다른 사람들과 교환될 수 있
고 신화로 전환될 수 있는 의식용 오두막집의 조직을 포함한다. 그 주된 동기는 부족
의 신화를 보존하고 모든 개인의 기원을 자연 속에서 병합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원
주민들은 자신들의 조상대대의 기원과 연결된 토템들의 위계, 자신들을 지구와 하나 
되게 놓아주는 우주론, 그리고 생태적 균형을 존중하는 행동 패턴을 통해 환경과 자
신과의 관계를 하나의 조화로운 연속체로 간주한다.
[풀이] 
토테미즘을 통해 원주민들은 지구와 지구의 풍요를 자신의 고유한 일부로 간주한다고 
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환경과 자신과의 관계를 하나의 
조화로운 연속체로’이다. 
① 자신들이 자연과 자연의 풍요와 양립하지 않는다고 
② 자신들의 신화를 개인주의를 향한 주요한 동기로 
③ 자신들의 정체성을 주변의 자연과 독립된 것으로 
⑤ 자신들의 공동 의식을 자신들을 자신들의 기원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관문으로
[Words and Phrases]
remarkable 두드러진  aspect 측면, 양상  tribal 부족의  at birth 태어날 때  
assume 취하다, 띠다  soul 영혼  identity 정체성, 신원  riches 풍요, 부  
intrinsic 고유한  rule out ~을 배제하다  mistreatment 학대  constitute ~이 되
다, ~을 구성하다  destruction 파괴  object 물체, 물건  ritual 의식, 제사  
ceremonial 의식(용)의  lodge 오두막  convert 전환하다, 바꾸다  mythology 신화  
myth 신화  hierarchy 위계, 계급 제도  ancestral 조상(대대)의  cosmology 우주
론  ecological 생태적인  incompatible 양립하지 않는  self-contained 자족적인, 
독립된  harmonious 조화로운  continuum 연속체  

35. [출제의도]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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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담장과 같다. 역할은 우리에게 특정한 양의 자유를 허용하지만, 우리 대부분에
게 있어 그 자유는 매우 멀리까지 가지는 않는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관계없이 
한 여성이 드레스를 입지 않기로 하거나, 한 남성이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기
로 한다고 가정해 보라. 대부분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고수할 것이다. 하
지만 가족 결혼이나 장례식 같은 공식적인 행사가 생길 때 그들은 저항하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규범에 어쩔 수 없이 따르기 쉽다. (증가하는 사회적 압력은 우리가 사회적 
규범을 이행하고 행동에 대한 공유된 사회적 관례에 충실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 중 
거의 모두는 우리의 역할에 ‘적절한’ 것에 대한 지침을 따른다. 우리 중 그러한 제한
을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사회화가 매우 철저해서 우
리는 대개 우리의 역할이 적절하다고 말해 주는 것을 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풀이] 
글의 주요 내용은 사람은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리라 기대하는 사회적 규범
을 벗어나 행동하기는 어렵다는 것인데 ③은 오히려 그 반대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
다. 따라서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③이다. 
[Words and Phrases] 
fence 담장, 울타리  regardless of ~에 관계없이  stick to ~을 고수하다  
occasion 행사, 일  come along 생기다  funeral 장례식  cave in to (어쩔 수 없
이) ~에 따르다, ~에 굴복하다  norms 규범  overwhelming 저항하기 힘든, 압도적
인  discourage ~ from ...ing ~이 …하지 못하게 하다  fulfill 이행하다  commit 
충실하다, 전념하다, 헌신하다  convention 관례, 관습  bother 귀찮게 하다  
restriction 제한, 제약  thorough 철저한  

36.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해석]
고대 그리스인들은 기억의 궁전과 장소를 활용한 기억법과 같은 두뇌 훈련 방법을 통
해 기억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동시에 그들과 이집트인들은 외면화된(형체로 나타
난) 지식의 웅대한 저장소인 현대적인 도서관을 처음으로 만들면서 정보를 외면화하
는 일에 전문가들이 되었다. (B) 지적 활동이 이렇게 동시에 급증하는 일이 왜 하필 
그때(그렇게 일어났을 때)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아마 인간의 일상적인 경
험이 어느 정도 복잡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사고까지도 정리하려는 인간의 욕구는 여전히 강력하다. (A) 이런 욕구는 단
순히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명령이다. 즉, 동물은 본능적으로 자기 환경을 
정리한다. 대부분 포유동물은 자신의 소화 배설물을 자신이 먹고 자는 곳으로부터 치
우는 생물학적 성향을 타고났다. (C) 개는 자신의 장난감을 모아서 바구니에 넣는다
고 알려져 왔고, 개미는 집단의 죽은 구성원을 매장지로 끌고 가고, 특정한 새와 설
치류 동물은 침입자를 더 쉽게 발견하기 위하여 자기 보금자리 주변에 장애물을 만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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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고대 그리스인과 이집트인이 현대적인 도서관을 만들면서 정보를 외면화하는 전문가
가 되었다는 주어진 문장 다음에는 왜 지적 활동이 급증하는 일이 그때 일어났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B)가 이어져야 하고, (B)의 끝부분에서 언급된 자신의 환경과 사고
까지도 정리하려는 인간의 욕구가 (A)에서 계속 이어지고 (A)의 끝 부분에서 언급된 
포유동물의 생물학적 성향의 구체적인 예로 개가 언급되는 (C)가 마지막으로 이어져
야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 ‘(B)-(A)-(C)’이다.
[Words and Phrases]
seek 노력하다, 추구하다  expert 전문가  externalize 외면화하다, (생각 등을) 형체
로 나타내다  grand 웅대한, 장대한, 굉장한  storehouse 저장소, 창고  
imperative 명령, 의무, 필요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mammal 포유동물  put 
away ~을 치우다  digestive 소화와 관련된, 소화의  simultaneous 동시의, 동시에 
일어나는  explosion 급증, 폭발적 증가, 폭발  certain 일정한, 특정한, 확실한, 확
신하는  complexity 복잡성  organize 정리하다, 조직하다, 체계화하다  carry off 
~을 끌고 가다[나르다]  colony (개미, 벌의) 집단, 군체, 식민지  burial ground 매
장지, 묘지  barrier 장애물, 장벽  detect 발견하다, 알아내다  invader 침입자

37.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해석] 
모방은 인간이 아닌 것들 사이에서 가치 있는 실천의 전달에 핵심인 것 같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일본 Koshima 섬의 마카크 원숭이의 예이다. (A) 1950년대 초반에 
일년생 암컷 마카크 Imo는 자신의 고구마를 먹기 전에 그것을 개울에다 씻어야겠다
는 생각을 어떻게든 떠올려냈다. 곧 고구마를 먹기 전에 자신의 고구마를 주의 깊게 
씻지 않는 Koshima 마카크를 찾기란 어려웠다. (C) 몇 년 뒤에 Imo는 또 다른 혁신
을 도입했다. 그 섬의 연구원들은 가끔 그 원숭이들에게 (고구마뿐만 아니라) 도 주
었다. 그러나 은 해변에서 그들에게 제공되었고, 거기에서 은 금방 모래와 섞이게 
되었다. (B) 하지만 Imo는 한 줌의 과 모래를 바닷속에 던지면 모래는 가라앉고 
은 뜨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몇 년 이내에 그 원숭이의 동료 마카크 대부분은 

과 모래를 바닷속으로 던져 이득을 획득하고 있었다.
[풀이] 
모방의 사례로 마카크 원숭이를 들고 있는 주어진 문장 다음에는 대표적인 예로 원숭
이 Imo가 소개되는 (A)가 오고, 이어서 Imo가 고구마를 씻어 먹는 것 외에 또 다른 
혁신을 도입하는 (C)가 언급되고, 또 다른 혁신의 구체적 내용이 이어지는 (B)가 마지
막으로 나와야 글의 순서가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정답은 ①　‘(A)-(C)-(B)’이다.
[Words and Phrases]
imitation 모방  transmission 전달  practice 실천  nonhuman 인간이 아닌 것  
hit upon ~을 떠올리다, ~을 생각해 내다  stream 개울, 시내  throw 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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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at   sink 가라앉다  float 뜨다  obtain 획득하다, 얻다  benefit 이득, 혜택  
innovation 혁신  occasionally 가끔

38. [출제의도] 주어진 문장 넣기
[해석]
인간에게 있어서 생체 시계는 우리의 수면 각성 주기뿐만 아니라 혈압, 체온, 호르몬, 
배고픔, 그리고 갈증의 일상적 변화의 원인이 된다. 우리가 내부 시간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생물학적 리듬은 아마도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발달한, 수면
보다 더 앞선 것이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한랭 전선이 다가오든 
혹은 구름이 햇빛을 가리든 간에, 그것은 대략 24시간을 주기로 생리적인 변화와 행
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쉽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표준 시간대를 가로
질러 여행을 할 때에 시차로 인한 피로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의 내부 시계는 계속
해서 자신들이 도착한 장소가 아니라, 자신들이 떠나온 장소에 맞추어서 작동되며, 그 
둘을 재조정하는 데는 얼마간의 시간이 걸린다.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의 내부 생체 
시계가 환경적 신호에 의해서 재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구의 반대쪽에서 
엄청나게 다른 낮과 밤 주기의 일정에 적응하도록 우리의 생체 시계에 요구할 때에 
며칠 동안 시차로 인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나,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풀이]
그런 이유 때문에 표준 시간대를 가로질러 여행할 때에 시차로 인한 피로감을 경험하
게 된다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은 신체 내부의 생체 시계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이 작동된다는 내용과 내부 시계는 도착지보다는 출발지에 맞추어서 작동된다
는 내용 사이인 ③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jet leg 시차증(비행기를 이용한 장거리 여행 시 시차로 인한 피로감)  time zone 표
준 시간대  sleep-wake cycle 수면 각성 주기  evolution 진화  in accordance 
with ~에 맞추어서  readjust 재조정하다

39. [출제의도] 주어진 문장 넣기
[해석]
주요한 구조 조정을 겪고 있는 한 전자 회사의 고객 서비스 직원들은 장비를 설치하
고 수리하는 것 외에도 장비에 대한 서비스 계약 판매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
다. 이것은 많은 저항을 일으켰다. 서비스 직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그
들이 해 왔던 것과는 아주 다른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판매에 대해 이미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예를 들면, 장비를 
점검하거나 설치할 때의 첫 번째 단계는 고객들이 장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기 
위해 고객과 이야기하는 것이다. 똑같은 내용이 판매에도 적용된다. 판매원은 먼저 고
객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한다. 서비스 직원들은 또한 제품에 대한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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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실무에 참가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영업에 확실히 중요하다.
[풀이]
‘예를 들면, 장비를 점검하거나 설치할 때의 첫 번째 단계는 고객들이 장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기 위해 고객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뜻의 주어진 문장은 고객 서
비스 직원들이 서비스 계약 판매에 대해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 바로 뒤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주어진 문
장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판매에도 적용된다는 바로 뒤 문장의 내용과도 잘 어울린
다.
[Words and Phrases]
service 점검하다  install 설치하다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고객 서비
스 직원  firm 회사  restructure  구조 조정을 하다  contract 계약  generate  
일으키다, 생기게 하다  resistance 저항, 반대  hands-on  실무에 참가하는, 직접 
해 보는  obviously 확실히, 분명히

40. [출제의도] 요약문 완성
[해석]
변호사와 과학자는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는 증거와 원리의 요약을 의미하는 논거를 
사용한다. 하지만 과학적 논거는 법적인 논거와 다르다. 기소 검사는 피고가 유죄라고 
판사나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한 논거를 구성한다. 동일한 재판의 피고 측 변호사는 
동일한 판사나 배심원을 정반대의 결론으로 설득하기 위한 논거를 구성한다. 검찰관
과 피고 측 변호사 중 그 어느 누구도 자신들 각자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것을 고려해
야 할 의무는 없다. 그와는 반대로, 과학자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검증해 보고 자연
의 어떤 측면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논거를 구성한다. 과학자
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가설을 포함시킬 수 있으나, 전문적인 과학의 
한 가지 근본적인 규칙을 지켜야 한다. 그들은 모든 알려진 증거와 이전에 제시된 모
든 가설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변호사들과 달리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틀릴 수도 있다
는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자신들의 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변호사들과는 달
리, 과학자들은 정보 중 일부가 자신들의 논거를 강화시키지 않을 것 같다 하더라도 
모든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풀이]
검사나 피고 측 변호사는 자신들의 변론에 유리한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논
거를 구성하지만 과학자는 자신의 가설이나 논거에 상관없이 모든 정보를 논거에 포
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요약문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④ ‘선택적으로 - 
강화시키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객관적으로 - 약화시키다
② 객관적으로 - 뒷받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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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확하게 – 분명하게 하다
⑤ 선택적으로 – 틀렸음을 입증하다
[Words and Phrases]
prosecuting attorney 기소 검사  defense attorney 피고 측 변호사  prosecutor 
검찰관, 검사  defender 피고 측 변호사  be obliged to ~해야 할 의무가 있다  
respective 각자의, 각각의  fundamental 근본적인, 본질적인  explicitly 명시적으
로, 명쾌하게

[41~42]
[해석]
지적 활동과 창작을 보호한다는 생각은 그 뿌리가 깊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디자
인 업적을 인정해 주기 위한 시상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현대의 특허권 제도
와 어느 정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했다. 그들의 도자기, 조각품, 그리고 다른 제조품들
에는 그것을 만들어낸 장인을 나타내는 상징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현대의 상
표의 이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그 연대가 기원전 269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는 중국의 도자기에서도, 그리고 이집트인들, 아시리아인들, 그리고 베다 문명을 포함
한 다른 많은 고대 사회에서도 상표의 기능을 하는 비슷한 표시와 상징이 발견되었
다.
지적 재산의 개념은 로마 제국 시대 동안에 계속해서 발전했다. 로마 제국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상표가 있었다. 로마의 도공만 하더라도 거의 6,000 개의 상표
를 사용했다. 게다가, 로마의 작가들은 자신들의 지적 창작물이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창작물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했기 
때문이다. 자신들만이 자신들의 창작물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자신들의 믿음을 뒷받
침해 주는 법과 전통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아마도 부당하다는 그들의 생
각이 고조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로마의 작가들은 지적 창작물들의 가치가 인정되었
기 때문에 자신들의 작품을 복제하고 출판하는 것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었다.

41. [출제의도] 장문-글의 제목
[풀이]
초기에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어떻게 발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쓴 글이므로 ① 
‘지적 재산 보호의 초기 발달’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② 로마의 지적 재산법의 역사
③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한 방법
④ 고대 공예품을 보호해야 할 요구의 증대
⑤ 초기 문명에서 상표가 이용되었던 이유

42. [출제의도] 장문-빈칸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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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A) 고대 그리스에서 도자기, 조각품 등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표시하는 시스템이 실
시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디자인 업적을 인정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recognize(인정
하다)를 써야 한다.
(B)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창작물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불평했고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하고 출판하여 돈을 벌 수 있었다는 내용이 뒤에 나오므로 valuable(가치가 있
는)을 써야 한다.
② 인정하다 - 구식인
③ 기리다 – 무시할 수 있는
④ 유예하다 – 모방할 수 있는
⑤ 유예하다 – 중요한
[Words and Phrases]
patent 특허권  pottery 도자기  sculpture 조각품, 조각  tradesman 장인  
predecessor 이전 것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  exploitation 이용, 착취  
injustice 부당함, 불평등

[43∼45]
[해석] 
(A) Richard는 창문을 통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봄바람이 그것들
을(치마와 바지를) 장난스럽게 쫓아다니면서 계절에 맞는 날씨에 치마는 가볍게 흔들
리고 있었고 바지는 기쁘게 춤추고 있었다. 몇몇은 행인들 사이를 경주용 자동차처럼 
걸어가면서 흥분한 듯이 보였다. 그는 블랙커피 두 잔을, 한 잔은 자신을 위해서 그
리고 또 한 잔은 자신의 친구 Julie를 위해서 주문했다. 그녀는 늦어지고 있었지만, 
서비스는 빨랐다. 뜨거운 커피가 즉시 그의 앞에 놓였다.    
(C) 커피를 보면서, Richard는 Julie가 그녀의 뜨거운 커피 위에 놓인 거품 크림을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해 냈다. 그는 지금 크림을 얹는 것이 좋을지, 그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지 궁금했다. “크림은 차가우니까 그것은 커피를 더 빨리 
식게 할 거야.”라고 그는 판단했다. 삐! 그것은 그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5분 
안에 거기 도착할거야. 내 커피에 크림을 얹어줘.” 그는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그
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녀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Richard는 파
란 셔츠를 입고 있는 웨이터를 불러서 그에게 거품 크림을 요청했다. 
(B) 크림이 담긴 스프레이 통을 Richard에게 건네주면서, 웨이터는 “원하시면 지금 
그것을 추가하세요.”라고 말했다. Richard는 그에게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파
란 셔츠를 입는 그 남자는 “실제로, 크림을 더함으로써 커피가 약간 식는 것보다는 
보다 뜨거운 커피가 에너지를 더 빨리 손실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정말로요? 그게 
그런가요?” 웨이터는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예, 저도 커피에 관한 수업을 받았
을 때에 그것을 알았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고객에게 크림으로 모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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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Richard는 그의 설명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D) Richard는 웨이터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의 설명을 따라 Richard는 크림으로 꽃
을 만들었다. 그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가 명작을 완성하자마자 
Julie가 카페로 걸어 들어왔다. 자리에 앉으면서 그녀는 자신의 커피를 보았다. “와, 
저것 좀 봐! 컵에 있는 흰 꽃을! 정말 아름다워, Richard! 너무 아름다워서 마실 수
가 없어.”라고 그의 친구가 말했다. “마셔 봐.”라고 그 행복한 사람이 그녀를 재촉했
다. 그녀는 그것을 맛보았다. “이 커피는 또한 정말로 맛있어!”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
하고 웃으면서 그들은 그 멋진 봄날을 즐겼다.      

43. [출제의도] 글의 순서 찾기
[풀이]
Richard가 주문한 커피 두 잔이 빠르게 나왔다는 내용의 (A) 다음에, 친구인 Julie가 
거품 크림을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웨이터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C)단
락이 이어진 다음, 웨이터가 Richard에게 거품 크림으로 모양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
쳐주는 (B)단락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Julie가 카페로 와서 커피를 마시는 내용의 
(D)단락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C)-(B)-(D)’이다. 

44. [출제의도] 지칭 추론
[풀이]
(b)는 카페의 웨이터를 가리키지만 나머지는 모두 Richard를 가리킨다. 

45. [출제의도] 내용 불일치
[풀이]
(C)단락의 내용에 의하면 Julie가 문자로 커피에 크림을 얹어 달라고 Richard에게 부
탁을 했으므로 ④는 틀린 진술이다.  
[Words and Phrases]
bounce 가볍게 흔들리다  spring breeze 봄바람  chase 쫓다  passerby 행인  
promptly 즉시  addition 추가  shape 모양, 형태  whipped cream 거품 크림  
startled 깜짝 놀란  instruction 설명, 지시  precise 정확한  masterpiece 명작, 
걸작  absolutely 정말로  fabulous 멋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