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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1

 

A group of medical students was asked to 

participate in a study of two new drugs, one a 

sedative and the other a stimulant. Each student was 
진 정 제 흥 분 제 받 았 다

given either one or two blue or red tablets: the 

tablets were inactive.
효 력 이 없 는

(A) The response of these students was not to the 

inactivity of the tablets, and cannot easily be 
효 력 이 없 음 알 약

accounted for by natural history , conditioning or 
설 명 되 다 치료되지 않는 질병의 예상되는진행 과정 조 건 반 사

regression to the mean.
회 귀 평 균

(B) Later, the students' responses to a questionnaire 
반 응 설 문 지

indicated that the red tablets tended to act as 
역할을 하다

stimulants while the blue ones acted as sedatives; 
흥 분 제 진 정 제

and two tablets had more effect than one.

(C) Rather, they can be accounted for by the 
설 명 되 다

"meanings" in the experiment: pink or red means 
의 미

"up", "hot", "danger", while blue means "down", 

"cool", "quiet". And two means more than one.

번역

한 그룹의 의대 학생들이 하나는 진정제이고 다른 

하 나는 흥분제인 두 가지의 새로운 약의 연구에 참

여하도 록 요청받았다. 각각의 학생은 한 개 또는 

두 개의 파 란색 또는 붉은색 알약을 받았는데 그 

알약 들은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

(A) 이 학생들의 응답은 그 알약들의 효력 없음에 

대 한 것이 아니었으며, 치료되지 않는 질병의 예상

되는 진행 과정, 조건 반사, 또는 평균 회귀에 의해 

쉽게 설 명될 수 없다.

(B) 나중에 설문지에 대한 그 학생들의 응답은 붉

은색 알약은 흥분제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

면 파란색 알약은 진정제 역할을 했으며 두 개의 알

약이 한 개보 다 더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C) 그보다는 그 실험에 담겨진‘의미’에 의해 설명

될 수 있는데 분홍색이나 붉은색은 ‘격앙된’, ‘흥분

한’, ‘위 험’을 의미하는 반면 파란색은 ‘진정된’, ‘차

분한’, ‘조 용한’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개는 한 개

보다 많은 것 을 의미한다.

 ③ (B)-(A)-(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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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Your drive to succeed in business may derive from a 
의 욕 비 롯 된 다

desire to prove wrong people who have doubted you 

in the past, to show your old school bully  or even 
괴롭힌 사람

your family that you are a more successful person 

than they think. 

Recognition could provide you with the stimulus 
자 극

that will satisfy your ego so that you become the 
자존감

envy  of your peers.
부러움의 대상

Oscar Wilde said, 'It is not enough to succeed in life; 

one must see one's friends fail.' 

A pretty awful sentiment but a ruthlessly accurate one 
끔 찍 한 감 정 잔 인 하 리 만 치

that points to man's desire to be recognised 
인 정 받 다

amongst others as successful. 

There's nothing wrong with wanting others to 

appreciate you for your achievements.
인 정 하 다

인정 욕구

사업에서 성공하려는 여러분의 의욕은 과거에 여러

분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

기 위한, 즉 예전에 학교에서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

이나 심지어 가족에게까지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

다 여러분이 더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욕망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인정받는 것은 여러분이 동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도록 자존감을 충족시킬 자극을 제공할 수 있다. 

Oscar Wilde는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으

로는 충분하지 않고 자신의 친구가 실패하는 것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것은)매우 끔찍한 감정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성공했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을 나타내는 잔인하리만치 정확한 것(감정)이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취로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④ Wanting to Be Recognized: A Strong Drive for Succes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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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1

Most people dread asking for a favor. They hate to 
싫 어 하 다

'impose on you' or 'put you  out.' And as long as 
폐를 끼치다

that's the way a favor is defined - as an imposition, a 
부 탁 부 담

request for something in return for nothing - there is 

very good reason to hate asking for a favor. 

But we don't have to think of favors in this way. 

Instead, let's redefine what it means to request a 

favor. 

Rather than thinking of a favor as a bid to get 
노 력

something for nothing, think of it as your chance to 

provide others with an opportunity - an opportunity 

to help you. 

The fact is that most people enjoy helping others. 

Being asked to help empowers the helper. 
권 한 을 주 다

It is a vote of confidence, and as such, it is very 
신 뢰 의 표 시

flattering. It is an opportunity to feel good about 
우 쭐 하 게 한 다

oneself.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의 의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탁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

들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또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부탁이 그런 

방식으로, 다시 말해, 하나의 부담으로, 즉 아무런 

보상이 없는 어떤 것에 대한 요청으로 정의 내려지

는 한, 부탁하는 것을 싫어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부탁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부탁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정의해 보자.

부탁을 공짜로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노력으로 생각

하는 대신에 그것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기회

를, 즉 여러분을 도울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로 생각

하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을 즐긴다. 도움을 요청받는 것은 도움을 주는 사람

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다.

그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 대한)신뢰의 표시

이고, 그 자체로 그것은 (그 당사자를)몹시 우쭐하

게 한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분 좋게 느

낄 수 있는 기회이다.

 ⑤ 남에게 부탁하는 것을 그에게 다른 이를 도울 기회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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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Sociologists study religion the same way they study 
사 회 학 자 종 교

other social institutions, like education or 
제 도

government. The aim is primarily to understand 

religions, but included in trying to understand 

religions is the aim of trying to predict what will 
도치

become of religions. 

To do this, sociologists employ demographic 
= u s e  인 구 통 계 학

techniques, survey analysis and various other 
기 법 조 사 분 석

methodological approaches. It is important to note 
접 근 법 주목하다

that sociologists study religion not to prove, 

disprove or evaluate religion. Sociologists aren't 
반 증 하 다 평 가 하 다

interested in whether a religion is right or wrong. 

This requires sociologists to take a(n) _______ 

stance toward issues of right or wrong or true or 
입 장 문제에 대해서

false. That said, the social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그 렇 긴 하 지 만

can be challenging from a faith standpoint as it 
어 려 운 신 앙 적 관 점 에 서

provides alternative, naturalistic explanations for 
자 연 주 의 의

many elements of religion such as the sources of 

conversion experiences.  
개 종 , 전 환

번역

사회학자는 교육이나 통치와 같은 다른 사회적인 

제도 를 연구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종교를 연

구한다. 그 목적은 주로 종교를 이해하는 것이지만, 

종교를 이 해하려고 하는 것에는 종교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견하려고 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사회학자 는 인구 통계학 기법, 조사 분

석과 다양한 다른 방법론 적인 접근법을 이용한다. 

사회학자가 종교를 입증하거나, 반증하거나 또는 

평가하기 위해 종교를 연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학자는 한 종교가 옳

은지 그른지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 

이는 사회학자로 하여금 옳거나 그르거나 또는 맞

거나 틀리거 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

장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긴 하지만, 종교에 

관한 사회과학적  구는 회심 체험의 근원과 같은 종

교의 여러 요인에 대 한 대안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설명을 제시하기 때문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어

려운 일일 수 있다.

 ② neutra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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