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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The term “derby match” is sometimes used in sports 

to describe a game between two local teams. Some 

people believe / its origin dates back to the12th 

century, when two teams from a town in Derbyshire, 

England began playing the annual Royal Shrovetide 

Football Match. 

Over the years, the two teams became such rivals 

that these games gradually grew rougher and more 

________. The matches soon became famous as 

wild events that involved not only the two teams but 

also the entire town. Since then, people (use) this 

term to refer to _____________ between two rivals 

from any region in any sport.

• violent: brutal, vicious, savage, rough, aggressive, abusive
• major: greatest, best, finest, most important, chief, main, 

prime, principal, capital, cardinal, leading 

더비 매치의 기원과 의미

‘더비 매치’라는 용어는 때때로 스포츠에서 두 지역 

팀 간의 경기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어떤 사람들

은 그 용어의 기원이 12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 믿는데, 그때 영국 Derbyshire 에 있는 마을의 

두 팀은 해마다 열리는 Royal Shrovetide 축구 경

기를 하기 시작했다. 

수년에 걸쳐, 이 두 팀은 치열한 경쟁 상대가 되어 

경기들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폭력적이 되었다. 이 

경기는 곧 두 팀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참여시키

는 격렬한 행사로 유명해졌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어떤 스포츠에서든지 어떤 지역의 두 경쟁 상대 간

의 중대한 경기를 가리키는 데 이 용어를 사용해 오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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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1

Our world is _______—not the planet itself but the 

people who inhabit it. It seems / the global elderly 

population is now increasing at the fastest rate ever 

[recorded / recording]. This global aging 

phenomenon is not only _________________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but also 

_________________________. 

• rate:speed, pace, tempo, velocity
• alter 바꾸다 / altar 제단 / alert 경계하는
• lead to = cause, bring about, result in, give rise to do, 

generate, trigger, incur 초래하다

Japan, where 100-year-olds are [expected / 

expecting] to make up 1% of the population by 2040, 

is already experiencing these changes. A booming 

robot industry is creating machines to aid in the care 

of the elderly, and many other industries are altering 

their strategies to________________the growing old-

age market. As this trend continues, it [may well / 

may as well] redefine [how / that] we think about 

middle and old age.

• had better R = might as well R = would rather R : ~하는 것이 
더 좋다(=should) /might well :당연하다(아마 ~일 것이다)

   

증가하고 있는 노년 인구와 그 영향

우리의 세상은 노화하고 있다. 지구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다. 현재 전 세계의 

노년 인구는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빠른 속도로 늘

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은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적인 고려 사항을 바

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변화들을 초

래하고 있다. 

2040 년쯤에는 100 세인사람들이 인구의 1 %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은 이미 이러한 변화들

을 경험하고 있다. 급속히 발전하는 로봇 산업은 노

인들을 돌보는 것을 도와줄 기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많은 다른 산업들도 늘어나는 노령 인구 시장

을 이용하기 위해 전략을 변경하고 있다. 이런 추세

가 지속됨에 따라,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중년과 노

년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재정립하게 될 것이다.

 ④ the 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and its effect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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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There will soon be a large number of self-driving cars 

with an Internet connection on the road. [Although / 

Despite] these cars have many benefits, experts 

warn that more self-driving cars also means 

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searchers recently demonstrated that even today’s 

“smart” cars are _______________. They used a 

computer to take control of a car while someone else 

was driving it. 

• vulnerable:helpless, defenseless, powerless, impotent, 
weak, susceptible.

They were not only able to change the radio’s 

volume, adjust the air conditioner, and switch the 

windshield wipers on, but they also took control of the 

transmission and stopped the car as it drove down 

the highway. 

Fortunately, it was just a demonstration, but it sends 

a clear message to both the auto industry and the 

government:_____________________ is a real issue 

that must be taken seriously.

사이버 보안에 취약한 자율주행차

곧 도로 상에 인터넷에 연결되는 자율 주행차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 차들이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더 많은 자율 주행차는 

해커들에게는 더 많은 잠재적 표적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경고한다. 

연구원들은 오늘날의 ‘스마트’ 자동차들도 취약하

다는 사실을 최근 입증했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가 

차를 운전하는 동안, 컴퓨터를 이용해서 차를 제어

했다. 

그들은 라디오 음량을 변경하고 에어컨을 조정하거

나 와이퍼를 작동시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변속기

를 제어해서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그것

을 멈추게 하기도 했다. 

다행히, 그것은 단지 시연이었지만, 그것은 자동차 

업계와 정부 모두에게 자동차의 사이버 보안이 심

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실제적인 문제라는 명확

한 메시지를 보낸다.

 ② more potential targets for hacker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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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4.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

한 곳은?

The “sharing economy” is a system based on the 

idea of individuals [renting / rented] things from each 

other through the Internet. Things now commonly 

[rented / renting] in this way include houses, cars, 

boats, and power tools. These items are too 

expensive for many people to buy but are owned by 

others who are willing to [share / sharing] them for a 

price. 

• These items are ____ expensive _____ many people 

______ buy

This collaborative use of resources [has / have] 

several positive effects. Owners make money from 

the things they own, and renters pay less than they 

would if they bought the things [themselves / them] or 

rented them from [a company / company] such as a 

hotel or car rental agency.

The environment also _________ because (share) a 

product with others rather than (buy) the product for 

yourself means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s more people use ____________, these benefits 

are likely to grow.

• tend to do = be likely to do, be apt to do, be inclined to do, 
be liable to do, be prone to do: ~하는 경향이 있다

   

공유 경제의 장점

‘공유 경제’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들이 서로 무언가

를 빌리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흔히 이러한 방식으로 대여되는 것들은 집, 자동차, 

배, 전동 공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물건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기에는 너무 비싸지만, 대가를 받

고 기꺼이 공유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유되어 

있다. 

이러한 자원의 공동 사용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소유주들은 그들이 가진 것들로부터 돈을 벌

고, 임차인들은 그것들을 직접 사거나 호텔 또는 자

동차 대여 업체와 같은 기업으로부터 빌렸을 때 지

불해야 하는 것보다 돈을 적게 낸다. 

어떤 상품을 혼자 구입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그 상품을 공유하는 것이 상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

서 더 적은 자원을 소비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환

경에도 이득이 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 서비스

를 이용할수록, 이러한 이득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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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Dark green leaves allow plants (photosynthesize) as 

much energy as possible, but some plants have 

leaves that are multicolored. Scientists believe /these 

plants may be_______________________. To test 

this theory, researchers applied correction fluid to the 

leaves of some plants to imitate the damage left 

behind by caterpillars. 

They found that while caterpillars infested about 8% 

of the green leaves, they infested less than 2% of the 

naturally multicolored ones, and just 0.4% of those 

[painted / painting] with correction fluid. Although 

multicolored leaves can’t photosynthesize as much 

energy as green ones, they _________________ b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여러가지 색의 잎

짙은 녹색의 잎은 식물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많은 

에너지를 광합성 할 수 있게 해 주지만, 어떤 식물

들은 여러 가지 색이 있는 잎을 가지고 있다. 과학

자들은 이러한 식물들이 먹히는 것을 피하려고 병

든 체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고 여긴다. 이 이론을 

실험해 보기 위해서, 연구원들은 애벌레들에 의해 

남겨진 손상과 비슷해 보이게 몇몇 식물들의 잎에 

수정액을 발랐다. 

그들은 애벌레들이 녹색 잎의 약 8%에 몰려들었던 

반면에, 자연적으로 여러 색깔인 잎의 2 % 미만에 

몰려들었고, 수정액이 칠해진 잎에는 고작 0.4 %

만큼에만 몰려들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비록 여러 

가지 색이 있는 잎들은 녹색 잎만큼 많은 에너지를 

광합성 할 수는 없지만, 그 식물의 생존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이러한 손실을 상쇄한다.

 ④ mimicking illness to avoid being eaten1
흉 내 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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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1

Baseball players sometimes behave in curious ways 

while they are playing a game. One example is that 

players usually hold their batting gloves in their 

hands when they run the bases rather than put them 

in their pocket. This might sound like a simple 

_____________________, but ① it _____ serve a 

useful purpose. (Squeeze) something in their hands 

makes the players ② feel more [comfortable / 

comfortably]. 

In fact, players that hold their batting gloves in their 

hands are able to relax mentally, [which / that] allows 

them ③ [to perform / performing] better. Furthermore, 

doing so protects their fingers when they slide head 

first into a base. By holding their gloves, they force ④ 

them to make fists, [which / what] means that their 

fingers are not spread out and [exposed / exposing]. 

This prevents them from ⑤ [being broken / breaking]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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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vent, stop, keep, ban, discourage, inhibit, restrain, dissuade, 
prohibit, precludeA from B: A가 B하는 것을 막다

  

야구 선수들이 타격용 장갑을 손에 쥐는 이유

야구 선수들은 경기를 하는 동안 때때로 특이한 방

식으로 행동한다. 한 가지 예는 선수들이 보통 베이

스를 달릴 때 타격용 장갑을 주머니에 넣기보다는 

자신들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미

신 행위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확실히 도

움이 된다. 손에 뭔가를 꽉 쥐는 것은 선수들로 하

여금 좀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 준다. 

실제로, 타격용 장갑을 손에 쥐는 선수들은 정신적

으로 긴장을 풀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경기를) 

더 잘할 수 있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머리부터 먼저 베이스로 슬라이딩할 

때 그들의 손가락을 보호해준다. 자신들의 장갑을 

꽉 쥠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주먹을 쥐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의 손가락이 펴져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손가락이 쉽게 부러지는 것

을 방지한다. 

 ④ themselv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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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7.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

Like the smell of freshly cut grass or the taste of hot 

chocolate, a bubble bath is one of the greatest (A)

[sensory / sensible] pleasures in life. As most of us 

are very busy, ________, we rarely take the time to 

ease into a bubble bath in the evening. _________, 

we “run” or “hop” into the bathroom for a quick 

shower. 

If you seek true relaxation, _______, taking a bubble 

bath will certainly (B)[increase / decrease] your 

stress. Try to ___________ a bubble bath routine in 

your weekly life. While you’re enjoying your bubble 

bath, why not create a (C) [foam / form] beard or a 

floating island? No one will know!

진정한 휴식: 거품 목욕

막 깎인 잔디의 냄새나 핫초코의 맛처럼, 거품 목욕

은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감각적인 즐거움 중 하나

이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매우 바쁘기 때문에, 

저녁 때 천천히 거품 목욕을 할 시간을 좀처럼 내지 

못한다. 대신, 우리는 신속한 샤워를 하기 위해 욕

실로 ‘달려’ 들어가거나 ‘뛰어’ 들어간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진정한 휴식을 추구한다면, 거

품 목욕을 하는 것이 분명히 당신의 스트레스를 감

소시켜 줄 것이다. 당신의 주간 생활에 거품 목욕 

일과를 만들어 보아라. 당신이 거품 목욕을 즐기는 

동안 거품 턱수염이나 떠다니는 섬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아무도 모를 테니까 말이다!

 ② sensory - decrease - foa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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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1

To tantalize someone is to make them ① [want / to 

want] something, often something they _________. 

The word comes from the Greek myth of King 

Tantalus, [who / which] was [so / such] proud that 

he tried to fool the gods. When ② inviting to eat with 

them, Tantalus stole their special food so that he 

could bring it to his friends. 

As a punishment, he [was sent / sent] to the 

underworld. He had to stand in a pool of water with 

delicious ripe fruit ③ hanging from a tree above him. 

④ [Whenever / whatever] he tried to drink the water, 

it would drain away. If he tried to pick the fruit, the 

branches would move out of reach. Tantalus was 

already in the underworld, so ⑤ no matter [how /

what] hungry or thirsty he got, he would never die.

tantalize 의 유래

누군가를 감질나게 한다( tantalize )는 것은 그들

로 하여금 무언가, 종종 그들이 절대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단어는 

Tantalus 왕에 관한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것인

데, 그는 너무 교만해서 신을 속이려고 했다. 신들과

의 식사에 초대되었을 때, Tantalus 는 그들의 특별

한 음식을 자기 친구들에게 가져가기 위해 훔쳤다. 

그 벌로, 그는 지하 세계에 보내졌다. 잘 익은 맛있

는 과일이 그의 머리 위 나무에 걸려 있는 채로 그

는 물웅덩이 안에 서 있어야 했다. 그가 물을 마시

려고 할 때마다, 물이 빠져 버렸다. 그가 과일을 따

려고 하면, 나뭇가지가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움직

였다. Tantalus 는 이미 지하 세계에 와 있었기 때

문에, 아무리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도 그는 결코 

죽을 수 없었다.

 ② invit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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