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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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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①     19 ③     20 ⑤     21 ④     22 ④     23 ④     24 ④     25 ③     26 ④     27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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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⑤     19 ③     20 ④     21 ②     22 ⑤     23 ⑤     24 ①     25 ④     26 ②     27 ⑤     

28 ④     29 ③     30 ①     31 ②     32 ②     33 ⑤     34 ①     35 ②     36 ③     37 ④     

38 ⑤     39 ⑤     40 ④     41 ③     42 ③     43 ②     44 ③     45 ⑤

본문 p. 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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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④     19 ④     20 ③     21 ⑤     22 ②     23 ⑤     24 ②     25 ②     26 ④     27 ⑤     

28 ⑤     29 ③     30 ②     31 ①     32 ④     33 ③     34 ②     35 ④     36 ②     37 ④     

38 ④     39 ②     40 ④     41 ⑤     42 ②     43 ③     44 ⑤     45 ③

본문 p. 78~85

10 회

독해 기출 고난도 모의고사 11~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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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분석  Listening / to the messages [that your body is 

telling you], / rather than avoiding them, / is the first step / to 

establishing a healthier lifestyle. 

Words  observer[‰bzÁ;÷v‰÷] 관찰자    lethargic[l‰^£;÷d,ik] 무기력한    

latter[l®t‰÷] 후자, 뒤의 것    mood swing 감정의 기복    pay attention to  

~에 주의를 기울이다    set off ~을 일으키다, ~을 폭발시키다   

20 정답 ①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는 성스러운 것이며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존중

하고 강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는 자

신의 자녀들, 특히 아주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데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며, 그 어떤 시스템도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대신할 수는 없다. 부

모는 자녀들이 가치관과 윤리관을 발달시키도록 돕는 일을 가장 잘 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아이들은 신뢰감, 학습, 자긍심을 위해서 부모

와의 지속적인 관계에 의존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

과 지지를 보내 주는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점

점 더 사회는 물질적 부를 성공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정

말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

로, 정부와 고용주들은 아이들의 욕구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정답의 근거  필자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

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며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

므로, 글의 요지로는 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

다.’가 적절하다.

구문 분석  They are the ones [best capable of helping their 

children develop their values and morals].  

Words  sacred[sèikrid] 신성한, 성스러운    care for ~을 돌보다    moral 

[m≤(;)r‰l] 도덕, 윤리    depend on ~에 의존하다    consistent[k‰nsístÂnt] 

일관된, 한결같은    self-esteem[sèlfistí;m] 자존심, 자긍심    equate[ikwèit] 

동일시하다 

21 정답 ②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인생의 교훈 한 가지를 주어

서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어떤 사

람들은 당신의 인생에 잠깐 동안만 등장하며, 어떤 사람들은 며칠 동

안, 어떤 사람들은 몇 달, 또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동안 등장할 것이

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당신

이 인생에서 배워야 하는 교훈 중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며 당신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에게는 친구도 없고, 적도 없다. 모든 이

들이 나의 스승이다.’라는 오래된 속담이 하나 있다. 당신이 만나는 모

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여기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면, 멈추어 서서, 둘

러보며, 이 사람들이 들려주고자 하는 말을 진정으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인생의 여정에서 다음 발을 내딛기 위해 필요

한 지도와 방향을 듣게 될 것이다.

정답의 근거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여기고 그들의 말에 귀

를 기울이면 그들에게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는 

help  +  목적어  +  동사원형

(who are)
∨

목적격 관계대명사

A rather than B: B 하느니 차라리 A ~을 위한 첫 단계

S

V

 18 정답 ⑤ 

곧 새로운 이름의 회사로부터 여러분이 익히 받아 오던 것과 똑같은 

훌륭한 배달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Contoso, 

Ltd.로부터 받아왔던 정시 배송, 빠른 응답 서비스, 최고를 위한 헌신

적인 봉사를 변함없이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또한 기능이 확장되어 국내와 국외로 보내는 모든 수송 물류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해 드리는 향상된 시스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953

년부터 수송, 유통, 물류 분야의 선두 주자였던 Contoso, Ltd.가 이

제 세계적 능력을 갖춘 회사로 범위가 확대되는 이미지를 더 잘 나타

내기 위해 Proseware, Inc.로 그 이름을 바꿉니다. 곧 저희 회사의 

모든 우편물, 포장, 송장, 홍보물에서 회사의 이름이 바뀐 것을 발견하

시게 될 것입니다. 이름만 새로 바뀌었을 뿐, 전과 같은 훌륭한 회사가 

될 것입니다.

정답의 근거  고객들에게 회사의 이름이 Contoso, Ltd.에서 Proseware, 

Inc.로 바뀌게 되었음을 알리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

용의 글이다.

Words  be accustomed to ~에 익숙해지다    responsive[risp£nsiv]  

대답하는, 쉽게 응답하는    enhance[inh®ns] 향상시키다    logistics 

[loud,ístiks] 물류관리    domestic[d‰mèstik] 국내의; 가정의    invoice 

[ínv∞is] 송장, 청구서    promotional[pr‰móu∫Ân‰l] 판매 촉진의, 홍보의

19 정답 ②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훌륭한 관찰자가 되라. 당신은 잠을 충분히 

잤으며 휴식을 취한 느낌이 드는가?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특정한 종류의 음식을 먹은 후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아보라. 기운이 나는가, 아니면 나른하게 느껴지는가? 후자의 느낌이 

든다면, 아마도 당신이 먹는 음식이 너무 기름진 것이므로 당분간 간단

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감정의 기복이 문제라면,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

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보라. 날씨 때문인가, 아니면 당신의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기 때문인가?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피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들

어 보는 것이 더 건강한 생활 방식을 확립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정답의 근거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음식을 섭취한 후에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잘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다. 몸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잘 듣는 것이 건

강한 생활을 확립하는 첫 걸음이 된다는 마지막 문장에 필자의 주장이 잘 나타나 

있다.  

본문 p. 06~13

18 ⑤ 19 ② 20 ① 21 ② 22 ③ 23 ② 

24 ⑤ 25 ② 26 ② 27 ③ 28 ④ 29 ③

30 ⑤ 31 ① 32 ① 33 ④ 34 ③ 35 ⑤ 

36 ④ 37 ③ 38 ② 39 ② 40 ② 41 ③

42 ④ 43 ③ 44 ③ 45 ⑤

독해 고난도 모의고사 0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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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인생의 스승들의 말

에 귀를 기울여라’이다.

①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아라 

③ 앞으로 나아가며 절대 포기하지 마라   

④ 큰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⑤ 혼자 힘으로 다음 발을 내딛어라

Words  come in contact with ~와 접촉하다, 만나다    lesson[lèsÂn] 교훈    

in common 공통으로    ancient[èin∫Ânt] 고대의, 아주 오래된    saying 

[sèii\] 속담, 격언    guidance[gáidÂns] 안내, 지도    journey[d,Á;÷ni] 여행, 

여정

22 정답 ③ 

체벌이 교사나 부모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들이 있지만, 체벌은 훗날 삶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폭력을 인정한

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맞는 아이들은 강자가 약자에게 폭

력을 행사하는 것이 인정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 힘이 정의다’라는 

개념이 아주 어린 나이에 그들에게 강요된다. 더욱이, 이러한 개념은 

맞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에게도 교훈을 준다. 

죄수들과 범죄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폭력 수감자들 중 거의 100퍼센

트와 청소년 범죄자들 중 64퍼센트가 어린시절 동안 심한 벌로 학대

받은 피해자들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정답의 근거  체벌을 받거나 목격한 아이들은 폭력 행사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 

하게 되고, 어릴 때 심하게 체벌을 받은 사람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 등을 통해 글의 주제로는 ③ ‘체벌의 부정적 영향’이 적절하다.

①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    

② 최근의 범죄 연구 경향  

④ 체벌의 필요성               

⑤ 범죄 예방의 중요성

Words  corporal punishment 체벌    indispensable[ìndispèns‰bl]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antisocial[©ntaisóu∫Âl] 반사회적인    pardon 

[p£;÷dn] 용서하다 ; 인정하다    violence[vái‰l‰ns] 폭력    spank[spæ\k] 

때리다    acceptable[‰ksèpt‰bl] 받아들일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witness 

[wítnis] 바라보다, 목격하다    inmate[ínméit] (병원·교도소 등의) 피수용자    

23 정답 ② 

이산화탄소(CO2)는 대기 중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이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그것의 대기 중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 온난화

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들 중 하나다. 그것은 거대한 발전소나 산업 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

화탄소에 적용될 수 있다. 그 과정은 세 개의 주요 단계를 포함한다. 

먼저, 이산화탄소는 발생 단계에 산업 생산 과정에서 생성된 다른 기

체들로부터 그것을 분리하여 포집된다. 그런 다음 그것은 주로 압축된 

형태로 적절한 저장 장소로 옮겨진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오랜 기간 

대기로부터 격리되어 보관되는데, 예를 들면, 지하의 지질층이나 깊은 

바다 속, 혹은 특정 광물 화합물 속에 보관된다.

정답의 근거  ①, ③, ④, ⑤는 모두 CO2(이산화탄소)를 가리키는 반면, ②는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를 

가리킨다.

Words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concentration[k¢nsÂntrèi∫Ân]  

집중 ; 농축    contribute to ~에 기여하다    storage[st≤;rid,] 저장    

emission[imí∫Ân] 배출물, 배기가스    compressed[k‰mprèst] 압축된, 압착된    

geological[d,ì;‰l£d,ikÂl] 지질학적인, 지질학의   formation[f∞;÷mèi∫Ân] 형성물, 

구성물    compound[k£mpaund] 합성물, 화합물

24 정답 ⑤ 

유머는 인생에서 꼭 필요하다. 유머는 짧은 순간에 적절한 말을 하여 

사람들이 귀 기울이게 하므로,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것을 도와준다.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할 말이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관심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모든 사람은 유

머 감각을 갖고 태어난다. 따라서 유머러스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

은 우리 모두에 내재되어 있다. 유머 감각은 가끔 불쑥 꺼내서 보여 

져야 한다. 우리는 모두 계발할 필요가 있는, 우스운 소리를 하는 재

능인 ‘유머 감각’을 갖고 있다. 우리의 ‘뼛(내재된 감각)속’에 그러한 재

능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

게 달려 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다. 모

든 사람들은 매일 재미있는 것을 말하거나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스스

로를 믿는 법을 알기만 하면 된다.

정답의 근거  ① 「help + 목적어 + 목적격보어(동사원형)」는 ‘~가 …하는 것을 

     돕다’라는 구문이므로 알맞다. 

②  「worth + -ing」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이라는 뜻이므로 동명사 형태의 

paying은 알맞다. pay attention to는 ‘~에 관심을 기울이다’라는 뜻

이다. 

③  「whether ~ or not」 구문을 써서 ‘~이든 아니든 간에’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④  유머의 재능이 ‘계발되는’ 것이므로, 수동형인 「be동사 + 과거분사」의 형태는 

알맞다.

❺  비교 구문에서 문장의 동사로 be동사인 are가 쓰였으므로, 대동사가 쓰인 

you do는 you are로 고쳐 써야 알맞다. you are 다음에는 형용사 funny

가 생략된 것이다.

Grammar ✛ 	 접속사	whether

접속사 whether는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명사절을 이끌거나, ‘~이든  

아니든’이라는 의미로 양보의 부사절을 이끈다.

•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  

It’s hard to tell whether the story is true or not.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렵다.)

•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  

Whether it rains or not, we’re playing soccer on Sunday.  

(비가 오든 안 오든, 우리는 일요일에 축구를 할 것이다.)

Words  say a mouthful 중요한〔적절한〕 말을 하다      

regard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whip out 갑자기 말하다, 불쑥 꺼내다    

parade[p‰rèid] 뽐내다, 과시하다 cultivate[k=lt‰véit] 계발하다; 경작하다    

acknowledge[ækn£lid,] 인정하다, 받아들이다    be capable of ~을 할 수 

있다, ~할 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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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답 ② 

가족의 크기가 줄어드는 주요 원인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높이거

나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개인과 부부의 욕구이

다.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했으며, 자녀를 두는 데서 얻

는 경제적 이익은 거의 나타났다(→ 사라졌다). 사회가 농업 중심에서 

산업, 기술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각 자녀의 주거, 음식, 의복에 대

한 요구가 더 이상 가족에 의해 직접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제는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 비용을 가정이 지불해야만 한다. 게다

가, 부모의 자기 생활에 대한 기대가 변화해서, 그들은 자신의 직업과 

여가 생활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많

은 부모들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자녀를 두는 것을 고려하기에는 자

신들의 재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낀다.

정답의 근거  가족의 크기가 줄어드는 원인에 대한 글로, 자녀 부양 비용이  

증가한 데 반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거의 사라졌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②의 appeared (나타났다)를 disappeared (사라졌다)로  

고쳐 써야 한다.

구문 분석  Thus, / many parents feel / [that their resources are / 

stretched too thin / for them to consider / having more than 

one or two children].

Words  decline[dikláin] 쇠퇴, 하락    standing[st®ndi\] 지위, 신분     

all but 거의    agrarian[‰gr¬Âri‰n] 농업의, 농지의    emphasis[èmf‰sis] 

강조, 중점    pay for ~의 비용을 지불하다    expectation[ékspektèi∫Ân] 기대    

resource[rí;s∞;÷s] 자산; 자원, 재원    stretch ~ too thin ~가 부족하다, 약해지다

26 정답 ② 

전일제로 고용된 사람들 중에서 남성은 평균 47시간의 여가 시간을 

가진 반면에, 여성은 대략 37시간의 여가 시간을 가졌다. 시간제 남

성 근로자들의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시간제 여성 근로자들은 

39시간의 여가 시간을 가졌는데, 이는 전일제로 고용된 여성들보다 

약간 적은 수치였다. 실업자나 퇴직자의 범주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 모두 여가 시간이 증가했음을 보여 주었다. 여기서도 또

한 남성이 더 많은 여가 시간을 누렸는데, 70시간이 채 못 되는 여성

들의 여가 시간에 비해 남성들의 여가 시간은 80시간이 넘었다. 마지

막으로, 주부는 평균적으로 약 54시간의 여가 시간을 누렸다.

정답의 근거  시간제로 일하는 여성의 여가 시간(39시간)은 전일제로 일하는 여

성의 여가 시간(37시간)보다 약간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간제 여성의 

여가 시간이 전일제 여성보다 더 적다고 한 ②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status[stèit‰s] 지위; 상태    retired[ritái‰÷d] 은퇴한, 퇴직한     

on average 평균적으로, 대체로    whereas[¶w¬Âr©z] ~임에 반하여     

approximately[‰pr£ks‰m‰itli] 대략, 대체로

27 정답 ③

정답의 근거  고딕 소설은 신비롭고 괴기스런 세계를 묘사했다(they 

described a world ~ through the night)고 했으므로 ③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① 75년의 기간 동안 인기가 있었다. 

②    표절판이 종종 만들어졌지만, 암암리에 거래되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④ 상류층의 남녀들이 읽고 토론하였다.

⑤ 염가판이 나와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도 읽을 수 있었다.

Words  Gothic[g£^ik] <문학> 고딕파의 (괴기·공포·음산 등의 중세적 분위기)    

translate[trænslèit] 번역하다    fascination[f©s‰nèi∫Ân] 매혹, 매력     

a matter of course 당연한 일    ghostly[góustli] 유령의    hooded 

[hùdid] 두건을 쓴    figure[fígj‰÷] 인물    flit[flit] 휙 움직이다, 쏜살같이 날다    

alert[‰lÁ;÷t]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는    at a bargain price 매우 싼 가격으로    

afford[‰f≤;÷d] ~할 여유가 있다    astonishing[‰st£ni∫i\] 놀라운

28 정답 ④ 

Farmersgolf 코스에는 한 홀 당 평균 거리가 200미터가 넘는 열 개

의 홀이 있다. 각 홀에는 시작점과 종착점이 있다. 종착점에는 숫자가 

적힌 깃발을 꽂은 양동이를 땅에 묻어 놓은 ‘핀’이 있다. 그 핀이 있는 

지점은 또한 다음 홀의 시작점이 된다. 게임은 팀 당 최대 인원이 다

섯 명인 두 팀으로 이루어진다. 공의 위치는 핀이 있는 쪽으로 더 가

까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공이 놓여 있는 곳으로부터 

클럽 하나의 길이만큼 옮겨 놓을 수 있다. 핀이 있는 양동이 속에 공

을 쳐서 집어넣으면 그 홀은 끝나게 된다. 그런 다음 양동이에서 공을 

꺼내어 다음 홀의 핀이 있는 쪽으로 4미터 떨어진 곳에 놓는다. 이런 

식으로 코스에 있는 열 개의 모든 홀이 끝날 때까지 게임은 계속된다. 

정답의 근거  핀이 있는 쪽으로 공을 더 가까이 이동하는 것은 안 된다 (The 

ball can always be moved a club’s length from where it lies as 

long as it is not moved closer to the pin.)고 했으므로, ④는 글의 내용

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pin[pin] 핀, 홀을 표시하는 깃대    bucket[b=kit] 양동이     

maximum[m®ksÂm‰m] 최대    club[kl<b] 클럽, 골프채      

direction[dirèk∫Ân] 방향

29 정답 ③

~라고 느끼다 목적절

too ~ to ...: …하기에는 너무 ~한 consider -ing: ~하는 것을 고려하다

고딕 소설은 약 75년의 기간 동안 유럽 전역에서 인기가 있었다. 가장 

인기 있는 많은 소설들이 수천 명에게 팔려 나갔고, 재빨리 번역되었

2년 전에 나는 내 아들 Aidan과 Conor와 함께 공원에 있었다. 화

창한 날이었으며 나는 그네를 타고 있는 작은 아들 Conor를 밀어주

고 있었다. Conor의 신발이 벗겨져 떨어져서 나는 그네를 멈추고 신

으며, 종종 표절되었다. 그 이야기들은 매혹의 대상이었는데, 왜냐하

면 그 이야기들은 신비로운 일들이 당연한 일이고, 유령처럼 두건을 

쓴 인물들이 밤새 돌아다니는 세계를 묘사했기 때문이다. 상류층의 

남녀들은 고딕 소설을 읽고 토론하였으며, 기존 시장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 출판업자들은 이 책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가장 가난한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조차도 단돈 1

페니만 지불하면 고딕풍의 공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동전을 엄청나게 지불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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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공원에서 없어진 아들 때문에 두려움과 초조함을 느꼈던 필자는  

아들을 찾아서 안심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 드러난 필자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panicked(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 relieved(안도

하는)이다.

① 외로운 → 기쁜    ② 자랑스러운 → 부끄러운   

④ 깊은 인상을 받은 → 놀란    ⑤ 실망한 → 용기를 얻은

Words  swing[swi\] 그네    wander off 길을 잃다    anxiety[æ\zái‰ti] 

걱정, 불안    every nook and cranny 구석구석    panic[p®nik] 극심한  

공포, 두려움

30 정답 ⑤ 

빈곤 속에서 사는 가정의 매순간의 스트레스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공

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교사는 각각의 가정

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더욱이, 유년기 교육자들은 가정이 

처한 위치에 맞게 모든 가정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재력이 부족해서 

생긴 가정의 스트레스가 없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효과가 없다. 

그들을 압박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몇몇 

가정과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첫 번째 문서를. 가끔 어린 아이

들의 교사는 가정에서 교사가 요청한대로 돈이나 문서를 학교로 돌려

보내주지 않을 때 좌절감을 느낀다. 부모 또는 책임져야 할 가족 구성

원들이 무관심하다거나 적대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가정

에서 난방이 끊기지 않도록 한다거나 병원 예약과 같은 더 급박한 다

른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염두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한 경우에, 교사들은 그 자신의 동정심을 동원해야 한다.

정답의 근거  학교에서 요청한 것에 협조적이지 않은 학부모에 대해 무관심하

다거나 적대적이라고 여기기보다는 그 가정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해하

고 공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⑤ ‘동정심’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용기    ② 엄격함    ③ 재력    ④ 상상력

구문 분석  Rather than assuming / [that the parents or 

responsible family members / are apathetic or hostile], / it is 

helpful / to keep in mind / [that the family may be dealing 

with other needs / [that are more pressing, / such as keeping 

the heat turned on, / or a medical appointment]].  

Words  appreciation[‰prì;∫ièi∫Ân] 공감    minute-to-minute 매순간    

strive to ~하기 위해 노력하다    wish away ~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    

apathetic[©p‰^ètik] 냉담한, 무관심한    keep in mind that ~이라는 것을 

감안하다    call on ~을 동원하다 

31 정답 ① 

추락 또는 기타 외상성 사고로 인해 해를 입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

다면, 상처 부위에 직접 압박을 가하여 피가 흐르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압박을 가하기 위해 거즈 붕대나 여분의 옷을 사용하라. 일단 

출혈이 멈추면, 부상당한 신체 부위가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도

록 그 부위를 들어 올리되, 팔다리가 골절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라. 팔

다리가 부러지거나 골절되었다고 의심되면, 이를 고정시키기 위해 나

뭇가지나 지팡이, 혹은 텐트의 폴을 사용하여 부목을 대라. 부러진 팔

다리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들 중 하나는 환자 

자신의 몸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러진 팔은 특히 팔의 위쪽 

인 경우에는, 팔을 굽혀서 가슴 위에 놓은 후 띠 모양의 천으로 몸통

을 감아서 몸에 묶는다. 마찬가지로, 부러진 다리는 부상을 당하지 않

은 다른 쪽 다리에 몇 군데를 묶는다.

정답의 근거  팔이 골절되었을 경우에는 몸통에 골절된 팔을 고정시키고, 다리

에 골절상을 입었을 때는 다른 쪽 다리를 이용하여 고정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

는 환자 자신의 몸을 부목 대신 활용하는 것이므로 빈칸에는 ① ‘환자 자신의 몸

을 이용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② 골절된 몸의 부위를 낮추다 

③ 나뭇가지나 막대기를 이용하다 

④ 환자의 옷을 이용하다 

⑤ 마분지 상자를 이용하여 팔다리에 부목을 대다

Words  as a result of ~의 결과로    traumatic[tr∞;m®tik] 외상의, 외상에 

의한    pressure[prè∫‰÷] 압력, 압박    elevate[èl‰véit] 들어 올리다, 높이다     

limb[lim] 수족, 손발    fracture[fr®kt∫‰÷] 부러뜨리다; 골절    splint[splint] 

~에 부목을 대다    immobilize[imóub‰làiz] 움직이지 않게 하다, 고정시키다    

encircle[insÁ;÷kl] 둘러싸다    torso[t≤;÷sou] 몸통

32 정답 ① 

협상을 할 때, 침묵을 전술로 사용하라. 주장을 밝힌 후에, 입을 다물

고 있어라. 더욱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주장을 밝히거나 질문을 한 

후에는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장담하건대, 당신은 다음에 일어

나는 일에 놀랄 것이다. 당신이 즉시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말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말을 다듬어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

게 할 경우에 그들은 자신의 입장을 바꿔서 당신에게 더 많은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당신이 이전에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정

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훌륭한 협상가는 말

하기보다 듣기를 더 잘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려면 연습과 인내가 

필요하다. 침묵을 지키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당신이 한마디 말도 하

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몇 번이나 바꾸는지 확인

해 보라.

정답의 근거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의 말에 즉시 대답을 하지 않고 기다리면,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침묵을 전술로 사용하라’이다.

② 당신 자신에게 솔직하라 

③ 힘 있게 악수하며 인사하라 

④ 가장 쉬운 문제부터 손을 대라 

⑤ 당신의 요점을 분명하고 단순하게 제시하라

진주어 명사절(keep in mind의 목적어)

명사절(assuming의 목적어)~하는 것보다는

 가주어

주격 관계대명사 ~와 같은(= like)

발을 다시 신겨 주었다. 신발을 신겨 주고 있는 동안에, 큰 아들 

Aidan이 없어져 버렸다. 자녀를 둔 사람이라면 아이의 이름을 소리

쳐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을 때의 그 공포와 초조함을 알고 있을 것이

다. 나는 공원 구석구석을 뛰어다녔지만, 여전히 Aidan은 어디에도 

없었다. 막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데 당황한 나의 모습을 보았는지 어

떤 낯선 사람이 공원 반대편 쪽에서 어린 소년을 보았다고 나에게 말

해 주었다. 반대쪽으로 달려가 보니 덤불 속에 내 아들이 있었다. 그

가 안전한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느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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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negotiate[nigóu∫iéit] 협상하다    be likely to ~할 가능성이 크다     

elaborate[il®b‰réit] (문장 등을) 다듬다, 정성들여 만들다    concession 

[k‰nsè∫Ân] 양보    patience[pèi∫Âns] 인내(심)    modify[m£d‰fài] 수정하다, 

바꾸다

33 정답 ④ 

당신이 스스로에게 거대하고 야심에 찬 목표를 정했거나 또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압도적인 것처럼 보인다면,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영화 

‘The Mask of Zorro’의 주인공인 Zorro에게서 한두 가지를 배워

보라. 처음에, Zorro의 열정은 그의 자제력을 훨씬 넘어섰다. 그가 

높이 뛰면 뛸수록, 그는 더 멀리 떨어졌다. 그 작은 원을 점차로 넓혀

가기 이전에, 그의 검술 스승이 그에게 오직 그 작은 원안에서만 싸우

도록 할 때 그는 통제 불능이고 완전히 무기력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결국, 그는 샹들리에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요

점은 당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작은 원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빨리 성취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목표를 찾아

라. 일단 더 작은 목표들을 성취하면, 뇌는 자동적으로 더 큰 목표들

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사실, 그들의 힘이 ‘자신의 원’ 안에 있

다고 믿는 사람들은 보다 더 높은 학업과 경력의 성취를 이루며 일에 

있어 훨씬 더 행복해 한다.

정답의 근거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영역의 일부터 해 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보다 더 큰 일들도 해 낼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능력 범

위의 일(작은 원)부터 이루는 것(시작하는 것)이 일의 성취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

의 ④ ‘성공하기 위해서는 작은 원에서부터 시작하라’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

하다.

① 당신의 현재 상황에 만족하다

② 미래에 대한 원대한 목표를 품다

③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다

⑤ 사사로운 감정에 의존하는 유혹에서 벗어나다 

구문 분석  In fact, / people [who believe [that their power 

lies within “their circle”]] / have higher academic and career 

achievement / and are much happier at work.  

Words  huge[hju;d,] 거대한    ambitious[æmbí∫‰s] 야심에 찬    

overwhelming[òuv‰÷¶wèlmi\] 압도적인    exceed[iksí;d] 넘어서다, 초월

하다    discipline[dís‰plin] 자제력; 훈련   utterly[=t‰÷li] 완전히    

widen[wáidn] 넓히다    identify[aidènt‰fài] 찾다, 발견하다      

achievement[‰t∫í;vm‰nt] 성취

34 정답 ③

정답의 근거  2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 가능성과 편입 학

생들의 수,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원 진학률과 직업 교육 과정의 졸업생 취

업률 등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진학할 대학을 결정하기 전에 

던져 보아야 할 질문으로는 ③ ‘학생들은 이 학교를 졸업하면 무엇을 하게 되는

가?’이다.

① 대학의 입학 요건이 무엇인가? 

② 대학이나 대학교의 교육관은 무엇인가? 

④ 작은 대학에서 나는 더 행복할까, 아니면 대규모 대학교에서 더 행복할까? 

⑤ 이 대학에서 자격증이나 학위를 따려면 얼마나 걸리나?

Words  institution[ìnst‰t∆ù;∫Ân] 시설, 기관    graduate[gr®d,u‰t] 졸업생    

transfer[trænsfÁ;÷] 옮기다, 전학하다    inquire[inkwái‰÷] 문의하다     

possibility[p¢s‰bíl‰ti] 가능성    graduate[gr®d,uéit] 졸업하다     

placement[plèism‰nt] 채용, 고용    vocational[voukèi∫‰nÂl] 직업의

35 정답 ⑤ 

2천 종의 반딧불이가 세계 도처에서 살고 있다. 북미에서, 반딧불이

는 로키 산맥의 동쪽에 산다. 어떤 사람들을 반딧불이를 ‘번개 곤충’이

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불빛이 갑작스럽고 짧기 때문이다. 

세계의 몇몇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반딧불이의 빛을 이용한다. 중남

미 사람들은 때때로 반딧불이를 램프나 의복 장식으로 사용하는 그물 

가방에 넣는다. 일본에서는 매년 여름 반딧불이 축제가 열린다. 사람

들은 호수나 강 가운데로 반딧불이가 가득 담겨 있는 우리를 가져와

서 그곳에서 동시에 반딧불이를 놓아준다. 이 반딧불이들은 희미하게 

반짝이는 빛을 보이며 밤하늘을 가득 채운다. 비록 이런 빛의 장관들

을 지켜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반딧불이의 빛이 번쩍이는 목적

은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것 이상이다. 간헐적인 반짝임은 실제로 의사

소통을 위한 것이다. 작은 회중 전등을 지닌 것처럼, 반딧불이는 암호

화된 메시지를 반짝인다. 그들의 빛의 길이와 빈도는 연속적이다. 그

것들은 어둠 속에서 반딧불이의 위치를 알려 주고, 그들이 수컷인지 

암컷인지를 말해 주며, 그들의 종을 나타낸다. 

정답의 근거  (A) 반딧불이의 불빛이 갑작스럽고 짧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므

      로, 이에 어울리는 말은 lightning(번개)이다. 

(B)  반딧불이의 연속적인 불빛 신호는 위치와 성별, 그리고 종을 나타낸다고 했

으므로, communication(의사소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① 태양 - 생존    

② 태양 - 자기방어    

③ 폭풍 - 유혹    

④ 번개 - 오락

Words  species[spí;∫i;z] 종(種)    flash[flæ∫] 섬광, 번쩍임       

harness[h£;÷nis] 이용하다    celebrate[sèl‰bréit] 기념하다, 축하하다 

simultaneously[sàimÂltèini‰sli] 동시에    shimmer[∫ím‰÷] 희미하게 반짝

이다    spectacle[spèkt‰kÂl] 광경, 장관    intermittent[ìnt‰÷mítÂnt] 간헐적인    

blink[bli\k] 깜빡이다    frequency[frí;kw‰nsi] 빈도     

sequence[sí;kw‰ns] 연속

V1

V2

명사절(believe의 목적어)

= even, still, far, a lot (비교급 강조)

    S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종류의 교육 기관은 당신의 개인적인 필요와  

재능에 의해 결정된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당신의 

대학 선택에 집중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 학교를 졸업하면 무엇을 하

게 되는가?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할 계획을 갖고 2년제 대학에 등록하

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는 것의 가능성과 해마다 4년제 대학으로 편입

하는 졸업생의 수에 대해 문의해 보아야 한다. 4년제 대학에 지원하

는 학생들은 얼마나 많은 졸업생들이 대학원 교육을 받기 위해 진학

하는지 알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직업 교육 과정에 있어서 취업률은 

특히 중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을 끝마친 후에 낮은 비율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직업) 훈련 분야에서 취업을 한다면, (학교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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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정답 ④ 

최근, 아름다운 도시 파리가 불에 탔다. 그 화재는 억압 받는 유색인

종들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일이었다. 이민자들에 대한 경찰의 

정기적인 신분증 검사가 두려워 경찰로부터 숨어 있던 도중, 뜻하지 

않게 사망한 두 명의 십 대 소년들로 인해 시작되었다. 결국, 그들의 

죽음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끔찍한 도시 폭동 중 하나를 촉발시켰다.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 중 대부분은 그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할 것이

라고 생각하는 이슬람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좋은 직업들’은 특정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백인 프랑스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사실, 수년 간 프랑스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수 민족들을 

등한시해 온 것이 폭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정답의 근거  (A) 두 명의 십 대 소년들의 죽음으로 인해 ‘결국’, 폭동이 일어났

     으므로 After all(결국)이 빈칸에 들어가야 적절하다.  

(B)  폭동이 일어난 배경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In fact(사실)가 빈

칸에 들어가야 적절하다.

① 대조적으로 - 사실                ② 결국 - 요약하면   

③ 예를 들어 - 즉, 다시 말하면    ⑤ 예를 들어 - 요약하면

Words  oppressed[‰prèst] 억압 받는    accidentally[©ks‰dèntÂli]  

우연히, 뜻하지 않게    routine[ru;tí;n] 일상적인, 정기적인    immigrant 

[ímigr‰nt] 이민자    touch off 유발〔촉발〕시키다    riot[rái‰t] 폭동    

reserve[rizÁ;÷v] 보유하다, 확보하다    ethnic-minority 소수 민족    

explosion[iksplóu,Ân] 폭발

37 정답 ③ 

당신의 피부 표면에 햇빛에 의해 손상된 점들이 나타나려면 처음 태

양에 노출된 이후로 이삼십 년이 걸린다. 그러므로 당신이 더 젊었을 

때 야외활동을 즐겼던 사람이라면, 현재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머지 않아 태양에 의해 손상된 점들이 나타날 것이다. 정기적인 자가 

관찰은 그러한 손상된 부분이 처음 나타났을 때 발견할 수 있도록 도

와주어서, 그 점들이 아직 작을 때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천연 글리코알카로이드 젤을 사용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태양에 의

해 손상된 부분에 껍질이 벗겨지고 되살아날 건강한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쉽게 볼 수 없는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 손거울을 사용하라. 얼굴, 목, 어깨, 팔, 손, 다리, 발 

등 태양에 더 노출되기 쉬운 모든 부분들을 확인해 보라.

정답의 근거  햇빛에 의해 피부가 손상되어 생기는 점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에야 나타나게 되므로, 정기적인 자가 관찰을 통해 점이 작을 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태양에 의한 화상으로 피부가 벗겨진 부분을 치료하는 방

법을 소개한 ③ 은 ‘태양에 의해 생긴 점’이라는 주제로 일관된 글 전체의 흐름에

서 벗어나는 문장이다.

Words  initial[iní∫Âl] 처음의; 머리글자    exposure[ikspóu,‰÷] 노출    

spot[sp°t] 얼룩, 반점; 발견하다    peel[pi;l] 벗겨지다

38 정답 ②

정답의 근거  암스테르담에서는 국제 운전 면허증이 없어도 차를 직접 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도시를 투어하려면 

자전거를 빌리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내용의 글 (A)가 오고, 자전거를 모든 

기차역에서 빌릴 수 있다는 내용인 (C)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다음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 언급한 뒤, 자전거 도난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 

하는 (B)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Words  take into consideration ~을 고려하다    nuisance[n∆ù;sÂns] 

성가심, 귀찮은 일    option[£p∫Ân] 선택(권)    lane[lein] 길; 도로    bliss[blis] 

더없는 기쁨, 행복    theft[^eft] 도둑질, 절도    secure[sikjù‰÷] (자물쇠 등을) 

단단히 잠그다, 잘 간수하다    rental[rèntÂl] 임대, 대여

39 정답 ② 

휴대전화가 울리는 소리나 휴대전화로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듣지 

않고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사회에서, 비행기는 휴대전화 소음이 없

는 우리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몇몇 사람들이 승

객들의 기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철폐하도록 항공사에 압력을 가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그들의 입장을 고수해서 항

공기 탑승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계속해서 금지해야 한다. 그것은 

휴대전화가 조종사들과 항공 교통 관제사들이 사용하는 비행 장치와 

통신 장비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는 ‘기내 난동’ 사고 

증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즉, 항공 여행객들에게 다른 승객들이 

휴대전화로 큰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듣도록 강요하는 것은 단지 불만

만 가중시켜 적대적인 마찰을 유발할 것이다. 그러므로, 승객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일 것이다. 

정답의 근거  주어진 문장의 Nevertheless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앞 문장과

는 다른 입장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고, 주어진 문장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계

속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이 문장 뒤에서는 그 이유를 밝혀 주는 문

장이 와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②에 들어가야 적절하다.

Words  ground[graund] 입장, 의견    sanctuary[s®\kt∫uéri] 신성한 지역; 

피난처, 안식처    lift[lift] 취소하다, 철폐하다    interfere[ìnt‰÷fí‰÷] 방해하다    

contribute to ~에 기여하다    frustration[fr<strèi∫Ân] 불만, 좌절    

confrontation[k¢nfr‰ntèi∫Ân] 대치, 대립    irresponsible[ìrisp£ns‰bÂl] 

무책임한 

40 정답 ②

당신은 암스테르담에서 당신의 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국제 운전 면

허증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

National Weight Control Registry(NWCR)는 성공적으로 30

파운드(13.6킬로그램) 이상의 체중을 줄이고 최소한 일 년 동안 그 체

 하지만 대도시에서 당신의 차량을 이용한다는 것은 매우 골치 아픈 

일이 될 수도 있으며, 당신이 직접 찾아다니는 도시 투어를 하고 싶다면 

자전거를 빌리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작은 역이라 할지라도 모든 기차역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으므로, 자전거를 빌리는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기차역이다. 현지 주

민들이 자전거를 아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딜 가나 자전거가 있다. 

 심지어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으므로, 여기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축복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도난 사고가 

꽤 자주 일어나므로, 자전거를 어딘가에 둘 때에는 항상 자물쇠로 잠

가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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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신체 활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병행하면 체중 감소와 함께 정신 

건강도 향상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 (A)와 (B)에는 각각 ‘균형 잡힌 식사

(A balanced diet)’와 ‘정신 건강(emotional health)’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Words  maintenance[mèintÂn‰ns] 유지, 정비    modify[m£d‰fài] 고치

다, 조절하다    dietary[dái‰téri] 음식의; 식이 요법의    intake[íntéik] 섭취(량)    

participant[p°;÷tís‰p‰nt] 참가자    be good for ~에 좋다

41-42  정답 41 ③  42 ④  

나는 London에 사는데, Wales에 있는 사촌들을 방문하러 가고 있었

다. 아마 도로 위 얇은 빙판 때문에 내 차를 제어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는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를 시속 약 70마일로 운전하고 있었다. 나는 

택배 화물 트럭, 그런 후 연이어 보다 작은 차와 끔찍한 충돌을 했다. 

작은 차 안에는 세 명의 아이들이 있는 한 가족이 타고 있었다. 어떤 믿

을 수 없는 행운 덕분에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그 경험은 매우 

무서웠다. 

연기가 너무 심해서 내게 든 첫 번째 생각은 그저 가능한 한 빨리 내 

차에서 빠져 나가는 것이었다. 내가 차에서 기어 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었을 때, 내 뒷 차의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고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빠져 나왔을 때, 그들의 엄마가 떨면서 울고 있는 아이

들을 달래는 동시에 그들을 연기가 나고 있는 차에서 이동시키려고 

정신없이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 부모가 충격을 받고 아마도 내게 매우 화를 내고 언짢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화를 내는 대신에 그 엄마는 그저 내

게 “여기로 오세요. 당신도 같이 안아줘야겠어요.”라고 말했다. 나로 

인해 부딪혔던 가족 중 누군가로부터 받는 얼마나 훌륭하고 따뜻한 행

동인가! 그것에 의해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후 내가 

얼마나 훨씬 더 기분이 나아졌는지는 말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그 가족의) 아빠는 날씨가 너무 추웠기 때

문에 아이들의 코트를 차 뒤에서 꺼내려 하고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었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내게 괜찮냐고 

묻고는 나를 또 안아주었다!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

가 완전히 충격을 받고 멍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지만,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이러한 훌륭하고 따뜻한 행동을 취했다. 자신이 두렵고 공포

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낯선 이를 달래 주려는 그런 훌륭한 부모 밑에

서 자라는 저 아이들이 얼마나 운이 좋은가를 생각했던 것이 기억 난

다. 그와 같은 순간에 평정심을 찾는 것은 진정 믿기 힘든 일이다.  

정답의 근거  41 주인공에 의해서 사고를 당한 다른 차에 타고 있던 부부의 따

뜻한 행동을 통해 주인공이 깊은 감동을 느꼈다는 내용의 글로, 사고를 당

한 부부가 스스로도 몹시 놀라고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낸 주인

공까지 안정시키려고 애를 썼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는 

③ ‘두려운 상황 속에의 믿을 수 없는 행동’이 가장 적절하다.

 ① 슬픔을 기부로 바꾸기 

 ② 웃음기 있는 휴식을 공유하기  

 ④ 친절한 행동은 오래간다 

 ⑤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우려는 큰 결심

42  사고의 순간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침착하고 차분하게 가족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안위까지 챙기는 부부가 보인 행동에서 ④ ‘평정심’을 엿볼 수 

있다.    

 ① 사과    ② 용서    ③ 인내심    ⑤ 슬픔

구문 분석  When I got out, / I could see / their mom was 

frantically trying / to comfort her shaking crying children / and 

move them away from the smoking cars / at the same time. 

Words  black ice (도로 표면에 생긴 얇은) 빙판    motorway[móut‰÷wéi]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    scary[sk¬Âri] 무서운, 두려운    collision[k‰lí,Ân] 충돌    

lorry[l≤(;)ri] 화물 자동차, 트럭    incredible[inkrèd‰bÂl] 믿을 수 없는, 믿기 

힘든     frightening[fráitni\] 무서운, 놀라운    frantically[fr®ntik‰li] 미친 

듯이    shake[∫eik] (벌벌) 떨다    freezing[frí;zi\] 몹시 추운    dazed[deizd] 

멍한    panic[p®nik] 당황, 공포    in the middle of ~의 도중에; ~의 중앙에

43-45  정답 43 ③  44 ③  45 ⑤

  여러 해 전, 네덜란드의 작은 어촌에서 어린 소년이 이타적인 봉

사 행위에 대한 보답에 대해 세상에 가르쳐 주었다. 마을 전체가 어업

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

원봉사 구조팀이 필요했다. 어느 날 밤, 바람이 사납게 몰아치고, 폭우

가 쏟아지고 바다에서는 강풍이 어선을 전복시켰다.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 곤경에 처하자, 선원들은 조난 신호를 보냈다. 구조선 팀의 선장

이 비상 경보를 울렸고 마을 사람들은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마을 광장

에 모였다. 그 팀이 배를 바다에 띄워 거친 파도를 헤치며 힘겹게 나아

가는 동안에, 마을 사람들은 돌아오는 길에 불을 밝혀 주기 위해서 손

전등을 들고 해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한 시간 후에, 구조선이 안개를 뚫고 접근해 오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그들을 맞이하러 달려갔다. 탈진한 상태로 모래 위에 쓰러

지면서, 자원봉사자들은 구조선에 더 많은 승객들을 태울 수가 없어

서 한 사람을 남겨 놓아야만 했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한 사람의 승

객이라도 더 탔으면, 틀림없이 구조선이 전복되어 모든 사람이 목숨

을 잃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신없이, 그 선장은 그 홀로 남겨진 생존자를 구하러 갈 또 다

른 자원봉사 팀을 요청했다. 열여섯 살 먹은 Hans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어머니가 애원하며 그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가지 마라. 너의 

아버지도 배가 난파되어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너의 형 Paul도 바

다에 나가 실종된 지 3주일이 되었다. Hans, 내게 남은 건 너뿐이

다.” Hans가 대답했다. “어머니, 전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는 

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하게 하세요.’라고 말하면 어떻

게 되겠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저의 의무를 다해야 해요. 봉사

중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연구이다. NWCR

의 연구는 신체 운동과 칼로리 감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체중 감

소와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 연구에서, 표본 조사

한 사람들 중 89퍼센트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 섭취와 신체 활

동을 둘 다 조절했다고 보고했다. 오직 10퍼센트의 사람들만이 음식 

조절만 했고, 신체 활동의 방법만을 사용한 사람은 1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 체중 감량의 효과 외에도, 참가자들 중 85퍼센트의 사람들은 

활동 능력과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전반적인 기분도 좋아

졌다고 보고했다.

 신체 활동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식사는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다.

∧
(that)

동시에(= simultaneously)

∧
(to)

고난도독해-정답(1-96)OK.indd   10 14. 11. 29.   오전 1:49



고
난

도
 모

의
고

사
 0

2회
  11

정답의 근거  43 (A) 조난 신호를 받고 구조대가 선원들을 구하러 나갔다. → 

(C) 구조하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한 사람 남아 있다. → (D) 어머니의 반대

에도 불구하고 Hans가 그 사람을 구하러 가겠다고 나섰다. → (B) Hans

가 구한 사람이 자신의 형 Paul이었다.

44  (a), (b), (d), (e)는 모두 Hans를 가리키지만, (c)는 Hans의 형 Paul을 가

리킨다. 

45  Hans는 바다에 나가지 말라고 팔을 잡고 애원하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바

다에 나갔다 (His mother grabbed his arm, pleading ~.)고 했으므

로, 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분석  Finally, / the rescue boat darted through the fog / 

with Hans standing up / on the boat.  

Words  revolve around ~을 중심으로 돌아가다    gale-force (바람이) 강풍

급의    capsize[k®psaiz] 뒤집다, 전복시키다    strand[strænd] 좌초시키다; 

오도가도 못하게 하다    eternity[itÁ;÷n‰ti] 영원, 영겁(의 시간)    dart[d°;÷t]  

돌진하다, 휙 지나가다    cup[k<p] 두 손을 (컵 모양으로) 동그랗게 모아쥐다    

contain oneself 자제하다, 억제하다    frantically[fr®ntik‰li] 미친 듯이    

call for ~을 요청하다    plead[pli;d] 애원하다

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자신의 순서를 맡아 자신의 역

할을 해야 해요.” Hans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하고, 팀에 합

류하여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또 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이 Hans의 어머니에게는 영겁 

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구조선이 안개 속을 뚫고 빠른 속도로 다가 

왔는데, Hans가 배 위에 서 있었다. 양손을 둥글게 모아 입에 갖다 

대며, 선장이 “실종된 사람을 찾았는가?”라고 소리쳤다. 자신의 감정

을 거의 억누르지 못하면서, Hans는 흥분하여 소리쳤다. “네, 그 사

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의 형 Paul이라고 어머니께 말씀해 주

세요!”

with  +  목적어  +  현재분사 (부대상황)

18 정답 ①

E. L. Konisburg는 자신의 책 ‘ From the Mixed-Up Files of 

Mrs. Basil E. Frankweiler’에서 특이한 생존 스토리를 들려준다. 

그것은 Claudia Kincaid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녀는 가출해서 메트

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살았다. 그녀와 남동생 Jamie는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았다. 그들은 고가구 침대에서 잤으며, 분수대에서 목욕을 했

다. 분수대 바닥 전체에 동전들이 널려 있었다. 이곳에서 그 두 명의 아

이들이 점심 값을 마련했다. 거기에는 새로운 조각상이 있었는데, 그것

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Claudia

와 Jamie는 자신들이 직접 그 수수께끼를 풀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은 Mrs. Basil E. Frankweiler와 접촉했다. 그 조각상은 그녀

의 개인 소장품 중에서 나온 것이었다. 누가 그 조각상을 만들었을까? 

당신은 Frankweiler의 파일들을 직접 읽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답의 근거  ‘From the Mixed-Up Files of Mrs. Basil E. Frankweiler’ 

라는 제목의 책의 내용을 일부 소개한 후, 결말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여 ① ‘ 독자

에게 책을 읽고 싶게 하려고 ’ 쓴 글이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 글의 목적이 드러나 

있다.

② 독자에게 박물관을 방문하고 싶게 하려고   

③ 미스터리 이야기로 독자를 즐겁게 해 주려고  

④ 독자에게 불가사의한 조각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려고   

⑤ 독자에게 반납 기한이 지난 책을 반납하도록 일깨워 주려고

Words  unusual[>njù;,uÂl] 특이한, 흔치 않은    antique[æntí;k] 골동품인; 

골동품    fountain[fáuntÂn] 분수    statue[st®t∫u;] 조각상

19 정답 ④

우리가 인생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대개 우리가 사는 방식, 일하는 방

식, 노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일하는 데 높은 가치를 두는 사람은 

종종 그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일과 결합시킨다. 그들은 아마 일에 

대한 태도가 좀 더 가벼운 사람들과는 다르게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

출 것이다. 일이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든지 아니면 그저 청

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하는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일과 여가 활동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일은 우리에

게 새로운 기술들을 익히고, 새로운 교우 관계를 발전시키며, 우리의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여가 활동 역

시 그렇다. 일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은 종종 여가 활동을 통해서 

충족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정답의 근거  필자는 일과 여가 활동의 균형을 이루어야만 상호 관계에서 충족

되지 못한 욕구를 보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문 분석  Work can provide us with the opportunity / to learn 

new skills, / develop new friendships, / and satisfy our interests. 

So can leisure. 

Words  affect[‰fèkt] 영향을 미치다    place a high value on ~을 높이 

평가하다    identity[aidènt‰ti] 정체성 ; 동일성    casual[k®,∆u‰l] 가벼운 ;  

무심한    essential[‰sèn∫Âl] 필수적인, 근본적인    element[èl‰m‰nt] 요소, 성분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compensate[k£mp‰nséit] 보상

하다 (for)

so  +  조동사 ＋ 주어: ~도 역시 그렇다

to에 걸림 to에 걸림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본문 p. 14~21

18 ① 19 ④ 20 ① 21 ② 22 ② 23 ⑤ 

24 ⑤ 25 ② 26 ③ 27 ④ 28 ⑤ 29 ③ 

30 ⑤ 31 ③ 32 ⑤ 33 ② 34 ⑤ 35 ④ 

36 ② 37 ⑤ 38 ④ 39 ④ 40 ③ 41 ③

42 ⑤ 43 ② 44 ④ 45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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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s, / an area of the brain [called the superior temporal 

sulcus]].  

Words  selfish[sèlfi∫] 이기적인    cognitive[k£gn‰tiv] 인지〔인식〕의    

rely on ~에 의존하다    in contrast 대조적으로    prefrontal cortex 전전두엽 

피질    behavioral[bihèivj‰r‰l] 행동의    put oneself in other people’s 

shoes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보다

22 정답 ② 

작가인 Napoleon Hill은 “땅에서 캐낸 것보다 더 많은 황금이 인간

의 사고에서 나왔다.”라고 말했다. 사고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울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투자

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금광은 바닥나고 주식시장은 붕괴된다. 부동산 

투자도 시들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사고할 줄 아는 능력을 지닌 

인간의 생각은 결코 고갈되지 않는 다이아몬드 광산과 같다. 그것은 

매우 귀중하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법을 바꾼다면, 자신의 삶뿐만 아

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의 삶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

므로, 더 잘 사고하는 법을 아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여

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수 있다.

정답의 근거  인간의 사고는 고갈되지 않는 귀중한 자원이며, 더 잘 사고하는 

법을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다는 내용으로 ② ‘올바른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이다.

① 돈에 대한 무의미한 추구   

③ 투자를 위한 적절한 시기  

④ 획일적 사고의 위험성   

⑤ 명확한 의사소통 방법

Words  observe[‰bzÁ;÷v] (발언·의견을) 말하다    invest[invèst] 투자하다    

tap out 돈을 다 잃다    crash[kræ∫] 폭락〔붕괴, 도산〕하다    real estate 부동산    

go sour 잘못되다 ;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다    run out 떨어지다, 바닥나다    

priceless[práislis] 대단히 귀중한

23 정답 ⑤

많은 민간 설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보통 소년에서 시작한다. 그는 

흔히 어떤 식으로든 무력하거나 불리한 입장에 있다. 아마도 그 소년

은 삼 형제 중 막내일 것이다. 보통 주인공은 ‘불가능한’ 일들을 수행

해야만 한다. 한 러시아 민간 설화에서 그는 세상 끝에 가기 위해 비

행선을 만들어야만 하고, 다른 민간 설화에서는 태양의 동쪽과 달의 

서쪽에 있는 성을 찾아야만 한다. 처음에 그는 결코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국 그는 가까스로 성공한다. 많은 이야

기에서, 주인공은 마법사의 도움을 받는다. 사실, 그(마법사)는 종종 

주인공의 친절한 행위로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다.

정답의 근거  ①  ~  ④는 민간 설화에 등장하는 ‘the hero(주인공)’를 가리키고, 

⑤는 ‘a magical figure(마법사)’를 가리킨다.

Words  hero[híÂrou] 주인공, 영웅    lad[læd] 소년    disadvantaged 

[dìs‰dv®ntid,d] 불리한 조건을 가진; 혜택을 받지 못한    perform[p‰÷f≤;÷m] 

수행하다    magical[m®d,ikÂl] 마법의 

20 정답 ① 

초콜릿 한 상자는 흔한 선물이며, 연인에게 달콤한 초콜릿을 주는 것

은 괜찮은 생각이다. 하지만 당신의 개가 닿을 수 있는 곳에 초콜릿 

상자를 두는 것은 좋지 않다. 만약 개가 많은 양의 초콜릿을 먹게 되

면, 종종 그 동물(개)에게서 독소를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콜릿은 독소를 함유하고 있고 위험도는 섭취한 초콜릿의 

양과 관계가 있다. 적은 양은 해가 되지 않을 것이며 그 동물(개)은 

아마 괜찮을 것이다. 초콜릿의 경우, 개는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만 먹어야 될 때를 모른다. 그래서 초콜릿을 개에게 주어서는 안 된

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주인에게 달려 있다.

정답의 근거  초콜릿에 들어 있는 독소를 다량 섭취할 경우 개에게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개에게 초콜릿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제목으로

는 ①  ‘개에게는 독인 초콜릿’이 적절하다. 

②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인 초콜릿    

③ 개는 왜 초콜릿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가?    

④ 초콜릿은 어디서 들어오는가?    

⑤ 초콜릿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구문 분석  But, it’s not good to leave the box / where your dog 

has access to it. 

Words  common[k£m‰n] 흔한 ; 공통의    sweet[swi;t] 단것 ; 연인    have  

access to ~에 접근하다    take steps 조치를 취하다    detoxify[di;t£ks‰fài]  

독성을 없애다, 해독하다    contain[k‰ntèin] 함유하다    toxin[t£ksin] 독소    

ingest[ind,èst] 섭취하다    when it comes to ~에 관한 한, ~에 관해서라면    

be up to ~에 달려 있다    treat[tri;t] 대접, 한 턱

21 정답 ② 

십 대들은 성인들보다 더 이기적인데 그것은 성인들과 비교해 볼 때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뇌의 서로 다른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새로운 연구는 보여 주고 있다. 인지 신경과학자인 Blakemore

는 십 대들이 결정을 하기 위해 뇌의 뒷부분, 즉 상측 두구라고 불리

는 뇌의 한 부분에 의존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대조적으로, 성인들은 

전전두엽 피질이라고 불리는 앞부분을 사용한다. 상측 두구는 매우 

기본적인 행동을 처리하는 것에 관여하는 반면에, 전전두엽 피질은 

결정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처리하는 

것과 같은 좀 더 복잡한 기능에 관여한다. 이 연구는 나이가 더 어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답의 근거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에 비해 더 이기적인 이유를 두뇌  

사용의 차이를 들어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목으로는  ② ‘십 대 청소

년들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유’가 적절하다.

① 성인들이 십 대보다 더 침착한 이유 

③ 성인들이 십 대보다 정말로 더 똑똑한가?

④ 뇌의 형태에 따른 행동 특성

⑤ 뇌의 크기와 심리 상태의 관계

구문 분석  Blakemore, a cognitive neuroscientist, / found [that 

teenagers rely on the rear part of the brain / to make their 
목적절

결정하다

동격

가주어

= chocolate

관계부사(선행사 the place 생략) 진주어

(which 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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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답 ⑤

사실 이제 막 부모가 된 사람들은 거의 자유가 없다. 이제 막 엄마가 

된 사람이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엄마는 사실상 전혀 자유가 없다. 

하지만 분유를 먹이게 되면 아빠나 다른 보호자가 아기에게 분유를 

먹일 수 있으므로, 엄마의 일정에 잠깐의 자유를 줄 수 있다. 아주 가

끔 밤새도록 잠을 자거나, 체육관에 운동을 하러 가거나, 단지 아기

를 돌보는 일에서 벗어나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등 당신 자신을 위

해 무언가를 이따금씩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유를 먹이게 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다. 모유를 

먹이는 엄마가 그런 것처럼 칼로리를 추가로 섭취할 필요가 없다. 우

유를 충분히 마셨는지, 저녁식사와 함께 마셨던 와인 한 잔으로 인해 

아기가 술에 취하게 되지는 않을지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답의 근거  (A) 「allow ＋ 목적어 ＋ to부정사」 구문을 써서 ‘~가 …할 수 있 

     게 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to feed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B)  sleeping, going과 함께 전치사 like에 병렬구조를 이루어야 하므로, 동명사 

giving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C)  앞에 나온 to have and drink와 뒤에 나온 동사 want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관계대명사 whatever를 써야 한다. no matter what 

you want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라는 의미의 부사절이다.

Grammar ✛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who, what, which) + -ever」의 형태로 명사절과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

    You can eat whatever(= anything that) you like.   

(네가 먹고 싶은 것은 뭐든지 먹어도 된다.)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

    I’ll stand by you whatever(= no matter what) happens.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너를 지지할 것이다.)

Words  breast-feed[brèstfì;d] 모유를 먹이다(↔ bottle-feed 우유〔분유〕를 

먹이다)    caretaker[k¬‰÷téik‰÷] 관리인; 보호자    infant[ínf‰nt] 유아, 젖먹이

nurse[n‰;÷s] 젖을 먹이다

25 정답 ② 

내가 흘끔 보았더니 물가에 있는 무언가를 둘러싸고 떼 지어 있는 사

람들 무리가 보였다. 좁다란 카누 모양의 고깃배가 근처 모래사장에 

정박해 있었는데, 내게 떠오르는 생각은 어부가 많은 물고기를 잡아

서 돌아왔다는 것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 전부

였다. 그런데 그들이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은 많은 양의 물고기가 아

니었다. 그것은 거북이었는데 모래사장 위에 등을 대고 거꾸로 뒤집

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거북이란 말인가! 그것은 매머드처럼 

거대했다. 나는 거북이가 이렇게 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의 크기를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만약 (뒤집어

져 있는) 그것이 똑바로 있었다면, 내 생각에는 키가 큰 남자가 그것

의 등에 올라타도 발이 땅에 닿지 않을 것 같았다. 그것을 잡아온 어

부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을 뒤집어 놓은 것이었다.

정답의 근거  ① people과 cluster의 관계는 능동이므로 현재분사 형태는 적절

    하다.

❷  문장의 주어는 all I could think of이며 보어절인 that 이하를 이끄는 동사

가 필요하므로 being은 was로 써야 한다.

③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의 어순은 「 What(＋ a/an) ＋ 명사 (＋ 주어 ＋ 동사)!」 

이다.

④  it은 가목적어, possible은 목적격보어, for a turtle은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to be as enormous as this는 진목적어이다.

⑤ 가정법 문장의 조건절에서 if가 생략되면 주어와 동사의 어순이 바뀐다.

구문 분석  There was a narrow, canoe-type fisherman’s boat 

[pulled up on the sand nearby], / and all [I could think of] / 

was [that the fisherman had come in / with a lot of fish], / and 

[that the crowd was looking at it].

Words  cluster[kl=st‰÷] 무리를 이루다, 모이다    haul[h∞;l] 많은 양; (한 번

에 잡아 올린) 어획량    upside-down[=psaiddàun] 거꾸로의; 뒤집힌    

enormous[in≤;÷m‰s] 거대한    describe[diskráib] 말로 설명하다, 묘사하다    

tip[tip] 뒤집어 놓다; 기울이다

26 정답 ③ 

황제펭귄은 지구상의 몇몇 가장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

다. 황제펭귄은 어떻게 남극의 물 위에 떠다니는 얼음 덩어리에서 생

존할 수 있는가? 그것의 몸에 숨겨진 몇 가지 비결이 있다. 황제펭귄

은 1평방 센티미터 당 열두 개의 깃털로 이루어진 두꺼운 깃털을 갖고 

있다. 이것들은 폭신폭신한 토대에 짧고 뻣뻣하며, 빽빽이 겹쳐져 있

다. 그래서 그것들은 격리된 공기층(보온)을 내보내기(→ 가두기)에 

효과적이다. 황제펭귄의 외형은 그것의 몸 크기에 비해 작은 표면적

을 갖고 있다. 이것은 두꺼운 지방층으로 차단되는데, 이 지방층이 에

너지를 저장한다. 이 펭귄은 숨을 내쉬는 동안 열 손실을 줄이는 열 

교환 시스템을 비강에 발전시켰다. 물갈퀴 모양과 짧은 다리는 열 손

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한 적응 방법이다. 열을 더 보존하기 위해

서, 황제펭귄은 무리를 지어 서로 밀착한다. 

정답의 근거  황제펭귄의 짧고 뻣뻣한 깃털이 빽빽하게 겹쳐져 있어서 격리된 

공기층을 새어 나가지 않게 ‘가둘’ 수 있다는 흐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③의 

removing(내보내는)을 trapping(가두는)으로 고쳐야 적절하다. 

구문 분석  The penguin has developed / a heat exchange 

system / in its nasal passages / [that decreases heat loss / while 

breathing out]. 

Words  inhospitable[inh£spit‰bÂl] (기후 조건이) 살기 힘든    plumage 

[plù;mid,] 깃털    stiff[stif] 뻣뻣한    downy[dáuni] 폭신폭신한    overlap 

[òuv‰÷l®p] 겹치다    insulate[íns‰léit] 격리하다    nasal passage 비강    

adaptation[©d‰ptèi∫Ân] 적응    minimize[mín‰màiz] 최소화하다    

conserve[k‰nsÁ;÷v] 보존하다 

27 정답 ④ 

아이슬란드 말은 다른 어느 품종의 말들보다도 몸집이 작지만, 힘이 

엄청나게 세고 지구력이 강한 것으로 유명하다. 아이슬란드 말은 작

S

V 보어절1

보어절2(was에 걸림)

(that)
∨

~하는 동안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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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아이슬란드 말은 일곱 살이 될 때까지는 계속 자라므로 ④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Icelandic horses keep growing until the 

age of seven.)

Words  breed[bri;d] (가축의) 품종    tremendous[trimènd‰s] 엄청난,  

굉장한    endurance[ind∆ùÂr‰ns] 지구력    classify[kl®s‰fài] 분류하다    

trot[tr°t] 속보로 걷다    canter[k®nt‰÷] 천천히 달리다    gallop[g®l‰p]  

전속력으로 달리다

28 정답 ⑤ 

위 그래프는 일본, 스웨덴, 미국의 2040년까지의 예측과 함께 1940

년부터 현재까지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비율을 보여 준다. 대체로, 

2030년부터 2040년까지는 세 나라 모두에서 노인들의 비율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다. 1940년에 65

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일본에서 겨우 5퍼센트, 스웨덴에서 대략  

7퍼센트, 미국에서 약 9퍼센트였다. 그러나 미국과 스웨덴의 수치는 

1980년에 약 15퍼센트로 증가한 반면에, 일본의 수치는 같은 해에 약 

3퍼센트로 떨어졌다. 2030년부터 2040년까지 노인 인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쯤에는 세 나라 모두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25퍼센트가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답의 근거  2040년에 미국의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의 예상 비율이 25퍼센

트에 미치지 못하므로, ⑤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illustrate[íl‰stréit] 분명히 보여 주다, 설명하다    proportion 

[pr‰p≤;÷∫Ân] 비율    overall[óuv‰r≥;l] 대체로, 전반적으로    approximately 

[‰pr£ks‰m‰tli] 대략    figure[fígj‰÷] 수치; 숫자    dip[dip] 떨어지다, 감소

하다

29 정답 ③

정답의 근거  자연 경관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으며, 불을 피우고 식사를 준비하

며 태양빛을 즐겼다고 한 부분에서 ③ ‘고요하고 평화로운 (calm and peace-

ful)’ 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긴 시간 차를 몰고 갔다거나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는 글의 앞부분만을 보고 글의 분위기를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① 긴장되고 급박한    

② 활기차고 축제 분위기의   

④ 황량하고 쓸쓸한    

⑤ 슬프고 우울한

구문 분석  When we got up / in the morning, / the sun had just 

risen / over the towering mountains / and was shimmering / 

against the awesome blue lake. 

Words  winding[wáindi\] (길·흐름 등이) 구불구불한    towering[táu‰ri\] 

높이 솟은    shimmer[∫ím‰÷] 희미하게 빛나다 (= shine)   awesome[≤;s‰m] 

두려운, 경외심을 느끼게 하는    dazzle[dæzl] 감탄시키다, 압도하다    tear away 

(~에서) 억지로 떼어내다

30 정답 ⑤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이 뚱뚱해진다면,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높

다’고 새로운 연구는 보여 준다. 예일 대학 연구진에 의하면, 비만은  

‘사회적으로 전염성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 쉽게 퍼질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친구가 뚱뚱해졌다면, 자신도 뚱뚱하게 될 가능성이 57퍼센트나 

높아지고, 형제자매 중에 한 명이 뚱뚱해졌다면 40퍼센트가, 배우자

가 뚱뚱해졌다면 (자신도 뚱뚱해질 가능성이) 37퍼센트가 높아진다는 

연구가 나왔다. 가장 가까운 친구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거의 세 배가 

되었다. 그저 비슷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서

로 친하게 지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연구진은 생각한다. 그

보다, 비만이 되고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적정 체중에 대

한 생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정답의 근거  친구나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이 뚱뚱해지면, 자신도 살이 찔 가능

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한 글로, 비만이 사람들 사이에 쉽게 퍼진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⑤ ‘사회적으로 전염성이 있는’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① 세계적인 문제    ② 정신 질환    

③ 유전병             ④ 신체적으로 비정상적인 

구문 분석  Researchers think / [it’s more than just people with 

similar eating and exercise habits / hanging out together]. 

Instead, it may be / [that having relatives and friends [who 

become obese] / changes one’s idea of what an acceptable 

weight is]. 

Words  obesity[oubí;s‰ti] 비만    obese[oubí;s] 뚱뚱한, 비만인     

sibling[síbli\] 형제자매    spouse[spaus] 배우자    hang out 교제하다,  

가까이 지내다    acceptable[‰ksèpt‰bl] 받아들일 수 있는    contagious 

[k‰ntèid,‰s] 전염성의    

V1(과거보다 

더 앞선 일)

과거

V2

 S

목적절

보어절 Ś

hanging out의 의미상 주어

(that)
∨

V́  명사절(idea와 동격절)

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말로 분류된다. 아이슬란드 말과 다른 품종의 

말들의 주된 차이점 하나는 걸음걸이에 있다. 대부분의 말들은 걷기, 

빨리 걷기, 천천히 달리기, 전속력으로 달리기의 네 단계로 걷는다. 

아이슬란드 말은 걷기, 빨리 걷기, 천천히 달리기, 좀 더 빨리 달리기, 

날아가듯 빨리 달리기의 다섯 단계로 걷는다. 날아가듯 빨리 달리는 

단계에서는 시속 35마일로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아이슬란드 말은 일

곱 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란다. 보통 아이슬란드 말은 네 살이 

될 때까지는 등에 태우는 훈련을 전혀 받지 않는다. 다섯 살 때까지는 

말 등에 원래 타도 되는 사람의 무게가 전부 가해져서는 안 된다. 아

이슬란드 말은 대부분의 다른 품종의 말들에 비해 성장은 더디지만 

다른 말들보다 더 오래 산다.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아홉 시간을 차를 몰고 가는 것으로 여행

은 시작되었다. 타이어가 펑크나서 우리는 야영 장소에 어두워진 후

에야 도착했다. 텐트를 치고 바로 잠자리에 들어서 우리는 우리를 둘

러싸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높이 솟은 산봉우리들 위로 태양이 막 떠올라, 경외심을 느낄 정

도로 푸른 호수를 비추며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텐트에서 나왔

을 때, 나는 다양한 야생의 세계에 압도당했다. 아침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그런 장면으로부터 눈을 떼기가 정말 싫었으나, 나는 갑자기 배

가몹시 고팠다. 그래서 나는 불을 피우고,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아, 태

양이 내 몸을 따뜻하게 비출 때 전해지는 아주 좋은 기분을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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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답 ③ 

비록 당신이 많은 빚을 지고 있을지라도,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저축

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빚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완전

히 말도 안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그것이 빚의 수렁에서 벗

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실질적인 방법이다. 모든 채권자들에게 말할 기

회를 자주 갖고 가능한 한 상환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도록 협상하

라. 수입의 절반으로는 빚더미를 천천히 줄이는 한편, 나머지 반으로

는 예금을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고 이자를 좀 더 받기 위해 신중하게 

투자를 해 볼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벌어들인 이자가 아니

라,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계속 느끼던 것에서 뭔가 다시 나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긍정적인 느낌이다. 그리 멀지 않은 어느 

날, (빚과 예금의) 두 개의 산이 똑같아져서 한꺼번에 모든 빚을 청산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정답의 근거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

하는 글로, 단순히 빚만 갚기 위해 애쓰지 말고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함으로

써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 것이 빚을 청산하는 데 도움

이 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③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다’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② 은행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다

④ 항상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살다    ⑤ 행운의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다

Words  utter[=t‰÷] 완전한    pit[pit] 구덩이    creditor[krèdit‰÷] 채권자

(↔ debtor 채무자)    negotiate[nigóu∫iéit] 협상하다    prudently[prù;dntli] 

신중하게; 분별 있게    bottom line  핵심, 요점    accumulate[‰kjù;mjuléit] 

축적하다, 모으다   

32 정답 ⑤ 

도망을 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거나 그렇게 했는데 (결국) 되

돌아온 동물들의 예가 많이 있다. 우리 문이 잠겨 있지 않아서 활짝 

열린 곳에 있었던 한 침팬지의 사례가 있다. 점점 불안해하면서 침팬

지는 소리를 지르며, 매번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며 계속해

서 문을 쾅 닫기 시작했다. 이는 한 관람객에게 연락을 받고 사육사가 

급히 달려와 그 상황을 해결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유럽의 어느 동물

원에서는 노루 한 마리가 문이 열려 있자 우리를 빠져 나갔다. 관람객

들을 보고 놀란 노루는 근처 숲으로 갑자기 달아났는데, 숲에는 자신

과 같은 야생 노루 무리들이 있었고 더 수월하게 보살펴 줄 수 있었

다. 그런데도 동물원의 노루는 재빨리 자신의 우리로 돌아왔다.
 

정답의 근거  우리 문이 열려 있는데도 도망치지 않은 침팬지와 문이 열려 있는 

우리를 도망쳤다가 되돌아 온 노루를 예로 들어 동물원의 동물들이 우리를 빠져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⑤ ‘도망치지 않거나 도망쳤다가도 되돌아 온다’

는 내용의 글이다.

① 야생 상태에서의 그들의 본능을 잃지 않았다

② 도움 없이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었다

③ 야생에서 살아남는 데 결국 실패했다

④ 우리를 탈출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구문 분석  Frightened by visitors, / the deer bolted for the 

nearby forest, [which had its own herd of wild roe-deer / and 

could support it more easily]. 

Words  shriek[∫ri;k] 소리〔비명〕를 지르다    deafen[dèfÂn] (심한 소음으로) 

귀를 먹먹하게 만들다    clang[klæ\] 쨍그랑 소리    notify[nóut‰fài] 알리다    

remedy[rèm‰di] (사태를) 바로잡다, 교정하다    pen[pen] (가축의) 우리    

bolt[boult] 갑자기 달아나다

33 정답 ②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재앙이 일어날 때, 우리는 때때로 어마어마한 

수의 사상자를 보게 된다. 그러나 연구에서는 그러한 추상적인 수치

가 실제로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기부를 하고자 하는 본능을 억누

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대신에, 상실을 개인적인 일로 만드는 

것은 효과적일 수가 있다.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추상적인 통계 수치보

다는 오히려 개별적인 피해자에 대해 그들이 안다는 대의명분에 좀 더 많은 

돈을 낸다’고 Naazneen Barma는 쓰고 있다. Barma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기아에 관한 통계와 결합되었을 때보다는 한 명의 굶주리고 

있는 소녀의 이야기를 읽을 때 기아 퇴치 자선 단체에 좀 더 돈을 기

부한다고 말한다. 고통이나 비극을 개인화하는 뉴스 기사나 자선 단

체의 홍보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

람들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개인적인 연관을 느끼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기부를 증가시킨다.

정답의 근거  기부를 장려하고자 한다면 통계 수치를 제시하면서 피해의 실상을 

추상적으로 느끼게 하기보다는 피해를 입은 한 개인의 이야기를 들려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는 ② ‘상실을 개인적인 일로 만들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다            

③ 그들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들다  

④ 자선에 좀 더 많은 가치를 두다    

⑤ 정의감에 호소하다

Words  manmade[m©nmèid] 사람이 만든, 인공의    confront[k‰nfr=nt] 

직면하다    staggering[st®g‰ri\] 충격적인, 믿기 어려운    abstract[æbstr®kt] 

추상적인    suppress[s‰près] 억누르다, 억압하다    instinct[ínsti\t] 본능    

humanitarian[¶ju;m©n‰t¬Âri‰n] 인도주의의, 인도주의적인    starvation 

[st°;÷vèi∫Ân] 기아, 굶주림    pitch[pit∫]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하는) 권유, 홍보    

personalize[pÁ;÷sÂn‰làiz] 개인화하다 

34 정답 ⑤ 

사람들이 그들에게 부여되는 기대에 맞게 행동한다는 자기 충족 예언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입증되어 왔다. 한 실험에서, 한 학교의 

몇몇 교사들은 학기 초에 자신이 맡은 학생들 중 몇 명이 비범한 지적 

성장 가능성을 보여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 그 학생들은 무작

위로 선택되었다. 그러나 몇 달 후에 그 아이들 중 대다수가, 특히 1학

년과 2학년생들이 지능 지수에서 두드러진 향상을 보였다. 교사들도 

그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선생

님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그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거나 어떤 눈에 

띄는 방법으로 그들을 다르게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아마 

교사들의 목소리 톤, 얼굴 표정, 손길, 그리고 태도 등에서 좀 더 미묘

한 영향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요컨대, 교사들이 어떤 아이가 학교에

서 잘할 것이라고 느끼면, 그 아이는 아마 잘하게 될 것이다. 
 

선행사 =  and it(=  the nearby forest) 

 계속적 용법

분사구문(Being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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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한 실험에서 교사들이 자신들이 맡은 몇몇 학생들이 실제로는 그

렇지 않지만 비범한 지적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은 뒤, 그 학생들을 대하

는 교사들의 미묘한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지능 

지수에서 향상을 보였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는 ⑤ ‘교사들이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잘할 것이라고 느끼면’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만약 그 아이가 학교에서 목표를 갖게 되면  

② 만약 부모님이 그 아이가 공부하도록 격려하면 

③ 만약 그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가 많다면 

④ 그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구문 분석  The self-fulfilling prophecy, / by which people act 

as they are expected to, / has been documented / in many 

different situations.

Words  self-fulfilling prophecy 자기 충족 예언    document 

[d£kj‰m‰nt] 서류로 입증하다    pupil[pjù;pÂl] (어린) 학생    potential 

[p‰tèn∫‰l] 가능성, 잠재력    intellectual growth 지적 성장    bloomer 

[blù;m‰÷] 꽃이 피는 식물    obvious[£bvi‰s] 분명한    subtle[s=tl] 미묘한, 

감지하기 힘든    posture[p£st∫‰÷] 태도, 자세

35 정답 ④ 

이란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

며, 유럽과 아시아에 가스를 수출하는 주요 국가가 되고자 한다. 잠재

력과 야심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현재 주요 가스 수출국이 아니다. 세

계 가스 무대에서 이 나라의 입지는 엄청난 양의 매장량을 반영하지 

못한다. 몇 가지 요인들이 이란의 영향력을 제한해 왔다.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들 중 하나이다. 이 많은 인구가 국가

에서 생산되는 가스의 상당 부분을 소비한다. 이란 당국은 또한 수출

을 위해 더 많은 원유를 확보하려고 석유를 가스로 대체하려고 노력

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몇 년 동안 테헤란은 핵 개발 프로그램 문제

에 관해 주요 강대국들과 대립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1979년의 이

슬람 혁명 이래로, 이란은 다양한 종류의 미국의 경제적 제재 하에 있

었다. 이러한 제재는 수많은 국제 기업들로 하여금 이란에 대한 그들

의 투자를 동결하도록 강요했으며, 엄청난 가스 매장층에 자금을 대

고 개발하기 위한 테헤란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정답의 근거  (A) 이란은 세계 제2위의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주요 가스 수출국이 아닌데, 몇 가지 요인이 이란의 영향력을 ‘제한했다’는 

흐름이 되어야 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restrained가 적절하다.

(B)  이란이 핵 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해 세계 강대국들과 ‘대립’하게 되어 많은  

제재를 받게 되었다는 흐름이 되어야 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confrontation(대립)이 적절하다.

① 발휘했다 - 연구              

② 발휘했다 - 동반자 관계  

③ 제한했다 - 동반자 관계    

⑤ 강화시켰다 - 대립

Words  reserve[rizÁ;÷v] (pl.) 매장량    massive[m®siv] 엄청난, 거대한    

substantial[s‰bst®n∫‰l] (양이) 상당한    proportion[pr‰p≤;÷∫‰n] 비율, 부분    

free up 확보하다 ; 해소하다    nuclear[n∆ù;kli‰÷] 핵의    sanction[s®\k∫‰n] 

제재    compel[k‰mpèl] 강요하다    freeze[fri;z] 동결하다    complicate 

[k£mpl‰kéit] 복잡하게 만들다    deposit[dip£zit] 매장층

36 정답 ② 

24년 남짓 체중 감량 상담사로 활동하는 동안, 나는 아마도 만 명의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을 직접 만났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또 다른 10만 

명의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여태껏 나는 완벽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그와는 반대로, 나

의 다이어트에 성공한 고객들 중 대부분은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다. 

그들에게는 며칠, 몇 주일, 심지어 몇 달 동안 완전히 궤도에서 벗어

나서 딴 길로 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 이러한 실수들 중 어느 것

도 결국 그들이 성공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왜일까? 그들은 자신들

이 저지른 실수를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 스스로 터득한 지식의 대부

분은 우리가 이룬 성공으로부터가 아니라 실수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라는 것을 잊지 말자. 유감스럽게도, 다이어트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완벽해지려고 애를 쓴다. 자신이 결심했던 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들

은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만다. 그들

의 실수가 비교적 사소한 것일지라도, 포기해 버리고 만다.

정답의 근거  (A) 다이어트 과정에서 완벽한 사람은 전혀 없으며, 반대로 대부분 

아주 많은 실수를 한다는 흐름이 되어야 하므로, 빈칸에는 on the contrary 

(그와는 반대로)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B)    대부분의 성공은 실수로부터 얻어지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이 완벽해 

지려고 애를 쓴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unfortunately(유감스럽게도)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① 다시 말해서 - 마찬가지로       

③ 결국 - 결과적으로    

④ 그와는 반대로 - 결과적으로    

⑤ 결국 - 유감스럽게도

Words  consultant[k‰ns=ltÂnt] 상담가    off the rails 탈선하여, 궤도를  

벗어나서    fall off the wagon 절제를 잃다    tolerate[t£l‰réit] 용인하다    

overwhelmed[òuv‰÷¶wèlmd] 압도된    guilt[gilt] 죄책감    trivial 

[trívi‰l] 사소한, 대수롭지 않은

37 정답 ⑤ 

유럽에서 농작물이 극심한 더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고, 수많은 도

시들은 갑작스런 수요 증가로 인해 정전과 물 공급 중단을 겪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는 세르비아의 연간 수확량의 30퍼센트가 더위로 인해 

줄어들었는데, 밀, 콩, 채소 작물이 최악을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이

웃 나라인 루마니아도 이전 5년 동안의 평균과 비교해 볼 때 밀 생산

량이 20퍼센트 하락을 보였다. 옥수수와 해바라기 생산량에 있어서도 

비슷한 하락을 보였다. 장기간의 극심한 더위는 또한 많은 지역들이 

식수 부족을 겪게 만들었다. (오늘날 세계에서 물 부족의 주된 원인은 

산업 및 농업 용수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이다.)

정답의 근거  유럽에서 장기간의 극심한 더위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와 물 

공급 부족을 다룬 글인데, ⑤는 전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의 원인에 대해 밝히고 

있으므로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구문 분석  In regard to agriculture, / 30% of Serbia’s annual 

harvest has been destroyed / due to the heat, / with wheat, 

soybeans, and vegetable crops being hit the worst. 

S

V(have〔has〕 been p.p.: 완료수동태)

관계대명사

~에 관해서

with  +  명사구  +  분사구: ~을 …한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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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extreme[ikstrí;m] 극도의, 극심한    breakdown[brèikdàun] 고장    

abrupt[‰br=pt] 갑작스런    in regard to 〜에 관해서〔관한〕    likewise 

[láikwàiz] 마찬가지로    in comparison to 〜와 비교할 때   leading[lí;di\] 

주요한; 선도하는    agriculture[®grik>lt∫‰÷] 농업    heat wave 장기간의 혹서

38 정답 ④ 

석쇠로 (고기를) 굽는 것은 고기에 암을 유발하는 화합물이 생기게 할 

수 있다. 화합물 중에 헤테로사이클릭아민(HCAs)이 있는데, 그것들

은 아미노산에 열이 가해질 때 생긴다. 요리 시간이 길고 열이 강할수

록, 헤테로사이클릭아민이 더 많이 생긴다.

 그것은 불에 직접 굽는 것이 가장 많은 헤테로사이클릭아민을 생

기게 하고, 프라이팬에 굽는 것이 그 다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굽는 

것이나 삶는 것, 기름을 넣어 센 불에 재빨리 볶는 것, 그리고 뭉근히 

끓이는 것은 헤테로사이클릭아민을 가장 적게 생기게 한다. 

 전문가들은 헤테로사이클릭아민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한다. 고기를 불에 직접 굽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그것을 

어느 정도 익힌 다음 그릇에 남아 있는 육즙을 버리는 것이다. 

 또한 고기를 자주 뒤집어라. 이렇게 자주 뒤집으면 고기 내부의 

온도를 더 낮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익힌 고기는 많은 헤

테로사이클릭아민을 함유하므로, 고기를 너무 ‘바싹 익히면’ 안 된다

는 것을 기억하라.

정답의 근거  (C)의 That이 의미하는 것은 주어진 글의 The longer the 

cooking time ~ the more HCAs are created.이고 Grilling이 (C)의 

barbecuing으로 연결되므로 (C)가 주어진 글 다음에 와야 하고, (A)와 (B)가 

모두 헤테로사이클릭아민을 적게 생기게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B)의 첫 

문장에 있는 also로 보아 (B)보다 (A)가 먼저 와야 한다. 따라서 글의 순서는 

(C)  -  (A)  -  (B)가 되어야 자연스럽다.

구문 분석  That means [that barbecuing produces the most 

HCAs], / followed by pan-frying.  

Words  compound[k£mpaund] 화합물; 혼합물    partially[p£;÷∫‰li] 부분

적으로    constant[k£nst‰nt] 끊임없는    flip[flip] 홱 뒤집다    

39 정답 ④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방식을 누리게 되었

다. 더욱이, 디지털의 또 다른 이점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디지털화된 그래픽 아트로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다. 영국 Dundee 

대학에 따르면, 상세한 MRI 촬영에서 나온 디지털 아트는 환자들이 

자신들의 건강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의사의 복잡한 설명 없이도 생생한 그래픽으로 당뇨병 환자들

은 당뇨병에서 비롯되는 실명의 과정이나 단계를 이해한다. 그래픽 

아트는 또한 병의 초기 단계에 있는 환자에게 효과적인 경고로서 기

능하기도 한다. 자신의 의학적 상태를 모르는 환자들이 그들의 병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볼 수 있으면, 그들은 치료에 대해 좀 더 진지하

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의사들은 말한다.

정답의 근거  주어진 문장은 병의 초기 단계에 있는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경

고를 할 수 있다는 그래픽 아트의 추가적인(also) 이점에 대한 내용이므로 ④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주어진 문장은 또한 그래픽 아트의 첫 번째 이점 즉, 환

자들이 자신들의 건강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앞 문장(For instance, ~)이나 주어진 문장의 내용에 대해 부연 설

명을 하고 있는 뒷문장(Doctors say that ~)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Words  what is more 더욱이    on the way 진행 중인    checkup[t∫èk>p] 

건강 진단    figure out 이해하다, 알아내다    diabetes[dài‰bí;tiz] 당뇨병    

induce[ind∆ù;s] 유발〔초래〕하다    blindness[bláindnis] 실명    complicated 

[k£mpl‰kéitid] 복잡한

40 정답 ③ 

여러 해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아프리카의 한 

광산에서 발견되었다. 그것은 보석 세공 명인의 수중에 들어갔다. 그

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그 안에 칼자국을 

내고 그의 도구를 사용하여 세게 내리쳐, 그것을 반으로 쪼갰다. 그는 

부주의로 이렇게 했을까? 결코 아니다! 그것은 보석 세공 기술의 절정

이었다. 최상의 보석을 망치는 것처럼 보였던 그 타격은 사실 완벽한 

되찾음이었다. 때때로, 괴로움을 주는 불행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온

다. 그러나 다이아몬드의 경우처럼 우리는 완성되어 가고 있는 가공

물이지 완성된 제작품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겪는 역경

이 발전을 위한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반대나 저항이 

없다면, 진보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없다.

 위 다이아몬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발전은 고통을 수반한다.

정답의 근거  다이아몬드를 망가뜨리는 무모한 작업처럼 보였던 것이 결국 다

이아몬드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예를 통해서, 인생도 어떤 ‘발전

(improvement)’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pain)’이 수반된다는 요지를 드러내

고 있다.

① 창의성 - 모방    ② 변혁 - 결의    ④ 업적 - 재산    ⑤ 선호 - 진귀한 것

Words  magnificent[mægnífisÂnt] 참으로 아름다운〔훌륭한〕    notch[n°t∫] 

(V자형의) 표시, 벤 자리    instrument[ínstr‰m‰nt] 도구    carelessness 

[k¬‰÷lisnis] 부주의함    superb[sju;pÁ;÷b] 훌륭한, 화려한    redemption 

[ridèmp∫Ân] 되찾음, 구원    stinging[sti\i\] 찌르는 듯이 아픈; 괴롭히는     

in progress 진행 중인    adversity[ædvÁ;÷s‰ti] 역경    advancement 

[‰dv®nsm‰nt] 발전    opposition[¢p‰zí∫Ân] 반대   resistance[rizístÂns] 

저항

41-42  정답 41 ③  42 ⑤ 

S ′ V ′목적절

분사구문(= and it is followed)

(being)
∨

(팔레스타인의) 성지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다. 유명한 갈릴리 해는 

근처에 있는 시내로부터 민물을 받아들여, 많은 해양 식물을 자라게 

하는 데 사용한 다음, 그 물을 요르단 강으로 흘려 보낸다. 요르단 강

은 사막에 생명체들을 퍼뜨려 사막을 기름진 땅으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사해는 죽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얻은 것이다. 사해에 

있는 물은 소금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곳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없다. 

이 두 물줄기 사이의 주요한 차이점은 사해는 요르단 강으로부터 물

을 받아들여 그것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배출구가 없다. 

사람들 간의 차이점에 관한 꼭 알맞은 예가 아닌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체되고 자신들의 삶을 계속 숨막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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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43 글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A) 마음씨 나쁜 아내는 

남편이 초대한 손님을 쫓아낼 계략을 꾸민다. → (C) 손님에게 남편이 돌아

오면 손님을 절굿공이로 죽일 것이라는 거짓말을 했다. → (B) 이 말을 믿은

손님이 뒷문으로 도망쳤다. → (D) 남편은 손님을 다시 부르기 위해 쫓아갔

으나, 자기를 잡으러 오는 줄 알고 손님은 계속 도망쳤다.

44  (a), (b), (c), (e)는 모두 ‘여자의 남편’을 가리키지만, (d)는 ‘손님’을 가리

킨다.

45   절굿공이는 여자가 친정에서 혼수품으로 가져온 것이므로 ⑤가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 this very pestle that I brought as a dowry from 

my mother’s house)

구문 분석  Every day, as soon as my husband returns / from his 

bath, / he takes this pestle / and with it / breaks the head of 

any human being [whom he has managed to get hold of / by 

inviting him to a meal]. 

Words  remote[rimóut] 멀리 떨어진    of one’s own accord 자발적으로,  

자진하여    worship[wÁ;÷∫ip] 예배, 숭배    solemnly[s£l‰mli] 엄숙하게, 장엄

하게    tribute[tríbju;t] 공물, 바치는 것    inquire[inkwái‰÷] 묻다, 문의하다    

brute[bru;t] 짐승; 짐승같은 사람, 싫은 사람

짓 화난 척을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 욕심쟁이 짐승 같은 놈! 

저에게 이 절굿공이를 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친정에서 혼수품으로 

가져온 바로 이 절굿공이를 말이에요. 제가 싫다고 거절했더니 뒷마

당으로 달아나 버리더군요.” 마음씨 착한 그녀의 남편은 손님을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절굿공이를 포기하려고 했으므로 그는 절굿공이를 

손에 들고 친구의 뒤를 따라 달려가면서 소리쳤다. “거기 서 보게, 그

리고 이 절굿공이를 가져가게.” 하지만 손님은 훨씬 더 빨리 달리면

서, 이렇게 말했다. “자네와 자네의 절굿공이는 어디든 좋을 대로 가

게. 자네는 나를 자네 집에 더 이상 붙잡아 둘 수는 없을 걸세.”

정
답

과
 해

설
·

채
움

  18

정답의 근거  41 배출구가 있어 다른 생명체를 자라게 하는 이로움을 주는 

갈릴리 해와 배출구가 없어 소금으로 가득 차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사해를 

예로 들어,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으

므로 이 글의 요지는 ③이 적절하다. 

42  사해에 있는 물은 어디로도 흘러들어가지 않는 고인 물로, ⑤는 내용과 일

치하지 않는다. (← the Dead Sea takes in the water from the 

Jordan River and hangs on to it. It has no outlet.) 

구문 분석  “Don’t judge each day / by the harvest [you reap],” / 

advised Robert Louis Stevenson, / “but by the seeds [you 

plant].” 

Words  Holy Land 팔레스타인 성지    take in 받아들이다    brook[bruk] 

시내, 개울    fertile[fÁ;÷tl] 기름진    give oneself away 자신을 드러내다    

stagnant[st®gn‰nt] 고여 있는; 정체된    stifle[stáifÂl] 질식시키다, 숨이 막히게 

하다    give of oneself 자신을 헌신적으로 바치다    committed [k‰mítid]  

헌신적인

43-45  정답 43 ②  44 ④  45 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that)
∨

(that)
∨

부사구

~하자마자

V1 V2 O

손에 넣다

  어느 외딴 마을에 한 마음씨 착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

내는 나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여름날, 그 남자는 자

신의 친구 한 명을 저녁식사에 초대했다. 그는 아내에게 저녁식사 준

비를 하라고 말한 후, 목욕을 하러 강으로 갔다. 그날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던 그의 친구는 그를 따라 강에 가지 않았다. 아내는 친구가 

자발적으로 가도록 만들 계략을 꾸며냈다.

 그녀는 기다란 절굿공이 하나를 벽에 기대어 세워두고 매우 엄숙

하게 그것을 향해 예를 갖추었다. 손님은 그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그녀에게 물었다. “이것은 절굿공이에 대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이 절굿공이는 여신을 찬양하기 위해 어

떤 사람의 머리를 쳐서 부수기 위한 것이에요. 매일 제 남편이 목욕을 

하고 돌아오자마자, 그는 이 절굿공이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식사에 초

대해서 겨우 데려온 사람의 머리를 쳐서 부순답니다. 이것이 그가 여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지요. 오늘은 당신이 그 희생자에요.”

 손님은 몹시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손님의 머리를 부순다고!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아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말 안됐군요. 

당신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가 있어요. 앞

문으로 나가면 남편이 당신을 따라갈 수 있으니 뒷문으로 가는 것이 

좋겠어요.” 이 계획을 듣고 손님은 매우 감사해하며 동의했고, 뒷문을 

통해 도망쳤다.

 거의 동시에 남편이 목욕을 갔다가 돌아왔다. 자기 친구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짐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을 기꺼이 헌신적으로 바치는 사람

들은 삶을 증진시킨다. Eric Butterworth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헌신적으로 주는 사람은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만족하며, 번창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삶의 질을 높이는 교훈이 있다. 만일 오늘 씨를 뿌리지 않는다

면, 미래에 수확할 것이 없을 것이다. 풍요로운 삶은 다른 사람을 풍

요롭게 해서 얻은 직접적인 결과이다. Robert Louis Stevenson은 

“하루하루를 당신이 수확한 것이 아닌 당신이 뿌린 씨앗으로 판단하

라.”라고 조언했다.     

본문 p.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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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답 ①

작년에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에서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당한 부상이 33퍼센트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등산으로 인한 부상 역

시 20퍼센트 증가했다. 이와 비슷하게, 스노보드를 타다가 당한 부상

은 31퍼센트의 증가를 보여 주었다. 위험한, 혹은 극한의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한 가지 이유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교수인 Dan Cady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그에 의하면, 이전 세대들

은 위험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위험은 전염병, 경제적 불안

정, 세계 전쟁 등의 형태로 그들 주변에 온통 널려 있었다. 모험 레이

서 Joy Marr의 말을 통해 Cady의 이론이 어느 정도 옳은 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위험이 최소화되었기 때문에 사

람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어려운 도전 과제

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Marr는 말한다.

정답의 근거  미국에서 위험한 스포츠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위험한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일 어렵고 위험한 도전 과제를 찾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는 ① ‘위험한 스포츠에 대한 미국인들의 사랑’이 적절하다.

② 미국 스포츠의 특징              

③ 긴급 상황을 위한 응급조치    

④ 과거 사람들의 고단한 생활    

⑤ 스포츠 활동에서 부상 방지하기 

Words  commission[k‰mí∫Ân] 위원회    participation[p°;÷tìs‰pèi∫Ân] 

참여  (in)    risky[ríski] 위험한    extreme[ikstrí;m] 극단적인, 극한의     

put forth (이론 등을) 발표하다  , ~을 제시〔제의〕하다    seek out ~을 찾아내다, 주의 

깊게 찾다    epidemic[ép‰dèmik] 전염병, 유행병    instability[ìnst‰bíl‰ti] 

불안정    to a degree 어느 정도    confirm[k‰nfÁ;÷m] 확실히 하다, 확증하다    

minimize[mín‰màiz] 최소로 하다  (↔ maximize 최대로 하다)

21 정답 ⑤ 

자신들을 ‘진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체로키 인디언들은 현재의 

캐롤라이나, 조지아, 버지니아, 켄터키 주에 해당하는 지역의 시내와 

강을 따라 그들의 마을을 건설했다. 그들의 집 벽은 3피트 간격으로 

세운, 크고 튼튼한 기둥으로 건축되었다. 좀 더 작은 기둥은 사이사이 

공간들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었다. 기둥은 견고함과 방어를 제공하기 

위해 잔가지와 긴 풀로 짜여져 적소에 놓여졌다. 바람과 추위를 막기 

위해, 그 엮어놓은 벽에 풀과 진흙을 섞어 회반죽을 발랐다. 이 공정

은 또한 집의 외관을 보기 좋게 하고 기둥이 썩는 것을 막아 주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런 건축 기법들로 인해 체로키 인들이 초기 건축 

공학자들의 선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정답의 근거  체로키 인디언들이 집을 건축한 공정을 설명하는 글로, 마지막 부

분에 체로키인들이 사용했던 건축 기법들이 초기 건축 공학의 선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⑤ ‘체로키 : 초창기 미국의 건축가들’이 적절

하다.

① 체로키 인들의 생활          

② 현대 체로키 건축물    

③ 초기 미국 원주민 문화    

④ 체로키 인디언들의 조상 

 18 정답 ② 

오늘자 The Korean News에 실린 귀사의 구인 광고를 보았으며 하

루 속히 적임자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에 대한 반응을 기다리고 

유망한 지원자들을 면접하시는 동안, 현재의 업무량을 처리할 훈련된 

임시 직원의 근무가 필요하실지도 모릅니다. Aid Staff는 귀사에 적

임자를 소개해 드리게 된다면 무척 기쁠 것입니다. 당사의 임시 직원

들 모두는 고객분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가졌음을 

보증하기 위해 엄격한 시험과 철저한 면접을 거칩니다. 그들은 장기, 

혹은 단기로 귀사를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곧 연락 주시기

를 기대하며, 저희가 귀사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답의 근거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에 글을 쓴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특히, you may require the services of a trained temporary to 

cope with your existing workload에서 이 글을 쓴 목적이 ② ‘임시 직원 

채용을 주선하려고’ 임을 알 수 있다.

Words  await[‰wèit] ~을 기다리다    candidate[k®ndidéit] 후보자    

temporary[tèmpÂréri] 임시 고용인    cope[koup] 대처하다  (with)    more 

than ~ 이상인, 몹시 ~한    qualified[kw£l‰fàid] 자질이 있는, 적임인    

thorough[^Á;rou] 철저한, 면밀한    insure[in∫ù‰÷] ~을 보증하다, 책임지다    

measure up to (기대·필요에) 부합하다    capacity[k‰p®s‰ti] 수용량  ; 능력

19 정답 ③ 

전국의 몇몇 주에서는 ‘ 자동 진급’을 폐지하자는 운동이 성공해 왔다. 

다시 말해서, 표준화된 시험에서 요구되는 점수를 얻지 못한 아이들은 

더 이상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동 진급을 폐지

하자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한 학년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연구 결과는 

아이들에게 한 학년을 반복하게 하면 아이들의 학업 성취를 도와주기

보다는 해를 끼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한 학년을 반복한 대부분

의 아이들이 시험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진급된 아이들보다 학업 성적

이 더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에서 보여 주고 있다. 자동 진급

을 폐지하자는 요구가 정치 연설에서는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

정답의 근거  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학력 미달 학생들을 유급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실제로 유급 제도는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유급 제도는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이다. 글의 앞부분에 나오는 

social promotion(자동 진급)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social promotion의 의미는 바로 뒷문

장  (In other words, ~.)에서 파악할 수 있다.

구문 분석  If anything, / research suggests / that forcing children 

to repeat a grade / hurts, / rather than helps, / their academic 

performance. 

Words  drive[draiv] (조직적) 운동    social promotion (유급이 없는) 자동 

진급 제도    standardized[st®nd‰÷dàizd] 표준화된    call for ~에 대한 요구    

if anything 어느 편인가 하면 ; 오히려    ring (말·소리 등에 담긴) 느낌    indication 

[ìnd‰kèi∫Ân] 표시, 징후    do good 도움이 되다

S′ (force   ＋   목적어   ＋  

to  부정사) A rather than B: B보다는 A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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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establish[ist®bli∫] 확립하다, 설립하다    sturdy[stÁ;÷di] 튼튼한    

post[poust] 기둥    interval[ínt‰÷vÂl] 간격    intervening[ìnt‰÷ví;ni\] 사이에 

끼인    twig[twig] 잔가지    interweave[ìnt‰÷wí;v] 짜넣다 (interweave –  

interwove – interwoven)    insulate[íns‰léit] 절연〔단열, 방음〕하다    

plaster[pl®st‰÷] ~에 회반죽을 바르다    mixture[míkst∫‰÷] 혼합    

appearance[‰pí;Âr‰ns] 외관    rot[r°t] 썩다    forefront[f≤;÷fr>nt]  

선두, 최전선    architectural[¢;÷kitèkt∫‰r‰l] 건축(학)의

22 정답 ⑤ 

Jack은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했으나, 첫 해 학년 말에 

역사 교수는 그를 시험에서 낙제시켰고 그는 대학을 그만두어야 한다

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는 교수를 찾아가서 Jack

이 다음 해에도 학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설득하기로 마음먹

었다. “그는 좋은 아이입니다.” Jack의 아버지가 말했다. “이번에 그

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내년에는 많이 향상되어 학년 말에 정말 좋은 

성적으로 시험에 통과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 아뇨.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교수는 곧바로 대답했다. “이것을 아시나요, 지난달에 

제가 그에게 나폴레옹이 언제 죽었느냐고 질문했었는데, 그는 모르고 

있었어요!” “교수님, 제발 그 아이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Jack의 아버지가 말했다. “저기 말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어떤 

신문도 구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식구 누구도 그(나폴레옹)가 

병이 들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정답의 근거  ① ~ ④는 모두 좋지 않은 성적으로 인해 낙제 위기에 처해 있는 

Jack을 가리키는 반면, ⑤는 나폴레옹을 가리킨다. 

Words  fail[feil] 낙제시키다    urge[‰;÷d,] 설득하다, 재촉〔촉구〕하다    

improve[imprù;v] 향상하다, 나아지다

23 정답 ③

영국은 최근에 남쪽 지역의 농장에서 구제역을 발견해 육류 제품의 수

출을 중단해야만 했다. 이 나라는 이전에도 2001년에 쇠고기에서 구

제역이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 7백만 마리의 동물을 도살하여 16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바 있었다. 최근 구제역의 발생으로 영국 정부는 

인근 농장에 있는 5백 마리의 동물을 도살시키라는 지시를 내렸고, 영

국 내 동물 운송을 중단했다. 이러한 조치가 빨리 취해지지 않았다면, 

구제역이 퍼져 수백만 마리의 동물이 죽고 쇠고기와 우유 수출에서 아

마 수십 억 달러의 손실이 초래되었을 수도 있었다.

정답의 근거  ① stop 뒤에는 동명사와 to부정사가 모두 올 수 있는데, 동명사가

     올 경우에는 ‘〜하던 것을 중단하다’의 의미이고, to부정사가 오면 ‘〜하기  

위해 멈추다’의 의미가 된다. 여기서는 문맥상 동명사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②  두 개의 절을 연결해야 하므로 접속사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뒤에 이어

지는 절에 주어가 없으므로 이를 대신할 대명사의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가 온 것은 적절하다.

❸  요구, 제안, 주장, 명령 등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 오는 목적절에 단순 사실이 

아닌 ‘~해야 한다’는 ‘당위’의 의미가 포함되면 「(should  +  )동사원형」을 쓴다. 

따라서 앞에 ordered가 있으므로 was killed는 (should) be killed가  

되어야 한다.

④  문맥상 부사가 와야 하므로 fast는 적절하다. fast는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동일하다.

⑤  to be killed와 to be lost는 접속사 and에 연결되는 병렬구조로, 모두 

causing의 목적격보어에 해당한다. 동사 cause는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

를 취한다. 

Grammar ✛ 	 요구·제안·주장·명령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		절」

주절의 동사가 요구, 제안, 주장, 명령 등 주어의 의지를 표현할 때 종속절에는 

「(should  +  )동사원형」을 쓴다.

They suggested that the destroyed castle (should) be restored. 

(그들은 파괴된 성곽이 복원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종속절에 「(should +)  동사원형」을 쓰지 않는 경우

주절의 동사가 과거 사실에 대한 주장인 경우와 당위의 의미가 아닌 경우에는 

should를 쓰지 않고 주절에 시제를 일치시킨다.

Many witnesses insisted that the accident had taken place on 

the crosswalk. (많은 목격자들이 그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구문 분석  If these measures had not been taken fast, / the 

disease could have spread, / causing millions of animals to be 

killed / and possibly billions of dollars to be lost / on beef and 

milk exports. 

Words  previously[prí;vi‰sli] 이전에    outbreak[áutbréik] 발생, 발발    

transportation[tr©nsp‰÷tèi∫Ân] 운송    measure[mè,‰÷] 조치

24 정답 ④ 

개구리는 자신의 곁을 날아서 지나가는 벌레에 대해 빠르고 효과적으

로 반응한다. 이것이 개구리가 벌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의

미는 결코 아니다. 실제로, 우리는 개구리가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

지 않다는 것을 상당히 확신할 수 있다. 그들(개구리들)은 홱 지나가

는 벌레 크기의 돌멩이를 덥석 물어버림으로써 (움직이는 것은 모두 

벌레라고) 과잉 일반화하기도 하지만, 다른 먹이원이 없을 때조차 움

직이지 않는 벌레는 완전히 무시해 버림으로써 (움직이지 않는 것은 

벌레가 아니라고) 과소 일반화하기도 한다. 그들의 행동에 대한 가장 

빈약한 설명은 빠른 움직임과 작고 둥근 물체에 반응하는 세포망이 

반사 작용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개구리의 뇌 속에는 이보다 더 복

잡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정답의 근거  (A) 개구리가 벌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

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concept을 써야 한다. (precept: 가르침, 교훈 )

(B)  개구리가 벌레 크기의 돌멩이를 ‘덥석 물어버린다’고 해야 하므로,  

snapping을 써야 한다. (slap:   찰싹 때리다)

(C)  개구리가 움직이는 벌레 크기의 물체를 덥석 무는 것은 ‘  반사 작용  ’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reflex를 써야 한다. (reference: 참조)

구문 분석  The most parsimonious explanation of their 

behavior / is [that networks of cells / [that respond / to rapid 

movement and small rounded objects] / are directly linked / 

to the reflex], / and [that there is nothing / more sophisticated 

than this / inside the frog’s brain]. 

Words  by no means 결코 ~ 아닌    overgeneralize[òuv‰÷d,ènÂr‰laiz] 

과잉 일반화하다    pellet[pèlit] 둥글게 뭉친 것; 돌멩이    flip[flip] 홱 움직이다    

sophisticated[s‰físt‰kéitid] 정교한, 복잡한

가정법 과거완료(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  

cause A to부정사: A가 ~하게 만들다

causing에 걸림

S

S′ 2보어절2

V ′ 1

V S′ 1(선행사)

V′ 2

~과 연결된

보어절1 주격 관계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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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답 ⑤

‘표절하다’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베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

로서 내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언론과 학계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언론인에게 있어서, 그 처벌은 자신의 일자리를 잃

는 것일 것이다. 학생에게 있어서, 표절에 대한 처벌은 수업에서의 

낙제를 초래할 것이다. 인터넷의 확산은 표절을 이전보다 더 쉽게 만

들었다. 이것은 특히 학생들에게 해당되는데, 학생의 작업물은 언론

인의 작업물처럼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다. 결국, 학생의 작업물은 

학생의 선생님만 보는 것이고, 이것은 학생이 속일 사람은 한 사람뿐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 모든 학생들은 학교 에세이나 연구 논

문을 컴퓨터로 입력한다. 그런 컴퓨터는 종종 인터넷에 바로 연결되

어 있다. 한 학생이 시간에 맞춰 과제를 끝마치기 위해서 빨리 작업

하고 있다면, 인터넷 상에서 방대한 수의 문서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마음이 내키지 않을(→ 유혹적일) 수 있다.

정답의 근거  시간에 맞춰 과제를 끝마치려고 서두르고 있는데 인터넷 상의 방

대한 문서들을 즉시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과제에 사용하고 싶어질 것이다. 

따라서 ⑤의 uninviting (마음이 내키지 않는)을 ‘유혹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inviting, tempting 등으로 고쳐 써야 한다. 

구문 분석  This is especially true for students, / whose work is 

not open to the public like that of a journalist. 

Words  plagiarize[plèid,‰ràiz] 표절하다 (명⃝ plagiarism 표절)    strictly 

[stríktli] 엄격하게    prohibit[prouhíbit] 금지하다    academic[©k‰dèmik]  

(pl.) 학과, 학문; 학구적인    journalist[d,Á;÷nÂlist] 언론인    trick[trik] 속이다    

assignment[‰sáinm‰nt] 과제    availability[‰véil‰bíl‰ti] 이용할 수 있음, 

유용성

26 정답 ④  

위 그래프는 엔진 크기별 자동차 판매 숫자와 리터당 유가를 비교한 

것이다. 막대그래프에서, 우리는 1500cc에서 2000cc의 자동차가 측

정된 각 년도에 가장 인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동

안 2000cc 이상의 자동차는 인기가 덜했던 반면에 1500cc 미만의 자

동차는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선그래프에 의하면, 

유가는 2010년 이래로 상승 추세에 있다. 이 두 그래프를 비교함으로

써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2000cc 이상의 엔

진을 가진 자동차의 판매 숫자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1500cc 미만의 

엔진을 가진 자동차 판매 숫자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감소했다. 결론적

으로, 1500cc 미만의 엔진을 가진 자동차는 인기가 상승한 반면, 

2000cc 이상의 자동차는 2010년 이래로 인기가 감소했다. 이것은 

유가 상승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정답의 근거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1500cc 미만의 자동차의 판매는 감소한 

것이 아니라 증가했으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Words  petrol[pètrÂl] 석유    compare A to B A와 B를 비교하다    

measure[mè,‰÷] 측정하다    significantly[signífik‰ntli] 상당히     

in conclusion 결론적으로

27 정답 ④

유타 대학교 음악대학에서 Honors Youth Percussion Ensemble 

(HYPE) 오디션에 대해 알립니다. 

참가 초청을 받은 9학년에서 12학년의 학생들 

지휘자: Bailey A. Stewart

자문 교수: Douglas Wolf 교수

오디션은 1월 10일 토요일, Gardner Hall 166호실에서 개최 예정

다음 중 두 개에 대한 연습곡 혹은 독주곡을 준비해 주십시오.:  

스네어드럼, 맬릿, 팀파니

여러분은 또한 악보를 보고 바로 연주하라는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오디션 시간을 정하십시오.:

Bailey Stewart

이메일: bailsonline@msn.com

휴대전화: 801-358-0554

리허설은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있을 것입니다.

공연에는 2015년 3월 21일 유타의 날 타악기 페스티벌과 2015년  

4월 7일에 열리는 유타대학교 타악기 앙상블 콘서트가 포함됩니다.

정답의 근거  리허설은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있을 것이라고 했으므로, 2시간 30분 동안 실시된다. 따라

서 ④는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percussion[p‰÷k=∫Ân] 타악기    ensemble[°;ns£;mbÂl] 앙상블, 

합주단    faculty[f®kÂlti] 학부, 교수진    snare drum 스네어드럼(뒷면에 쇠 울림 

줄을 댄 작은 북)    mallet[m®lit] (타건 악기나 팀파니 등에 쓰이는) 북채    sight 

reading 악보를 보고 바로 연주하는 것

28 정답 ②

멕시코의 화가 Frida Kahlo는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주로 벽화가로 유

명한 Diego Rivera의 아내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사망한 지 몇 십 년 

만에, Kahlo는 자신의 능력으로 대단히 유명해졌으며, 아마도 지금은 

그녀의 남편보다 더 잘 알려져 있을 것이다. 1990년에 Kahlo는 경매 

시장에서 작품의 가격이 100만 마르크를 경신한 최초의 멕시코 미술가

가 되었다. Kahlo가 30  ~  40대에 그렸던 선명한 색의 자화상들은 그녀

의 그림을 구입하기 위해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 수집가들

이 계속 찾고 있다. Kahlo는 종종 자신의 개인적인 현실을 탐구하는 데 

열중했던 화가로 묘사되지만, 그녀의 많은 그림들은 멕시코의 정치적·

사회적 역사와 관련된 것들도 포함한다. 그러니 1985년에 멕시코 정부

가 공식적으로 그녀의 작품을 국보로 선언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정답의 근거  Frida Kahlo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벽화가로 유명한 Diego 

Rivera의 아내로 알려졌지만, 사망한 후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대단히 유명해졌

다고 했으므로 ②가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 Yet in the decades since 

her death, Kahlo has become hugely famous in her own right ~.)

구문 분석  The vivid self-portraits / [that Kahlo created / in her 

thirties and forties] / continue to be widely sought after / by 

collectors / willing to pay high prices / for her paintings.

~처럼

= and students’앞 문장의 내용

= work

S

V

pay A for B: B에 대해 A를 지불하다

(who 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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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famed[feimd] 유명한    muralist[mjù(;)Âr‰list] 벽화가     

in one’s own right 자신의 정당한 자격으로, 혼자 힘으로    mark[m°;÷k] 마르

크  (독일의 화폐 단위)    auction[≤;k∫Ân] 경매    vivid[vívid] (색·빛 등이) 선명

한, 활기에 넘치는    intent[intènt] 전념하고 있는, 열중하고 있는    proclaim 

[prouklèim] 선언하다

29 정답 ⑤ 

어느 날 Ndaka가 내게 절벽이 우뚝 솟아 있고, 작은 냇물이 바위로 

된 바닥을 졸졸 흘러가는 협곡에 대해 말했다. 그 협곡은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갔다가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려면 우리는 아

침 일찍 떠나야만 할 것이었다. 그녀는 내게 매와 독수리들이 어떻게 

둥지를 지으러 절벽으로 오는지와 이 협곡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는 

여러 동물들에 대해 말해 주었다. 우리는 다음날 새벽에 떠나기로 했

는데 그날 밤 나는 앞에 놓인 모험에 대해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을 잠

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그런데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다

음날 아침 집을 나오려는 순간 Ndaka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저지당

했다. 그녀는 우리가 계획한 여행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었

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 나이의 여자 아이에게는 그 여행이 무리라

고 생각하셨다.

정답의 근거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곳을 간다는 설렘으로 밤잠도 설친(restless) 

필자가 다음날 계획이 무산되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을지를(disappointed)  

추론할 수 있다.

① 평온한 → 부러운         ② 안도하는 → 짜증이 난     

③ 겁이 난 → 무관심한     ④ 동정적인 → 겁먹은

구문 분석  She had not told him of our intended trip, / and he 

thought [it was too much for a girl of her age].

Words  ripple[rípl] 잔물결을 일으키다    daylight[dèilàit] 새벽    lie awake 

잠이 깬 채 누워 있다    adventure[ædvènt∫‰r] 모험    intended [intèndid] 

계획된, 의도된

30 정답 ④

미국의 영양학자인 Barbara Rolls는 포만감과 관련 있는 체중 감소

법을 고안해냈다. 그녀는 식사 전에 수프나 샐러드를 먹는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이 총 열량을 덜 섭취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소위 

‘Volumetrics’ 다이어트법은 열량, 지방, 단백질이 적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으로 구성된다. 녹말 성분이 아닌 채소, 무지방 우유, 걸쭉한 

수프,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 섬유질, 그리고 생선과 같은 낮은 밀도

의 음식은 모두 이상적이다. 이 식이요법의 이면에는 식전에 샐러드를 

먹는 것이 위장을 채워서 주 요리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을 피하게 도와

준다는 발상이 있다. 양상추는 열량이 매우 낮아서, 이 간단한 속임수

로 열량을 줄이면서도 좋아하는 음식을 소량으로 먹을 수 있을 것이

다. Rolls는 창의적으로 배고픔을 관리하고 열량을 감소시키면서 누

구든지 체중 감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Volumetrics 

다이어트법은 장기간의 체중 문제에 대한 빠른 교정을 약속하지 않기

에 이용 가능한 최고의 다이어트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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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주 요리를 먹기 전에 열량이 낮은 음식을 먼저 먹어서 포만감을 

느끼게 되면 섭취 열량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는 ④ ‘포만’이 

들어가야 가장 적절하다. 

① 유죄    ② 유머    ③ 긴급    ⑤ 책임  

구문 분석  The idea behind the diet / is / [that eating a salad 

before your meal / will fill your stomach / and help you avoid 

eating too much of the main course].  

Words  nutritionist[n∆u;trí∫Ânist] 영양학자    devise[diváiz] 고안하다    

consist of ~로 구성되다    density[dèns‰ti] 밀도    starchy[st£;÷t∫i]  

녹말의    broth[br≤;^] (걸쭉한) 수프    content[k‰ntènt] 내용, 함유량    

fiber[fáib‰÷] 섬유질    lettuce[lètis] 양상추    dilute[dilù;t] (다른 것을 섞어) 

약하게 하다, 희석하다  

31 정답 ⑤ 

아이스크림을 천천히 맛보며 만족스러워하는 아이를 데리고 가게를 

둘러보는 것과 당신이 쇼핑을 하려고 하는 동안에 악을 쓰는 아이를 

끌고 다니는 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쉬울까? 의지의 투쟁(떼쓰는 

것)에 맞서기보다는 져 주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당신의 아이가 그

런 특별한 선물이나 장난감을 요구할 때, 당신은 ‘그것은 겨우 1달러

밖에 안 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오늘날 쓸 수 있는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사용

하는 모든 돈에 대해서는 두 번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당신

이 계속 받아준다면 (아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믿는 아이들은 당신이나 세상에 대해 완전히 비현실적인 기대

를 갖게 될 것이다. 즉, 아이는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거라고 기

대할 것이다. 당신이 아이의 소망을 무조건 들어줄 수는 있어도, 세상

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제로 얻

지 못하는 여러 상황에 마주쳤을 때, 갑작스러운 자각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정답의 근거  부모가 아이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면 아이는 언제나 자신이 원하

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의 글로, While 

you may indulge your child’s wishes, the real world won’t.에서 부

모가 아이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과는 달리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제로 얻지 못하는’  

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자신이 익숙한      

②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③ 자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④ 자신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구문 분석  There is no doubt / that we do have more disposable 

cash today, / and many parents don’t think twice / about 

spending it all on their children. 

Words  wander[w£nd‰÷] 배회하다    contented[k‰ntèntid] 만족한     

savor[sèiv‰÷] 맛보다, 음미하다    give in 굴복하다    battle of wills 의지의 투쟁    

disposable[dispóuz‰bl]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indulge[ind=ld,] 만족시키다     

~에게 힘겨운목적절

대과거(앞 문장보다 한 시제 앞섬)(that)
∨

V́ 1 V́ 2

avoid  +  -ing: ~하는 것을 피하다

V 보어절 Ś  (동명사구)S

강조의 do

spend ＋ 목적어 ＋ on: ~을 …에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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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in for (특히 불쾌한 일을 곧) 맞게 될 상황이다    rude awakening 갑작스러운 

자각  〔환멸〕

32 정답 ② 

미국과 국민당 정부(중화민국)로 알려진 타이완은 1952년부터 

1956년 사이에 매우 중요한 동맹 관계를 유지했다. 이 시기 동안에 

타이완의 지도자 장개석은 중국 본토를 되찾으려 애썼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1949년에 중국 본토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피해 도망

쳤다. 미국은 장개석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거들기 위해 타이완에 

무기와 군대를 보내 주었다. 미국의 군대는 또한 타이완의 바깥 쪽 

섬들과 중국 본토 사이 바다에 해상 봉쇄선을 만들었다. 미국에게 있

어서 타이완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중요한 완충지였다. (아시아

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국경 동쪽에 있는 어느 나라든 차지하려

고 하면, 중국 동쪽의 바다에 있는 미국 군대가 그들을 저지할 수 있

었을 것이었다.

정답의 근거  중국 본토를 되찾으려는 장개석의 노력과 아시아의 다른 국가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의 의지가 맞물리면서, 두 국가 간에 동

맹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② ‘매우 중요한 동맹 

관계를 유지했다’가 들어가야 가장 적절하다.

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③ 적군을 몰아냈다    

④ 조사팀을 구성했다               

⑤ 바다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포기했다

Words  nationalist[n®∫Ân‰list] 국가주의자, 민족주의자  ; (N-) 국민당    era 

[íÂr‰] 시대    seek to ~하려고 노력하다    retake[ri;tèik] ~을 다시 차지하다    

mainland[mèinl©nd] 대륙, 본토    flee[fli;] 달아나다(flee – fled – fled)    

communist[k£mjunist] 공산주의자  ; 공산주의의    troop[tru;p] 군대    naval 

[nèivÂl] 해군의    blockade[bl°kèid] 봉쇄, 폐쇄    buffer[b=f‰÷] 완충   (지역)    

expansion[iksp®n∫Ân] 확장(동⃝ expand 확장하다)    overtake[òuv‰÷tèik] 

압도하다, 덮쳐오다    border[b≤;÷d‰÷] 경계, 국경    vital[váitl] 불가결한, 매우 

중요한    alliance[‰lái‰ns] (국가 간의) 동맹, 협력    

33 정답 ②

아주 흥미롭게도, 성공한 사람들은 종종 중도 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다. 베스트셀러 작가 Michael Crichton은 분명 이런 성공 원칙을 이

해하고 있다. Crichton은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SALK 생물학 연

구소에서 박사 후 과정을 끝마쳤는데, 이는 분명 그에게 의사 혹은 의

학 연구자로의 성공적이며 수익성 있는 직업을 보장했다. 이런 것을 

잘 알면서도, Crichton은 안전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작가 일과 

맞바꿨다. Crichton은 그것이 가져올 부, 명예, 혹은 예견된 성공과

는 상관없이, 사람들을 절개할 마음이 내키지도, 의학 분야에 대한 열

정이 있지도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이 혐오하는 

일을 그만 두고 그들을 사로잡고 열정을 돋우는 일에서 뛰어나기 위해 

그들의 시간과 재능을 할애한다. 그래서 Marcus Buckingham은 그

의 책에서 이렇게 조언한다.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찾아서 그만

두어라.’  

정답의 근거  예로 들고 있는 Michael Crichton은 안정적인 미래를 포기하

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쏟아 성공한 사람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쉽

게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는 ② ‘종종 중도 포기를 

잘 하는 사람들이다’가 들어가야 가장 적절하다. 

① 끈기가 있다                 

③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인다    

④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⑤ 사소한 일에 신경쓰지 않는다

구문 분석  Successful people stop doing things / [they abhor] / 

to free up their time and talents / to excel at something / [that 

engages and energizes them].

Words  complete[k‰mplí;t] 완료하다, 끝마치다    postdoctoral  

fellowship 박사 후 과정    prestigious[prestíd,‰s] 일류의, 명망 있는    

guarantee[g©r‰ntí;] 보장하다    lucrative[lù;kr‰tiv] 수익성이 좋은    

secure[sikjù‰÷] 안정된, 보장된    unpredictable[>npridíkt‰bl] 예측할 수 

없는    have the stomach for ~할 마음이 있다    regardless of ~와는 상관

없이    prestige[prestí;d,] 위신, 명망     abhor[æbh≤;÷] 혐오하다    free  

(특정 목적을 위해) ~을 마련하다  (up)    excel[iksèl] ~에 뛰어나다, 탁월하다(at)    

engage[ingèid,] ~을 사로잡다    energize[èn‰÷d,àiz] 열정을 돋우다    

quitter[kwít‰÷] 중도 포기를 잘 하는 사람    

34 정답 ④ 

정보는 중요한 특성을 지닌다. 그것은 사용되지만 소진되지 않는다. 

요리를 할 때에는, 원래의 익히지 않은 재료로부터 새로 조리된 음식

을 만들어 낸다. 그 과정에서 재료는 모두 사용되거나 변형된다. 정보 

처리는 다르다. 옛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도출된 후에도, 일반적

으로 원래의 정보는 여전히 이용할 수 있다. 한 화폐에서 다른 화폐로 

환전하면, 새로운 화폐는 쓸 수 있으나 이전 화폐는 쓸 수 없다. 하지

만 어떤 책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새로운 글뿐만 아니

라 원문 또한 여전히 즐길 수 있다. 숲에서 목재를 얻어 내면, 그 나무

들은 숲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통계 표본으로부터 평균값을 도출해 

내도, 그 표본은 남아 있다. 다른 사람들도 원하는 만큼 여러 번 동일

한 표본으로부터 평균값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그 표본은 여전히 거

기에 남아 있을 것이다.

정답의 근거  한 번 쓰면 없어지거나 변형되는 다른 것들과 달리 정보는 사용 

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성질도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

칸에는 ④ ‘그것은 사용되지만 소진되지 않는다’가 들어가야 가장 적절하다.    

① 그것이 사용되기에 늦은 때는 없다

② 그것은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③ 그것은 활용될 수 있을 만큼 믿을 만하다 

⑤ 그것은 사용자에게 필요한 모든 세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Words  derive[diráiv] 끌어내다, 도출하다    ingredient[ingrí;di‰nt] 성분,  

재료    currency[kÁ;r‰nsi] 화폐, 통화    statistical[stèitistikÂl] 통계의    

recalculate[ri;k®lkjuléit] 다시 계산하다, 재산출하다    be of use 쓸모 있다

35 정답 ②

주격 
관계대명사

= successful people 

stop  +  -ing:~하는 것을 그만두다

부사적 용법(목적)

(that)
∨

최근 미술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변화했다. 100년 전에 미술은 주로 

아름다운 이미지의 그림과 조각으로 정의되었다. 이제, 그러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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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A) 빈칸 앞에서 현대에는 미술의 정의가 확대되어 변기나 똥과 

같은 것도 포함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빈칸 뒤에서는 작품이 지니는 ‘충

격 가치’에 의해 미술이 정의되는 실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빈칸에

는  In fact(실제로, 사실은)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B)  빈칸 뒤에서 충격 가치를 중시하고 아름다움을 무시하는 현대 미술 작

품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예시를 나타내는 For 

example(예를 들어)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Words  definition[déf‰ní∫Ân] 정의, 의미    define[difáin] 규정하다,  

정의를 내리다    sculpture[sk=lpt∫‰÷] 조각    amplify[®mpl‰fài] 확대하다,  

확장하다    toilet[t≤ilit] 변기    dung[d<\] 똥, 거름    contemporary 

[k‰ntèmp‰réri] 동시대의, 현대의    offend[‰fènd] 기분을 상하게〔불쾌하게〕 하다    

disregard[dìsrig£;÷d] 무시하다, 경시하다     lettuce[lètis] 상추 

36 정답 ⑤ 

개인 간의 대화는 참여자가 서로 가까이 있는 정도에서 잘 진행된다. 

마찬가지로, 조직상의 대화도 리더들이 자신들을 직원들로부터 전형

적으로 떼어놓는 거리를 최소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공간상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질 때,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그 권한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구하고 얻는다. 그들은 조직 내 모든 직급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그리고 직원들과 

직접적이며 진정으로 말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그렇게 한다. 리더와 직

원 사이의 물리적인 근접성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닐뿐더러 그것이 필

수적인 것도 아니다. 필수적인 것은 정서적인 근접성이다. 이러한 친

밀감은 조직상의 대화를 기업의 의사소통과 구별해준다. 그것은 초점

을 위에서 아래로의 정보 배포로부터 아래에서 위로의 의견 교환으로 

바꾼다. 

정답의 근거  (A) 공간상의 거리가 가까워질 때,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

은 그 권한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뒤의 내용으로 

보아 거리를 ‘최소화하다 (minimize)’라는 흐름이 되어야 한다. 

(B) 하향식 명령이 아닌 상향식 의견 교환이 중요하다는 뒤의 내용과, 바로 뒤의 

This intimacy를 통해 볼 때 ‘정서적인(emotional)’ 근접성이라는 흐름

이 되어야 한다.

① 넓히다 - 정서적인     

② 넓히다 - 직업상의     

③ 유지하다 - 지적인     

④ 최소화하다 - 직업상의

Words  flourish[flÁ;ri∫] 번성하다     to the degree that ~한 정도에서     

similarly[sím‰l‰÷li] 마찬가지로    spatial[spèi∫Âl] 공간의, 공간적인    

authority[‰^≤;r‰iti] 권한    cultivate[k=lt‰véit] 개발하다     

authentically[∞;^èntik‰li] 진정으로    physical[fízik‰l] 물리적인    

proximity[pr°ksím‰ti] 근접, 가까움    feasible[fí;z‰bl] 그럴 듯한, 가능한    

essential[isèn∫Âl] 필수적인    intimacy[ínt‰m‰si] 친밀감    

corporate[k≤;÷p‰r‰t] 단체의, 기업의   top-down[t£pdàun] 상의하달 방식의    

distribution[dìstr‰bjù;∫Ân] 분배, 배포 

37 정답 ③ 

사진술은 전에 없던 시각적인 세상을 열었다. 사진술은 그것이 없었다

면 사람들이 볼 수 없었을 장소를 보여 주었다. 예를 들어, 직접 이집

트를 여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지만, 사진술 덕분에 사람들

은 이제 피라미드와 같은 세계의 불가사의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래서, 1888년에 George Eastman이 발명한 조작이 쉬운 카메라 덕

분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누구나 스냅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장소뿐

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요즘 

우리는 당대의 정치가나 유명 인사들의 사진을 보는 것에 완전히 익숙

해져 있는데, 이것은 사진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정답의 근거  사진술로 인해서 직접 가지 않으면 볼 수 없었던 장소나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유명 인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내용 속에 ‘조작이 쉬

운 카메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③은 글의 전체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다.

구문 분석  Nowadays, / we are entirely used to seeing 

photographic images / of the politicians and the celebrities of 

the day, / which would not be possible / without photography. 

Words  photography[f‰t£gr‰fi] 사진술, 사진 촬영    visual[ví,u‰l] 시각의     

wonder[w=nd‰÷] 놀랄 만한 것; 불가사의    easy-to-operate 조작하기 쉬운    

snapshot[sn®p ∫¢t] 스냅 사진    professional[pr‰fè∫‰nl] 전문가    

celebrity[s‰lèbr‰ti] 유명인, 명사

38 정답 ④ 

Hannah가 헛간 쪽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큰아버지는 미

소를 지었다. “  안녕, 잠꾸러기 소녀야. 젖소들에게는 (먹이 주는 일

이) 끝났지만, 네가 맡은 어린 양들은 아직도 배가 고픈 상태란다.”

 그는 새끼 양들에게 줄 한 동이의 먹이를 그녀에게 건네며 어깨

를 다독여 주었다. “너무 오래 있지는 마라. 큰어머니가 손수 만든 소

시지와 와플을 놓치고 싶지 않잖니.” Hannah는 새끼 양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를 보자 양들은 즐거워하며 매에하고 소리를 

냈다. 그들은 그녀의 다리에 코를 비비면서 그녀가 들고 있는 양동이

에 얼굴을 집어넣으려고 했다.

 “안녕. 자, 얌전하게 있어. 모두에게 먹이를 줄 테니까.” Hannah는 

작은 의자에 앉아 손으로 새끼 양들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하면서 차

분하게 말했다. 

 새끼 양들은 먹이를 먹고 나서 Hannah를 쿡쿡 찌르기 시작했

고, 그녀는 그들의 머리에 난 부드럽고 곱슬곱슬한 양털을 쓰다듬어 

주었다. 그녀는 앉아서 새끼 양들을 쓰다듬어 주면서, 자신이 큰어머

니, 큰아버지와 함께 농장에서 사는 것을 얼마나 많이 즐기고 있는지

에 대해 생각했다.

정답의 근거  Hannah가 새끼 양들에게 먹이를 주는 과정을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의 순서를 정할 수 있다. (주어진 문장) 큰아버지가 새끼 양들에게 

먹이를 주라고 하셨다. → (C) 먹이를 가지고 양들에게 갔다. → (A) 양들에게 먹

be used to -ing: ~하는 데 익숙하다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 and this): 선행사는 앞 문장 전체 = if it were not for(가정법 대용어구)

는 확대되어 변기나 똥과 같은 다른 것들도 포함하게 되었다. 실제로, 

많은 현대 미술가들은 미술을 그것이 지닌 ‘충격 가치’, 즉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능력에 따라 정의하며, 아름다움은 완

전히 무시한다. 예를 들어, 어떤 서양의 주요 도시에 있는 현대 미술

관에 가게 된다면, 당신은 몇몇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많은 그림과 조각들을 보는 대신에 시든 상추나 아무런 색채나 모양

이 없는 흰 캔버스를 보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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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주었다. → (B) 먹이를 준 후 양들을 쓰다듬어 주었다.

Words  barn[b°;÷n] 헛간, 광    stool[stu;l] (등받이가 없는) 의자    nudge 

[n<d,] 팔꿈치로 살짝 찌르다    stroke[strouk] 쓰다듬다, 어루만지다    fleece 

[fli;s] 양털    waffle[w£fl] 와플  (밀가루, 달걀, 우유 등을 섞어 구운 케이크)    

bleat[bli;t] (양·염소 등이) 매애 하고 울다    nuzzle[n=zl] (애정 표시로 무엇에) 

코를 비비다

39 정답 ①

인도인과 유럽인들 모두 Mahatma Gandhi를 힌두교 전통 사상의 

전형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인데, 왜냐하면 그

는 서양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Gandhi는 자신의 

고대 문화의 기본 원칙들을 믿었으나, 약자에 대한 그의 열정적인 애

정과 카스트 제도에 대한 반감은 인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19세기 유럽의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비폭력에 대

한 그의 신념은 힌두교 사상의 전형적인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보다 

앞서 반란을 일으켰던 유능한 Maratha Brahmin B. G. Tilak과 

참을성 없었던 Gandhi의 부관 Subhash Chandra Bose가 이러

한 면에서는 훨씬 더 정통파였다. 간디의 무저항주의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예수의 산상수훈(山上垂訓)이나 톨스토이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정답의 근거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인도의 힌두교 사상에서 비롯된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서양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글로, This는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된 ‘ 간디를 힌두교 전통 사상의 전형으로 여기는 것  ’을  

지칭한다. 따라서 간디의 사상이 서양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 ① )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글이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구문 분석  Mahatma Gandhi / was looked on / by many, both 

Indian and European, / as the epitome / of Hindu tradition. 

Words  fundamental[f>nd‰mèntl] 기본 원칙    passionate[p®∫‰nit] 열렬한, 

열정적인    underdog[=nd‰÷d≥(;)g] 희생자, 약자    antipathy[æntíp‰^i] 반감, 

혐오 (to)    caste[kæst] 카스트〔인도의 세습 계급〕 (제도)    liberalism[líbÂr‰lìzm]  

자유주의, 진보주의    predecessor[prèdisés‰÷] 전임자, 선배  (↔ successor 후계

자, 상속인)    revolt[rivóult] 반란    lieutenant[lu;tèn‰nt] 부관    orthodox 

[≤;÷^‰d¢ks] 정설의, 정통파의    pacifism[p®s‰fìzm] 평화주의, 무저항주의    

Sermon on the Mount 예수의 산상수훈(山上垂訓) (마태복음 5 ~ 7장)

40 정답 ②

정답의 근거  승진을 위해서 경쟁 상대인 동료에게 거짓말 또는 진실을 말하게 

하자, 거짓말을 한 사람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데 사용한 신체 부위를 청결히 

하고자 했다는 실험 결과를 보여 주는 내용이므로, (A)에는 Lying, (B)에는 

clean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분석  Each participant was instructed / to leave Chris a 

message / by either voice mail or e-mail, / [telling him who 

they were] / and either [lying that they could not find his 

document] / or [telling the truth [that they had found the 

document]]. 

Words  promotion[pr‰móu∫Ân] 승진    participant[p°;÷tís‰p‰nt] 참여자    

instruct[instr=kt] 지시하다, 가르치다    sanitizer[s®n‰tàiz‰÷] 살균제    

appealing[‰pí;li\] 매력적인    wrongdoing[r≤;\dúi\] 나쁜 행위, 비행

41-42  정답 41 ③  42 ②  

우리들 대부분은 직장 생활의 성공은 수직적이라고, 즉, 우리는 사다

리를 타고 아래 직급에서 위의 직급으로 옮겨간다고 여기면서 성장한

다. 우리가 승진할수록 더 적은 직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암암

리에 다른 이들과 경쟁을 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이 경쟁하고 있

는) 섬 밖으로 쫓겨나는 리얼리티 쇼와 같다. 

이러한 강력한 패러다임이 가진 문제는 오늘날의 업무가 더 이상 한

데 모으기 위해 점점 더 높은 관리 단계를 요구하는 작은 업무들로 나

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일은 다른 기능, 배열, 전

공에도 영향을 미치는 수평적인 과정을 통해 성취된다. 그러므로 진

짜 성공은 당신에게 보고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에서 오기보다는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 관계자와 조화를 이루는 능력에서 더 나

온다.

대부분 조직의 계층 구조를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수직적인 직

위 체제 경로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점점 더 진정한 공헌자들은 수평

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세스 오너와 프로젝트 리더들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돕기 위해서, 조직들은 위계질서 차원의 직위

보다는 많지 않더라도 그만큼의 수평적인 기여도를 보상하고 인식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우리들 각각은 직위 사다리를 올

라가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추측을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가치를  

(우리) 주변에 더해 줄지를 더욱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행해질 때, 모든 사람들은 ‘Bill’이 대책 본부 지도자 역할을 맡는 승

진을 축하해 주게 될 것이다.

정답의 근거  41 직장 내에서의 성공을 위해 수직적 직위 체계에 얽매이기보

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서로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풍토

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③ ‘당신의 직장 생활은 

수평적일 필요가 있다’가 가장 적절하다.  

be looked on as: ~으로 여겨지다

leave A B: A에게 B를 남기다

a message를 수식 1

a message를 수식 2

a message를 수식 3

either A or B: A이거나 B 

연구진들이 87명의 학생들에게 승진을 위해 ‘Chris’라는 동료 한 사

람과 경쟁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역할을 해 보라고 요청했다. 참여자

들은 Chris가 잃어버렸던 중요한 서류 하나를 찾았는데 그 서류를 되

돌려주는 것은 그의 경력에 도움이 되지만 그들 자신의 경력에는 해

가 될 것이라는 상상을 해 보라고 요청받았다. 각각의 참여자들은 

Chris에게 음성 메일이나 이메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자신

이 그의 서류를 못 찾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그 서류를 찾았다고 솔

직히 말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겨두라는 지시를 받았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은 구강 세정제와 손 세정제와 같은 몇몇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평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전화상으로 거짓말을 했던 

참여자들은 구강 세정제에 더 강한 욕구를 느꼈고, 똑같은 메시지를 

타이프해서 이메일 상으로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은 손 세정제에 대한 

보다 더 강한 욕구를 느꼈다. 한편, 솔직히 말하는 것은 그러한 제품

들을 사용하는 것을 덜 매력적이게 만들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을 전달하는 데 사용된 신체 부위를 청

결히 하고자 하는 욕구를 정말로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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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들이 변화에 저항하는 이유  

② 창조의 적: 실패에 대한 두려움  

④ 당신의 열정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라  

⑤ 실제 직장에서 신뢰를 쌓는 방법

42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볼 때 직장 내에서의 지위를 수직 상승시키려

고만 하지 말고 조화와 협력의 관점에서 가치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라

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빈칸에는 ② ‘주변에’라는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across가 들어가야 가장 적절하다.  

① 빠르게    ③ 동등하게    ④ 점진적으로    ⑤ 성실히

Words  assume[‰sù;m] (당연히 ~일 것이라고) 여기다    vertical[vÁ;÷tikÂl] 

수직의    implicitly[implísitli] 암암리에, 넌지시    advance[‰dv®ns] 앞으로 

나아가다    paradigm[p®r‰dàim] 패러다임  (당대의 과학이나 사상의 인식 체계)    

layer[lèi‰÷] 단계, 층    management[m®nid,m‰nt] 관리, 경영; 경영자    

horizontal[h≥;r‰z£ntl] 수평의    cut across ~에도 영향을 미치다  〔해당되다〕    

geography[d,i;£gr‰fi] (구성 요소의 조직적) 배열    specialty[spè∫Âlti] 전공    

stakeholder[stèikhòuld‰÷] 이해 관계자    hierarchical[hàiÂr£;÷kikÂl] 계

층제의    overcome[òuv‰÷k=m] 극복하다    promotion[pr‰móu∫‰n] 승진    

task force 대책 본부

43-45  정답 43 ④  44 ⑤  45 ⑤

  당신은 친구의 친구로부터 무엇인가를 전해 들은 적이 있는가? 

또는 대통령을 아는 그 누군가를 알고 있는 다른 누군가를 알고 있다

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Stanley Milgram은 그런 사슬 관계가 

세상의 기본적인 사회적 의사소통 체계라고 생각했다. Milgram은 

하버드 대학의 사회 심리학자였고 ‘작은 세계 현상’의 창시자였는데, 

그 이론은 모든 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짧은 연

결을 통해서 그 밖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1967년에 Milgram은 300통의 편지를 네브래스카 주의 오마하

와 캔자스 주의 위치타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주소에 보냈다. 각각의 편

지에는 작은 소포 한 개와 목표 대상으로 알려진 보스턴 지역의 어떤 사

람에게 그 소포를 전해 주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다. 편지에는 전달 대상

자의 이름과 거주지, 그리고 직업이 적혀 있었다. 네브래스카와 캔자스 

주민들은 오직 절친하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연쇄적인 개별 접촉을 

통해서만 전달 대상자에게 소포를 보낼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은 또한 매

번 목표 대상에 가까워질 때도, 친구의 친구, 친척 또는 업무적으로 아는 

사람들과 같은 그들의 지인들을 통해야 한다는 동일한 기준을 이용해 그

것을 보내기로 되어 있었다.

 60가지의 다른 사람 간의 연결을 통해 60개의 소포가 전달 대상자

에게 결국 도착했다. 그 안에서 사슬로 연결된 사람의 평균수가 대략 6

명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섯 단계의 분리’라고 불리는 발견을 

Milgram은 알아냈다. Milgram은 우리가 아주 적은 연결 고리를 통

해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그런 작은 세

상이 암시하는 것이 사업이나 통신에서 엄청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이

론화했다.

 오늘날 연구진들은 Milgram의 가설을 세상 전체에 적용해 실험

해 보고 있다. 이메일을 이용해서, 그들은 모두가 정말로 겨우 6명의 

사회적 지인을 거칠 정도로만 떨어져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아마 빠른 통신으로 인해 세상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작아졌다

거나, 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지만 연결 고리를 형성하는 데 

더 적은 지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정답의 근거  43 Milgram의 실험 과정을 설명한 (D)가 (A) 다음에 와야 하

고, 실험의 결과인 (B)가 그 다음에, 그리고 Milgram의 이론을 보다 넓은 

범위에 적용해 보기 위한 시도를 담고 있는 (C)가 마지막에 위치해야 글의 

연결이 자연스럽다.

44  (a) ~ (d)는 모두 Milgram이 실험을 통해 결론을 내린 ‘작은 세계 현상

(small world phenomenon)’을 가리키는 반면, (e)는 실험 과정에서 소

포를 받게 되는 ‘대상자’를 가리킨다.

45  Milgram은 네브래스카 주의 오마하와 캔자스 주의 위치타 지역에 편지를 

보냈다고 했으므로 ⑤  가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 In 1967, Milgram 

sent ~ in Omaha, Nebraska and Wichita, Kansas.) 

구문 분석  Those people were also supposed to send it along / 

using the same criteria / — through people [they knew / such 

as friends of friends, relatives, or business connections], / 

getting closer and closer to the target each time.

Words  communication[k‰mjú;n‰kèi∫Ân] 의사소통 ; (pl.) 통신    

psychologist[saik£l‰d,ist] 심리학자    phenomenon[fin£m‰n¢n] 현상    

acquaintance[‰kwèintÂns] 아는 사람    discovery[disk=v‰ri] 발견    

separation[sép‰rèi∫Ân] 분리    implication[ìmpl‰kèi∫Ân] 암시    

enormous[in≤;÷m‰s] 거대한    hypothesis[haip£^‰sis] 가설    

determine[ditÁ;÷min] 결정하다    randomly[r®nd‰mli] 임의로    

instruction[instr=k∫Ân] 지시    occupation[¢kj‰pèi∫Ân] 직업    

criteria[kraití;Âri‰] 기준(criterion의 복수형)

be supposed to do: ~하기로 되어 있다

비교급  +  and  +  비교급: 점점 더 ~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18 정답 ③

본문 p. 30~37 

18 ③ 19 ② 20 ② 21 ① 22 ⑤ 23 ② 

24 ① 25 ② 26 ③ 27 ③ 28 ⑤ 29 ② 

30 ① 31 ② 32 ④ 33 ④ 34 ④ 35 ⑤ 

36 ① 37 ② 38 ② 39 ⑤ 40 ② 41 ② 

42 ③ 43 ② 44 ⑤ 45 ④

독해 고난도 모의고사 0 4 
회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동물과 말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공공 야영장이 

개방되어 있을 때에는 야영장에 출입이 금지됩니다. 말은 지정된 구

역에서만 허용됩니다.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라도 수영장이나 

(when they we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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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허리 통증이 생기는 육체적, 정신적 원인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글

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② ‘무엇이 허리 통증을 생기게 하는가?’가 적절하다.

① 척추 뼈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③ 요통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

④ 요통과 스트레스의 관계           

⑤ 스펀지 같은 연골: 척추 뼈 사이의 완충 물질  

구문 분석  A disc [that bulges too much or breaks open] /  

can press on nerves, / causing lower back pain. 

Words  age[eid,] 나이가 들다    disc[disk] 척추 사이의 연골, 디스크    

spine[spain] 척추    wear and tear 마멸, 마모    bulge[b<ld,] 부풀다    

lower back pain 요통    arthritis[°;÷^ráitis] 관절염      

compression fracture 압박골절    bone loss 골다공증     

chronic[kr£nik] 만성의, 고질적인

21 정답 ①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는 데 필요한 시간의 양을 생각해 보라.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옷을 차려 입고,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그날의 날

씨가 어떻든지 감수하고, 기다리는 동안 억지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애쓰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여기에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추

가하면, 고객을 직접 만나 판매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든다. 전화로 

판매하는 것은 다른데 자동차 운전을 하느라 수고할 필요가 없고, 날

씨 문제도 걱정 없고, 기다리면서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시간도 없고, 

교통 상황이 끔찍하더라도 결코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다! 지금까지 

당신의 주된 판매 방식이 고객을 직접 만나서 판매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봄’으로써 효율성과 수입을 

얼마나 높이게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라. 전화 통화로 고객을 끌

어들이고 비즈니스를 마무리짓는 기술을 강화한다면, 당신은 효율성

을 극적으로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정답의 근거  고객을 직접 만나 판매하는 것보다는 전화 통화로 판매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말하며, 교통이나 날씨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으며, 이동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는 ① ‘전화 통화를 통한 판매의 이점’이 

가장 적절하다.

② 첫인상의 중요성                                

③ 교통 체증에 의한 고비용 

④ 전화 판매원들이 사용하는 판매 기술    

⑤ 좋은 운전 예절의 필수 요소  

Words  endure[ind∆ù‰÷] 견디다, 참다    dead time 낭비 시간    contact 

[k£ntækt] 접촉, 만남    effectiveness[ifèktivnis] 유효성, 효율성    revenue 

[rèv‰n∆ú;] 수입    step up ~을 강화하다    engage[ingèid,] 끌어들이다,  

사로잡다    efficiency[ifí∫nsi] 능률, 효율 (성)

정답의 근거  동물과 관련된 야영장 내에서의 이용 규정을 공지하는 글이므로, 

글의 목적으로는 ③이 적절하다.

Words  prohibit[prouhíbit] 금지하다    campground[k®mpgràund] 

야영장    designated[dèzignéitid] 지정된    confine[k‰nfáin] 제한하다     

leash[li;∫] 가죽끈    restrict[ristríkt] 제한하다, 한정하다    unattended 

[>n‰tèndid] 주인이 같이 있지 않는    disruptive[disr=ptiv] 파괴적인    

vicious[ví∫‰s] 사나운, 공격적인    dispose of ~을 처분하다

19 정답 ② 

나는 최근에 한 유명한 휴양지의 식당에 앉아 있었다. 다섯 살 난 아

이 하나가 내 테이블로 왔다. 그 아이는 내 음식에 대고 기침을 하고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끔찍했다. 요즘은 아이들의 버릇없는 행동들

이 매우 흔하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버릇을 가르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인가? 내 개인적으로는 공부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집에서 부모님께 받은 가르침이 오늘의 

나라는 사람을 만들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내가 해온 모든 일과 인

생의 결정의 토대가 되어 왔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부모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것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정답의 근거  필자의 주장은 강한 어조를 띠는 should, must, need to, 

have to 등이 포함된 문장에서 파악할 수 있다. 글의 후반부의 Kids need to 

be taught many things by their parents. Their parents need to 

teach them the things that they don’t learn in school.에서 필자는 

② ‘아이들은 부모의 훈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음식점의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  

③ 사람들은 학교에서 좋은 예절을 배워야 한다.

④ 모든 사람은 평생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⑤ 부모는 자녀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Words  recently[rí;sntli] 최근에    resort[ri;z≤;÷t] 휴양지    come up to 

~으로 오다    cough[k∞;f] 기침하다    scream[skri;m] 비명을 지르다    at 

the top of one’s lungs 목청껏    discipline[dís‰plin] 훈육하다 ; 훈육    

personally[pÁ;÷sÂn‰li] 개인적으로    foundation[faundèi∫Ân] 기초, 토대

20 정답 ②

= and it can cause ~

S 관계사절

V

뼈와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힘을 잃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부상의 위

험을 증가시킨다. 척추 뼈들 사이에 있는 스펀지 같은 연골이 마멸에 

의해 손상될 수가 있고, 더 이상 충분히 뼈와 뼈 사이의 완충 작용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너무 많이 부풀어 오르거나 파열된 연골은 신

경을 누를 수 있고, 그로 인해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 자주 

피크닉 장소 또는 건물에는 어느 때고 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캠

핑 구역 내에서 애완동물은 줄에 묶여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머무는 야영지에 한정해 활동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애완동물은 돌보

는 사람 없이 둬서는 안됩니다. 위협적이거나 사나운 동물은 야영장

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개는 언제든지 통제가 된다면, 6피트가 넘지 

않는 가죽끈으로 묶어서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 주인은 또한 동물

의 배설물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있는 일은 아니지만, 허리 통증은 관절염, 골다공증에 의해 생긴 압박

골절, 질병, 또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을지도 모르는 척추 문제에 의해 

생긴다. 마음 상태 또한 통증의 정도와 그것이 오래 지속될(만성적인) 

것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일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질적인 요통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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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답 ⑤ 

아마 당신은 최근에 임박한 에너지 위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

이다. 앞으로 20년 후, 미국의 에너지 소비는 전기가 45퍼센트, 천연

가스는 62퍼센트, 그리고 석유는 33퍼센트까지 증가할 것이다. 몇몇 

연구원들이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저에너지 소비 기술에 대해 연구해 

오고 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가장 큰 가능성은 건물 부문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창문들은 에너지 소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몇몇 과학자들은 창문을 통해 전달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한 창문을 개발하고 있다. 스마트 창문에

는 낮은 전압의 펄스를 사용해서 복사 에너지의 처리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라는 특징이 있다. 다가오는 수십 년에 걸쳐 그 창문들

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건물에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냉방 장치의 필요

성을 낮출 것이다.    

정답의 근거  최근에 임박한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신기술을 소개하는 

글로, ‘스마트 창문(smart windows)’의 원리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는 ⑤ ‘에너지 절약 제품인 스마트 창문의 특징들’이 적절

하다.

①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는 법       

② 건물 건축 기술의 발달

③ 태양 에너지 사용의 장단점    

④ 에너지 소비와 신기술의 관계 

구문 분석  Some scientists are developing smart windows /  

[that are able to regulate the amount of solar energy / 

transmitted through them].  

Words  impending[impèndi\] 임박한, 곧 일어날 듯한    potential 

[p‰tèn∫Âl] 가능성, 잠재력    sector[sèkt‰÷] 활동 분야, 영역 ; 부문, 구역     

consumption[k‰ns=mp∫Ân] 소비 (량)    regulate[règjuléit] 조절하다     

transmit[trænsmít] (열·전기 등을) 전도하다    throughput[^rù;pút] (작업) 

처리량, 생산량    radiant energy 복사 에너지    voltage[vóultid,] 전압    

pulse[p<ls] 펄스(전압·전류의 급격한 변동의 반복)

23 정답 ② 

하루 안에 모든 일을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거의 항상 일을 절반밖에 끝내지 못하고 걱정하게 된다. 끝내야 할 목

록에 당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포함시키는 것도 좋지만, 매일 해야 

할 일 목록에서 하루 최대 4~6개 항목을 정해서 그것들만 처리하라. 

그 항목 중 대부분은 우선순위가 높은 사항이어야 하고, 그것들 중  

단지 몇 개만 우선순위가 낮은 사항으로 하라. 만약 항상 그 항목들 

전부가 시간이 남는 상태로 마쳐지면, 하루치 목록에 한두 개의 항목을 

더 넣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4~6개 항목을 끝마치는 것이 어렵

다면, 대신에 그 목록에 2~4개 항목만 넣어라. 매일매일 끝날 때쯤에

는, 당신이 이룬 모든 일에 대해 흐뭇함을 느끼면서 저녁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의 근거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매일 할 일의 

항목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당하게 정하고, 그것을 다 해내고도 여유가 생기면  

그때 다시 목록에 한두 개의 항목을 추가하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요지

로는 ②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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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상 네 자신을 믿어라.        

 ③ 당신의 일을 미리 준비하라.

④ 집에 일을 가져가지 마라.    

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Words  accomplish[‰k£mpli∫] 성취하다 ; 수행하다    end up 결국 ~하게 

되다    master list 중요 리스트    priority[prai≤;r‰ti] 우선 사항     

spare[sp¡‰÷] 할애하다; 아끼고 쓰지 않다

24 정답 ① 

세 명의 고등학생들은 방과 후에 시내에 나가고 싶었다. 그들은 에스

컬레이터에서 플랫폼으로 내려서다가 몇 명의 경찰관들이 순찰 중인 

것을 보았다. 그들은 짙은 파란색의 빳빳한 경찰복을 입고 있었으며, 

허리에 검은색 경찰봉과 휴대용 무전기를 차고 있었다. 그들이 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학생들 중 한 명이 알아채고는, 아무 생각 

없이 “야, 저것 봐, 그들은 총(guns)을 갖고 있지 않아.”라고 말했다. 

갑자기, 뒤에서 한 사람이 손을 뻗어 그 소년의 어깨를 쳤다. 당황한 

젊은이가 고개를 돌려보니 굳은 표정의 근엄한 세 명의 사람들이 그

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옆으로 데려가더니 “우리에게 용기

(guts)가 없다고 했나?”라고 물었다.

정답의 근거  ②, ③, ④, ⑤는 모두 ‘policemen(경찰관들)’을 가리키는 반면에, 

①은 ‘three high school students(세 명의 고등학생들)’을 가리킨다.

구문 분석  The bewildered youth / turned his head / to see 

three stern, hardened-looking faces glaring down at him. 

Words  patrol[p‰tróul] 순찰하다    crisp[krisp] 바삭바삭한; 빳빳한    

baton[b‰t£n] 경찰봉    walkie-talkie[w≤;kit≤;ki] 휴대용 무전기    

strap[stræp]  끈으로 매다    bewildered[biwíld‰÷d]  어리둥절한    

stern[stÁ;÷n] 근엄한    hardened[h£;÷dnd] 굳어진, 냉담한    glare[gl¡‰÷] 

노려보다    gut[g<t] (pl.) 용기, 배짱

25 정답 ②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당신은 사고 때문에 멈춰 섰다. 한 트럭 운전

자가 잔해더미에 깔려 누워 있다. 지나가던 차에서 내린 여섯 명의 남

자들이 어깨를 맞대고 서서 범퍼를 들어 올리려고 애쓴다. 그들은 목

에 핏줄이 설 때까지 끌고 당겼지만, 그 남자를 구할 수 없다. 그들은 

여전히 그 불가능한 일에 계속 온 힘을 쏟고 있다. 마침내, 견인차가 

와서 망가진 트럭의 차체를 천천히 끌어올리기 위한 위치에 섰다. 견

인차의 끌어올리는 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그 남자들이 

끌어당기고 있는 저 범퍼이다. 만약 견인차가 그 작업을 하려면, 남자

들은 길에서 비켜나야만 한다. 만약 그들이 그 공간을 독점하기를 고

집한다면, 견인차가 작업을 하기 위해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사람들에 

대한 도의적인 비난은 없는데, 왜냐하면 단지 그들의 힘이 그 일을 하

기에는 부족할 뿐이기 때문이다.

정답의 근거  ①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 As you drive 

    along a highway, you’re stopped  ~.) 

❷  주어는 Half a dozen men이고 동사는 place인데, place의 목적어인 

them이 주어와 같은 대상을 지칭한다.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을 지칭할 

= smart windows 

선행사현재진행형

주격 관계대명사

see(지각동사)  +  목적어  +  목적격보어(현재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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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재귀대명사를 써야 하므로 them은 themselves로 고쳐야 한다.

③  until 이하는 「지각동사 (see) + 목적어(the veins) + 목적격보어(standing 

out)」 구문으로 목적격보어가 목적어 the veins와 능동의 관계이므로 현재

분사를 썼다.

④  place는 ‘~을 (…에) 두다’라는 의미의 타동사이다. 견인차가 ‘~에 놓여져 

있다, 위치하다’라는 의미이므로 「be동사 + 과거분사」 형태의 수동태로 쓴 것

은 알맞다.

⑤  which는 that bumper를 선행사로 하고 전치사 at의 목적어로 쓰인 목적

격 관계대명사이다.

Grammar ✛ 	 재귀대명사의	용법

(1)  재귀 용법: 목적어가 주어와 같은 대상을 지칭할 때는 목적어를 재귀대명사로 

쓴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2)  강조 용법: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며, 이 경우 재귀대명사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Jane herself wrote the book. = Jane wrote the book herself. 

(Jane 자신이 직접 그 책을 썼다.) 

(3)  관용적 용법  

You must solve the problem for yourself. (for oneself = with-

out other’s help) (너는 그 문제를 혼자 힘으로 풀어야 한다.)

Words  wreckage[rèkid,] 난파 ; 잔해    shoulder to shoulder 협력하여,  

어깨를 나란히 하여    tug[t<g] 세게 끌다    vein[vein] 정맥    stand out 튀어

나오다    strain[strein] (~을 위해) 온 힘을 다하다   (at)    wrecker[rèk‰÷]  

견인차    hoist[h∞ist] 들어〔끌어〕올리다; 끌어올리는 장치    disabled[disèibld] 

불구의 ; 무능력하게 된    persist[p‰;÷síst] 고집하다, 끝까지 하다    monopolize 

[m‰n£p‰làiz] 독점하다    insufficient[ìns‰fí∫Ânt] 불충분한

26 정답 ③ 

인터넷은 사람들이 쇼핑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바꿔 놓고 있다. 인터넷 판매는 많은 기업에서 전체 

매출을 점점 더 늘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상품들이 인

터넷상에서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데, 그것들을 주문하고 배달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종이와 에너

지가 절약된다. 정보망과 정보의 빠른 확산은 또한 사회 캠페인에 새

로운 의미를 가져다주었다. 한 거대 화학 기업은 컴퓨터를 갖춘 다섯 

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RAFI라는 작은 비정부 단체에 의한 집단 반

대의 주된 결과로 위험한 유전자 조작 종자 기술을 포기하면서 심한 

재정적 타격을 입었다.

정답의 근거  (A) 문맥상 ‘~의 원인이 되다’가 되어야 하므로 account가 와야 

     한다. account for A: A의 원인이 되다 (count for: ~의 가치가 있다)

(B)  ‘ 날개 돋친 듯이 팔리다, 불티나게 팔리다’라는 관용어구는 sell〔go〕 like 

hot cakes이다. (hot potato: 곤란한 문제)

(C)  문맥상 ‘화학 기업’이 되어야 하므로, ‘기업, 회사’의 의미인 corporation이 

들어가야 한다. (cooperation: 협동)

Words  interact[ìnt‰r®kt] 상호작용하다  (with)    deliver[dilív‰÷] 배달하다    

e-commerce[ík¢m‰÷s] 전자상거래, 전자 상업    distribution[dìstr‰bjù;∫Ân] 

분배, 배포    GM 유전자가 조작된  (= genetically modified)    seed[si;d] 종

자    concerted[k‰nsÁ;÷tid] 합의된; 공동의    opposition[¢p‰zí∫‰n] 반대, 

저항    NGO 비정부 기구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27 정답 ③ 

하와이 지역 섬 중 하나인 빅 아일랜드는 개구리에 대한 국가 비상사

태를 선포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작은 금빛 개구리들이 섬에 쳐

들어왔고 개구리들의 소음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빅 아일랜드의 150

개 이상의 마을이 현재 개구리로 들끓고 있다. 동전 크기만한 개구리

는 원산지인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사랑을 받지만, 하와이에서는 성가

신 해충으로 여겨진다. 이 개구리들은 쉽게 짝짓기를 하고 빠르게 번

식해서 조용한 섬의 밤 시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소음 이외

에도, 이 개구리들은 거미와 곤충들에 대한 엄청난 식욕을 가지고 있

어서 (먹이를 놓고) 하와이 본토 새들과 경쟁을 한다. 하와이 사람들

은 이 개구리들이 높은 데시벨로 ‘코-키’하고 울어대는 소리를 따서 

이들을 코키 개구리라고 부른다. 코키 개구리들은 많은 생태계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으며, 하와이에서 왕성하게 번식하고 있다.

정답의 근거  Coqui frogs는 새들의 주된 먹이가 아니라, 먹이를 놓고 하와이 

본토 새들과 경쟁을 한다(the frogs have a voracious appetite ~, 

competing with native birds)고 했으므로, ③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

는다.  

구문 분석  Aside from the noise, / the frogs have a voracious 

appetite for spiders and insects, / competing with native birds.  

Words  declare[dikl¬‰÷] 선언하다, 공표하다    emergency[imÁ;÷d,Ânsi] 

비상사태    invade[invèid] 침입하다, 쳐들어가다〔오다〕    be infested with  

~이 들끓다    annoying[‰n≤ii\] 짜증나는, 성가신    pest[pest] 해충    

shatter[∫®t‰÷] 엉망진창으로 만들다    voracious[v∞;rèi∫‰s] 식욕이 왕성한    

appetite[®p‰tàit] 식욕    chirp[t∫‰;÷p] 찍찍, 짹짹(새·벌레가 우는 소리)    

adaptable[‰d®pt‰bl] (환경·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순응할 수 있는     

ecosystem[èkousìst‰m] 생태계    breed[bri;d] 번식하다

28 정답 ⑤ 

이 그래프는 1995년에서 2005년 사이에 연령대별로 나뉘어져 방문

객의 몇 퍼센트가 시드니에 왔는지를 설명해 준다. 50대 이상 관광객

의 비율은 다른 범주의 비율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다. 

1995년에는 시드니를 방문한 30대 사람들이 관광객의 5분의 2를 차

지했지만, 그 비율은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15세에서 29세 사람들

의 비율은 1995년에 4분의 1에서 2005년에 28퍼센트로 계속 증가

했다. 주목할 만한 연령대는 50대 이상의 사람들로, 1995년에는 10

분의 1을 넘었는데 2005년에는 4분의 1을 넘는 정도까지 증가했다. 시

드니를 방문한 15세 미만의 관광객들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

면, 40대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방문했다.

정답의 근거  40대에 대한 내용은 도표와 일치하지만, 15세 미만의 어린 관광

객의 비율이 도표에서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⑤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divide[diváid] 나누다    comprise[k‰mpráiz] 구성하다, 차지하다    

steadily[stèdili] 지속적으로, 꾸준히    consistently[k‰nsístÂntli] 지속적으로    

significant[signífik‰nt] 중요한, 주목할 만한    make up ~을 구성하다

~ 이외에

분사구문(=  and〔so〕 they compete ~)  

고난도독해-정답(1-96)OK.indd   29 14. 11. 29.   오전 1:49



정
답

과
 해

설
·

채
움

  30

29 정답 ② 

졸업. 그날 저녁 모든 졸업생들은 학사모를 쓰고 가운을 걸친 채 관람

석을 돌아서 무대 위에 있는 우리 자리로 행진했다. 나는 수동식 휠체

어에 앉아 졸업반의 제일 앞줄에 있었다. 사회자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내가 얻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모든 것이 이제 현실이 되었

음을 깨달았다. 내가 너무나 힘들게 얻고자 했던 독립적인 생활이 이

제 내 손 안에 있었다. 나는 무대 앞으로 매우 천천히 나아갔다. 휠체

어를 미느라고 집중하다가 고개를 들자, 관람석의 모든 사람들이 나

에게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졸업장을 받고, 돌

아서서 급우들을 보며 머리 위로 나의 졸업장을 들어올렸다.

정답의 근거  필자는 장애인으로 힘든 노력 끝에 졸업장을 받게 되었으며, 사람

들의 기립박수를 받고 졸업장을 높이 들어올린 모습에서 필자가 ②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기분이 상한       ③ 좌절한    

④ 결단력이 없는    ⑤ 거만한 

Words  graduate[gr®d,u‰t] 졸업생, 대학원생    march[m°;÷t∫] 행진하다     

pavilion[p‰vílj‰n] 대형 천막 ; 관람석, 선수석    gown[gaun] 가운, 제복    

manual[m®nju‰l] 손의 ; 수동식의    row[rou] 줄, 열    strive for ~을 얻으

려고 애쓰다    within one’s grasp 손이 미치는 곳에    ovation[ouvèi∫‰n]  

갈채, 우레와 같은 박수    diploma[diplóum‰] 졸업 증서, 학위증

30 정답 ①

대부분의 아이들이 위험하거나 파괴적인 의미에서 ‘심각한’ 것은 아니

지만, 짜증나게 하는 몇 가지 습관을 갖고 있다. 무시하는 것이 이러

한 행동들을 다루기에 좋은 기법이다. 이것은 비협조적인 자동판매기

에 대한 흔한 반응에 비유될 수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Bonnie는 자동판매기에 25센트짜리 동전을 넣고,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손잡이를 몇 

번 더 잡아당기고 나서 동전 반환 버튼을 눌렀다. 동전이 반환되지 않

자, 그녀는 점점 더 세게 손잡이를 반복해서 잡아당겼다. 그런 다음

에, 그녀는 기계를 두어 번 두드렸는데, 여전히 아무런 효과가 없었

다. 그런 다음에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손잡이를 잡아당긴 후에 포

기해 버렸다. 아이들도 자신들의 행동 강도를 높임으로써 부모로부터 

자신들이 기대하는 반응을 얻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다. 아이는 칭얼

거릴 때, 기대하는 반응을 얻기를 바라며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또는 

더 끈덕지게 칭얼거릴 수 있다. 부모가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부적절한 행동은 없어질 것이다.

정답의 근거  아이가 좋지 않은 행동을 보일 때 그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무

시한다면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

로는 ① ‘무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② 꾸짖는 것          ③ 보상하는 것    

④ 조건화하는 것    ⑤ 동정하는 것 

구문 분석  Most children have some habits / [that, / while not 

“serious” / in the sense that they are dangerous or destructive, / 

are annoying]. 

Words  be likened to ~에 비유되다    uncooperative[>nkou£pÂr‰tiv] 

비협조적인, 뜻대로 되지 않는    knob[n°b] 손잡이    with vigor 기운차게    

pound[paund] 두드리다, 치다    intensity[intèns‰ti] 강도, 강렬함    

whine[¶wain] 칭얼거리다    persistently[p‰;÷sístÂntli]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31 정답 ② 

미국 달러 지폐의 상징인 꼭대기에 눈이 있는 피라미드에 비밀스런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 피라미드는 결코 

신비스럽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달러 지폐에 있는 피

라미드는 미국을 발전과 믿음이 있는 곳으로 특징짓고자 고안된, 고

심 끝에 선정된 상징물이었다. 피라미드 맨 아랫부분에 있는 로마 숫

자는 미국이 건국된 연도인 1776년을 나타낸다. 그 피라미드는 또한 

미완성된 것으로, 이 나라의 미래 성장을 나타낸다. 삼각형 속에서 빛

을 내고 있는 눈은 두루 살피고 있는 신의 눈을 나타낸다. 피라미드 

위에 있는 모토인 ‘Annuit Coeptis’는 ‘신은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

주신다.’라는 의미이다.

정답의 근거  미국 지폐에 있는 상징물의 의미를 설명하는 글로, 미완성된 피라

미드의 형태는 미래의 ‘발전  (progress)’을 나타내고, 피라미드 안에서 빛을 내

는 신의 눈은 신이 항상 돌봐주고 있다는 ‘믿음(faith)’을 나타낸다. 따라서 빈칸

에는 ② ‘발전과 믿음이 있는 곳’이 들어가야 가장 적절하다.

① 세계의 지도자           ③ 신의 자비의 전령사    

④ 조화와 화합의 상징    ⑤ 자유와 평화의 나라

구문 분석  There are those / [who claim / the American dollar 

bill’s symbol of a pyramid topped with an eye / bears a secret 

meaning].

Words  characterize A as B A를 B라고 특징짓다    numeral[n∆ù;mÂr‰l] 

숫자    triangle[tráiæ\gl] 삼각형    radiate[rèidiéit] 빛을 발하다, 빛나다    

oversee[òuv‰÷sí;] 두루 살피다; 조사하다    motto[m£tou] 모토, 좌우명    

favor[fèivÂr] 찬성하다; 각별히 보아주다, 돌보다    undertaking[>nd‰÷tèiki\] 

일 ; 기업

32 정답 ④   

당신은 ‘자연친화 감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자연친화 감

정은 인간의 타고난 자연 선호 성향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

다. 사람들은 프로 스포츠 경기에 가는 것을 모두 합한 것보다 동물원

에 더 많이 간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많은 명품들 중에서 오랫동안 가

장 갈망해 온 것은 강가와 같은 경치 좋은 자연 경관이다. 하지만, 자

연친화 감정은 음식에 대한 욕구와 같이 타고난 욕구가 아니라 하나의 

성향이라고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 성향은 쉽게 자극되나, 세부

적인 것은 문화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당신이 자라온 풍경에 대한 

몇몇 각인이 있다. 만약 당신이 네덜란드에 태어난다면, 평원을 좋아

할 것이다. 스위스 출신이라면, 산을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

이 사하라 사막에 태어난다면, 틀림없이 사막을 좋아할 것이다. 

정답의 근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친화 감정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마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내용이다. 빈칸 뒤에서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자연선

호 성향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④ ‘문화에 따라 상당히 달라

진다’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이기는 하지만

~라는 의미에서

 삽입구

~하는 사람들

V́동격의 of

Ś  

(th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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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McKenzie의 실험 내용과 마지막 말에서 사람들이 계산을 하지 

못해 저축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

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④ ‘그들이 돈을 저축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계산하

지 않는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그들은 빚을 갚아야 한다   

② 그들은 돈을 충분히 벌지 않는다 

③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목표가 없다   

⑤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적 행복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 

구문 분석  Craig McKenzie, a cognitive psychologist, said / his 

experiment with a simple intervention demonstrated / that the 

enormous benefits of earning compound interest motivated 

his research subjects to save. 

Words  psychologist[saik£l‰d,ist] 심리학자    motivate[móut‰véit] 

동기를 부여하다    cognitive[k£gn‰tiv] 인식의, 인지의    intervention 

[ìnt‰÷vèn∫Ân] 조정, 중재    compound interest 복리    retirement 

[ritái‰÷m‰nt] 은퇴, 퇴직    comprehend[k¢mprihènd] (충분히) 이해하다    

take advantage of ~을 이용하다    calculate[k®lkjuléit] 계산하다 

35 정답 ⑤ 

산호초는 주로 산호 폴립이라고 불리는 작은 동물들로 이루어져 있는

데, 이것은 길이가 0.5인치 이하이다. 이것들의 군집은 다양한 색상의 

꽃과 식물을 닮았다. 이 폴립의 가장 큰 적은 악마 불가사리이다. 이들 

몸에 난 독이 있는 돌기를 따서 이름 붙여진 이 불가사리는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치우는 존재로,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처는 Great 

Barrier Reef이다. 한 마리의 불가사리가 일주일에 7평방피트의 산호

에서 폴립들을 뜯어먹어서, 황무지를 남긴다. 이것들은 때때로 너비가 

24인치이고 23개나 되는 팔이 있다. 이것들은 잘리면, 재생된다. 팔이 

잘리면, 다시 자란다! 한 작은 지역에서 5,000마리나 되는 불가사리를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불가사리의 침입은 최근의 일이며, 

많은 수가 196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개체수 팽창을 설명하는 

한 이론은 인간이 일으킨 오염이 어쨌든 불가사리에게 이전에 그들의 

수를 억제하던 상황보다 더 나은 생존 우위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정답의 근거  (A) 악마 불가사리가 산호 폴립들을 무자비하게 먹어치워서 황폐

      화 시킨다고 했으므로, enemy (적)가 적절하다.

(B)  최근에 악마 불가사리의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했으므로, expansion (팽창)

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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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요소이다    

② 거의 일정하게 변한다

③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좀 독특하다    

⑤ 완전히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 같다

구문 분석  Of the many luxuries / [that money can buy], / the 

most coveted / has long been a scenic natural view / such as a 

riverside.  

Words  coined[k∞ind] 주조된, 만들어진    innate[inèit] 타고난, 본질적인     

tendency[tènd‰nsi] 성향; 경향, 추세    affinity[‰fín‰ti] 선호, 애호     

covet[k=vit] 몹시 탐내다, 바라다    predisposition[prì;disp‰zí∫Ân] 경향,  

성질    urge[‰;÷d,] 욕구, 충동    ignite[ignáit] 불을 붙이다; 흥분시키다    

specific[spisífik] 세부 사항; 구체적인    imprinting[imprínti\] 각인    

landscape[l®ndskéip] 경관, 풍경

33 정답 ④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아내기에 훌륭한 장소는 당신 자신

의 생각 안에 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백만 달러짜리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자신을 성가시게 하는 제품이나 서

비스에 대한 경험이나 생각을 해왔지만, 그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제쳐

두거나 무시해 왔다. 그러다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서 그것을 시장에 소개하여 백만 달러를 번다. 사람들은 직장에 차로 

가거나 돌아오면서 매일 평균적으로 아이디어를 네 개씩 떠올리고, 그

것들 중 어느 한 가지 생각을 끝까지 한다면 그들에게 백만 달러를 벌

게 해 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이 자신이 한 생각이라면, 그만한 가치

가 있을리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게 하지 말고, 당신의 아이디어를 믿어라.  

정답의 근거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노력하면 백만 달러를 벌게 해 줄 만큼 가치 있는 

생각들이 있다는 내용이 빈칸 뒤에 전개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아내기에 좋은 장소가 ④ ‘당신 자신의 생각 안에 있다’는 흐름이 되어야 한다. 

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다    

②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있다

③ 매일 발견되지 않는다                 

⑤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구문 분석  It is estimated / [that people on average have four 

ideas each day / driving to and from work, / any one of which 

would make them a million dollars / if they would just follow 

upon on it]. 

Words  nag[næg] 성가시게 하다, 들볶다    over and over again 반복해서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떠올리다    marketplace[m£;÷kitpléis] 시장    

estimate[èst‰méit] 추산하다, 추정하다    follow up on ~을 끝까지 하다

34 정답 ④

C(도치 구문) ~와 같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V(현재완료) S

Ś   V́  

four ideas가 선행사

=  one idea

진주어가주어 

분사구문(~하면서)

가정법 과거make  +  목적어  +  목적격보어(명사)

Ś  

S̋  V̋ (motivate ~ to ...)

V́

동격

한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저축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돈을 저축

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만

약 그들이 그 결과를 계산해 본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거라고 말한다. 인지 심리학자인 Craig McKenzie는 간단한 중재

를 한 자신의 실험이 복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이득이 그의 

실험 대상자들로 하여금 저축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음을 증명했다

고 말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만약 피고용자가 일 년에 이자

율 10퍼센트로 퇴직할 때까지 매달 400달러를 저축한다면, 그 사람

은 20년 후에 302,412달러를 갖게 될 것이고, 그들이 60대가 될 때

쯤에는 2,336,889달러를 저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

분의 사람들은 계산을 하지 못해서, 퇴직을 위해 일찍 저축을 시작하

는 것의 엄청난 혜택을 이용한다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훨씬 더 안락

해질 수 있을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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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자 - 감소     ② 친구 - 밀도     

③ 동족 - 팽창        ④ 조상 - 밀도

구문 분석  One theory to explain this population expansion / is /  

that man-made pollution / has somehow given / starfish a 

survival edge / over conditions [that previously held their 

numbers down].  

Words  coral reef 산호     polyp[p£lip] 폴립    colony[k£l‰ni] 군집    

venomous[vèn‰m‰s] 독이 있는    spine[spain] 가시, 가시 모양의 돌기    

strip[strip] 벗기다 ; 제거하다    chop[t∫°p] 자르다    regenerate 

[rid,èn‰réit] 재생하다    edge[ed,] 우위, 우세; 가장자리    previously 

[prí;vi‰sli] 이전에

36 정답 ① 

잠은 우리 모두의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잠을 잘 때, 우리는 휴

식을 취하고, 우리의 신체는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다. 아기들에게 잠

은 특히 중요하다. 그 이유를 아는가? 충분히 오랫동안 잠을 잘 자는 

것은 아기들이 자라는 데 필수적이다. 이것은 뇌하수체에 의해 만들

어지는 인간의 성장 호르몬이 아기가 깨어 있을 때보다 자는 동안 더 

고농도로 분비되기 때문이다. 태어나 처음 몇 개월 동안, 아기는 잠시 

깨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하루 중 거의 대부분 잠을 잔다. 대개 배

가 고파서 깨기 때문에, 아기들은 한 번에 보통 4~5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을 것이다. 아기의 수면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성장도 느려

진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 3킬로그램이었던 아기는 일반적으로 5개

월 때 6킬로그램이 나갈 것이고, 11개월 때 9킬로그램, 24개월 때는 

12킬로그램이 나갈 것이다. 

정답의 근거  (A) 아기들이 대개 배가 고파서 깨기 때문에 한 번에 보통 4~5시간 

이상 자지 않는 것으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므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Since(~ 때문에)가 적절하다.

(B)  빈칸 뒤에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서 성장이 느려지는 구체적인 예가 제시되

고 있으므로, 예시를 나타내는 For example(예를 들어)이 적절하다.

② ~ 때문에 - 결론적으로           

③ ~ 때문에 - 게다가

④ 비록 ~일지라도 - 예를 들어    

⑤ 비록 ~일지라도 - 게다가

Words  renew[rin∆ù;] 새롭게 하다; 회복하다    secrete[sikrí;t] ~을 분비하다 ; 

비밀로 하다    concentration[k¢ns‰ntrèi∫‰n] 농도, 농축 ; 집중    weigh[wei] 

무게가 ~ 나가다    typically[típikÂli]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37 정답 ②

정답의 근거  이 글은 문화 충격(culture shock)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 구체

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반면, ②는 문화 충격을 앞에서 정의한 것과 다

르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Words  term[t‰;÷m] 용어; 학기, 기간    culture shock 문화 충격    

discomfort[disk=mf‰÷t] 불쾌, 불편    normal[n≤;÷mÂl] 정상의, 표준의    

and so forth 기타 등등    redefine[rì;difáin] 재정의하다, 재정립하다    

objective[‰bd,èktiv] 목적, 목표 ; 객관적인    stimulate[stímjuléit] 자극

하다

38 정답 ②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산업혁명이 왜 그것이 시작된 

곳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은 매우 흥미로우며 중요하다.

 중동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산업화에 필요한 전문 기술, 무역 

시장, 자본 준비금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영국은 그 나라들과 

비교해 특정한 장점들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일찍부터 (산업 발전에) 기본이 되는 석탄과 

철광 산업 분야에서 앞섰었다. 산림자원이 고갈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일찍부터 연료와 철광을 제련하는 데 석탄을 사용하기 시작

했다.

 영국은 또한 용광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앞서 나갔는데, 그

로 인해 철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대량 소비 상

품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영국이 앞서 나가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정답의 근거  산업혁명이 왜 영국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아주 중요

하다고 언급한 주어진 문장 뒤에는 다른 중동부 유럽 국가들보다 영국이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언급한 (B)가 이어지는 것이 알맞다.  

(B) 뒤에는 영국이 지닌 장점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A)가 오고, 그 뒤에는 또 다

른 이유를 설명하는 (C)가 오는 것이 알맞다.

Words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    get underway 시작하다    

coal[koul] 석탄    reserve[rizÁ;÷v] 준비금; 비축    deplete[diplí;t] 고갈시키다    

pioneer[pài‰ní‰÷] 개척하다, 선도하다    blast furnace 용광로      

mass consumption 대량 소비

39 정답 ⑤

여성 경제학은 현재의 변화를 표현하는 최고의 용어일지도 모른다.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국가 지도자들이 인식했을지도 모르

는 것보다 더 많은 방식으로 세계의 가장 부유한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들은 이제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G8 국가에서 

노동력의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동시에, 선진국은 화석 연료에 

의해 가동되는 제조 산업에서 실리콘 칩에 의해 가동되는 컴퓨터, 통

신, 건강 관리 및 금융 서비스 등의 지식 및 정보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여성들이 이러한 정보 사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도 똑같이 주목할 만하다. 서로를 강화시켜 주는 이 두 가지 경향 

명사 to부정사구

수여동사 I.O.

D.O. 선행사 관계대명사절

‘문화 충격’이라는 용어는 어떤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할 

때 생기는 불안감을 묘사하기 위해 1958년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 용어는 새로운 환경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감정을 나타낸다. 

우리는 문화 충격을 사람이 원래 살던 곳과 다른 곳에서 살게 될 때 겪

는 신체적, 감정적 불편함으로 기술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생활했던 방식이 새로운 장소에서 평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

다.) 예를 들면, 그 나라 말을 못하는 것, 은행 기계 사용법을 모르는 

것, 전화 사용법을 모르는 것 등 모든 것이 다르다. 비록 어떤 사람이 

문화 충격으로 인해 실제로 고통을 겪을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 사

람의 인생 목표를 재정립하는 기회도 된다. 문화 충격은 그 사람이 자

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만들고 개인의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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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주어진 문장의 These two mutually reinforcing trends에 

해당하는 것은 여성 노동력의 신장과 정보 산업 분야에서의 여성 경쟁력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이 끝나는 ⑤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적절

하다. 

구문 분석  Equally remarkable is the fact / [that women are 

highly competitive / in this information business]. 

Words  shift[∫ift] 옮기다, 변화하다    manufacturing[m©njuf®kt∫Âri\] 제조    

fossil fuel 화석 연료    financial[fin®n∫‰l] 재정의, 금융의    remarkable 

[rim£;÷k‰bl]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competitive[k‰mpèt‰tiv] 경쟁의    

mutually[mjù;t∫u‰li] 서로, 상호 간에    reinforce[rì;inf≤;÷s] 강화하다, 보강하다    

workplace[wÁ;÷kpléis] 일터    fundamental[f>nd‰mèntÂl] 근본적인    

aspect[®spekt] 측면, 양상

40 정답 ② 

보통 사람들은 미지의 것, 특히 전염병을 두려워한다. 대부분의 병이 

어떻게 생기고 퍼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겁을 먹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근거 없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 자신들도 언

젠가는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병에 걸린 사람

들에게 냉혹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때때로 사람들은 병에 걸린 사

람들을 직장에서 해고시키고, 아파트에서 쫓아내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 몇백 년 전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사람들은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사는 곳의 문과 창문을 덮어 버리고 그들이 안

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사람들은 미지의 끔찍한 살인마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했던 것이다. 

 전염병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은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 잔인

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정답의 근거  일반인들이 전염병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groundless 

fear)’으로 인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잔인하게(merciless)’ 다루는 실례를 

보여 주고 있다.

① 여론 - 동정적인                 ③ 즉각적인 단계 - 신속한

④ 미신적인 안도감 - 잔인한    ⑤ 이성적인 판단 - 적절한

구문 분석  They do not know / how most diseases develop and 

spread, / so it is almost natural / that they be frightened. 

Words  contagious[k‰ntèid,‰s] 전염성의    unfounded[>nfáundid] 

근거 없는    pitiless[pítilis] 무자비한, 냉혹한    victim[víktim] 희생자     

evict[ivíkt] 퇴거시키다    (from)    transportation[tr©nsp‰÷tèi∫Ân] 수송,  

운반    plague[pleig] 흑사병    epidemic[ép‰dèmik] 유행병, 전염병     

dwelling[dwèli\] 거주지    perish[pèri∫] 죽다, 멸망하다    groundless 

[gráundlis] 근거 없는    merciless[mÁ;÷silis] 무자비한, 잔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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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41 Tutankhamun의 무덤에서 발견된 트럼펫의 연주에 대한 

내용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② ‘ Tutankhamun의 트럼펫 소리의 재현’

이 가장 적절하다. 

 ①  자신의 트럼펫을 향한 Tutankhamun의 사랑

 ③ Tutankhamun의 두 개의 트럼펫 사이의 차이점들 

 ④ 유명한 영국 육군 악단 단원인 James Tappern

 ⑤ Tutankhamun의 트럼펫이 처음에 어떻게 발견되었는가 

42   트럼펫 연주는 BBC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방송되었으며, 청취자들은 이 

소리에 매료되었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③이다. 

구문 분석  Among the wonderful things / found in Tutankhamun’s 

tomb / were two trumpets, one silver and one bronze. 

Words  mummy[m=mi] 미라    depiction[dipík∫Ân] 묘사, 서술    fragile 

[fr®d,‰l] 부서지기〔깨지기〕 쉬운    potential[poutèn∫Âl] 가능성, 잠재력    

extraordinary[ikstr≤;÷d‰néri] 특별한, 보통이 아닌    convince[k‰nvíns]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estimated[èst‰méitid] 추측의, 견적의    enthrall 

[in^r≤;l] 매혹하다    recall[rik≤;l] 회상하다

43-45  정답 43 ②  44 ⑤  45 ④

Tutankhamun의 무덤에서 발견된 멋진 물건들 중에는 두 개의 트럼

펫이 있었는데, 하나는 은이고 하나는 청동이다. 3,000년 넘게 그것들

  John은 중부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녔다. 마

을 밖에 있는 표지판에는 ‘923명의 멋진 사람들과 한 명의 늙은 불평

가가 사는 곳’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의 졸업하는 반에는 졸업생이 21

명뿐이었으며,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마을 모퉁이에 앉아서 

차량들이 마을의 유일한 교통 신호등에서 정지했다가 가는 것을 지켜

보는 것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후에, John은 그 작은 마을에서 30

마일 정도 떨어진 큰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 그가 여는 파티를 위해

서, 그리고 친구의 생일을 위한 특별한 장난으로, 그는 장례사였던 고

등학교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오래된 어린아이 크기의 관을 빌렸다. 

그것은 파티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다음 날 저녁에, 그는 그 작은 관

들은 일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방식의 몇 가지 근본적인 측면 

들도 바꿔놓고 있다.

은 소년 왕의 미라 가까이에, 왕의 계곡에 놓여 있었다. Tutankhamun 

무덤의 각기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지만, 둘 다 이집트 신의 그림으로 장

식되어 있었다. 

트럼펫의 망가지기 쉬운 성질로 인해 그것들의 소리는 몇 번의 행사에

서만 재현되었다. 초기 라디오 방송인들은 특별 녹음에 대한 가능성을 

보았고, 1939년에 Egyptian Antiquities Service는 카이로 박물관

에서 전 세계로 BBC가 방송하는데 참여하도록 설득당했다. Rex 

Keating은 박물관을 설득하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어느 일요일 오후

에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5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청취자들에게 이것을 

선사하도록 선발되었다. 그는 먼저 Alfred Lucas를 인터뷰했는데, 

그는 Carter 팀의 마지막 생존자 중 한 명이며, Tutankhamun의  

보물을 복구하는 책임자였다. 

그러고 나서 그 순간이 왔다. 청취자들은 매료되었다. 전 세계 1억 5천 

만 명 이상의 청취자들이 3,000년이 넘은 후에 처음으로 연주된 그 

청동 트럼펫의 명료한 음색을 듣고 매료되었다. 이 트럼펫을 연주하

도록 선발된 음악가는 최고의 영국 육군 악단 단원인 James 

Tappern이었다. 그의 아들 Peter 또한 트럼펫 연주자인데, 그는 아

버지가 정말로 그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고 회상했다. 

동격절SVC (도치구문)

                            간접의문문(know의 목적어) 

결과 가주어 진주어

(should)
∨

V S

C(도치구문)

(which we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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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정답 ① 

10월 25일, 귀사가 신입사원 모집을 위하여 저희 학교를 방문했을 때 

귀사와 면접을 보게 되어 기뻤습니다. 당신이 설명해 준 경영 연수생 

프로그램은 도전해 볼 만하고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 때 말씀드

렸던 것처럼 저는 의류 상품학 학사 학위를 받고 12월에 졸업할 예정

입니다. 제가 받은 교육이 패션 경영 연수생 프로그램을 보완할 거라

고 생각합니다. 요청하신 제 대학교 성적 증명서 사본을 동봉합니다. 

패션 백화점에 면접을 볼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만

약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540) 555-1111 또는 이메일 boles@

vt.edu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의 근거  면접을 보고 나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성적 증명서를 보내면서 쓴 

글이다. I have enclosed the copy of my college transcript that 

you requested.에서 글의 목적을 알 수 있다.

구문 분석  I can be reached / at (540) 555–1111 / or by e-mail at 

boles@vt.edu / should you need additional information. 

Words  recruit[rikrù;t] 모집하다    management[m®nid,m‰nt] 경영,  

관리    trainee[treiní;] 교육을 받는 사람, 훈련생    outline[àutláin] 개요를 서술

하다    Bachelor’s degree 학사 학위 (cf. Master’s degree 석사 학위, 

Doctor’s degree 박사 학위)    merchandising[mÁ;÷t∫‰ndàizi\] 판매; 판촉    

complement[k£mpl‰mént] 보완하다    enclose[inklóuz] 동봉하다 ; 둘러

싸다    transcript[tr®nskript] 성적 증명서    request[rikwèst] 요청하다,  

의뢰하다    additional[‰dí∫‰nl] 추가의

19 정답 ③ 

본문 p.38~45 

18 ① 19 ③ 20 ⑤ 21 ④ 22 ④ 23 ④ 

24 ④ 25 ③ 26 ④ 27 ④ 28 ④ 29 ⑤ 

30 ④ 31 ① 32 ⑤ 33 ③ 34 ④ 35 ② 

36 ③ 37 ③ 38 ③ 39 ④ 40 ② 41 ⑤ 

42 ④ 43 ④ 44 ④ 4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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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43 필자가 다녔던 작은 마을의 고등학교를 소개한 (A) 다음에, 

장례사였던 고등학교 친구 아버지에게서 빌려 파티에 사용했던 관을 돌려주

려고 차에 싣고 가다가 경찰관에게 과속으로 적발되었다는 내용의 (B)가 오고, 

장례식장에 가는 중이라는 필자의 말과 뒷좌석의 관을 보고 경찰관이 오해

하는 (D)가 온 다음, 결국 경찰관의 호위를 받으며 장례식장에 도착한 내용

의 (C)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44  (a)  ~  (d)는 모두 John을 가리키지만, (e)는 ‘경찰관(the policeman)’을 

가리킨다.

45  John이 경찰관에게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의사 전달이 잘못

되어 경찰관이 오해한 것으로 나중에 사실을 말하고 싶어 했으므로 ④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Without thinking, ~ / ~ realizing he 

had miscommunicated and wanting to tell him the truth)

구문 분석  There were only twenty-one seniors /  in his 

graduating class, / and their favorite pastime / was to sit 

downtown / on the corner / and watch the traffic / stop and go / 

at the only stoplight / in town. 

Words  grouch[graut∫] 까다로운 사람, 불평가    pastime[p®stàim] 오락,  

소일거리    through[^ru;] 관통한    casket[k®skit] 관; 작은 상자    pull over 

길 한쪽으로 차를 대다    escort[èsk∞;÷t] 호위    gale[geil] (웃음의) 폭발    

uncontrolled[>nk‰ntróuld] 억제되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do a double take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깨닫다

if 생략으로 주어와 조동사 도치 (= if you should need ~)

조동사 + be + p.p. ~로(방법·수단)

을 돌려주기 위해 그의 자동차 뒷좌석에 그것을 싣고 작은 마을로 가

는 고속도로를 따라 차를 몰고 달려갔다. 과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을에서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했다.

 경찰관이 운전석 창으로 다가왔을 때, John은 그 일로 인해 약

간 당황스러워하면서 그에게 운전면허증을 건네주었다.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시나요?”라고 그가 물었다. 무심코, John은 뒷좌석 쪽을 가리

키며 “마을에 있는 장례식장에 갑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경찰관은 

별 생각 없이 그가 무엇을 싣고 가고 있는지 보기 위해 뒷좌석에 손전

등을 비추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즉시 뒤늦게 놀란 행동을 보였으며 

자신이 어린아이의 관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놀란 표정이 얼

굴에 나타났다. “오. 아 … 아 … 알겠습니다.”라고 그가 말을 더듬었

다. “음… 저를 따라오세요!” 그는 돌아서서 말 그대로 어둠을 뚫고 다

시 자신의 순찰차로 달려갔다.

 “잠깐만요! 경찰관님!” 그는 갑자기 의사를 잘못 전달했다는 것

을 깨닫고서 그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싶어서 소리쳤다. 그는 심지어 

문을 열고 그 경찰관을 쫓아가기 시작했으나, 너무 늦었다. 그 경찰관

은 자신의 차에 올라타서,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는, 그에게 따라오

라고 손짓하면서 마을이 있는 쪽으로 갔다. 그래서 달리 무엇을 할 도

리가 없어서, 그는 차의 시동을 걸고 그를 따라 마을로 갔다. 그가 경

찰의 호위를 받으며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

들은 어리둥절했다. 다시 한 번 그는 그 경찰관을 불러 세우려고 했으

나, 그는 그냥 동정심을 표하는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며, 차를 몰고 

가버렸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한바탕 억제할 수 없는 웃음을 

터뜨렸을 때 한층 더 어리둥절해졌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음주 운전으로 매년 2만 5천 명이 사망하며 전

체 교통사고의 50퍼센트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음

주) 운전자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타고 가는 데 동의한 동승자들

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술을 마신 사람과 차에 같이 타는 것을 거부

함으로써, 동승자는 다른 동승자들이나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entral 대학의 학생인 Maria Furillo가 한 본보기이다. 분

명히 술을 마신 세 명의 친구들이 그녀에게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제

안했을 때, 그녀는 운전자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 Maria가 

거절하는 것을 듣고 나서, 다른 두 명의 친구들도 차에서 내렸다. 법

이 바뀌고 막대한 재교육이 시행되기까지 아마도 도로에서의 유혈 

사고는 계속될 것이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아직 있는데, 

= the seniorś

명사적 용법(보어)(to)
∨

watch(지각동사)  +  목적어  +  동사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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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음주 운전이 전체 교통사고의 50퍼센트를 차지하는데, 이는 단지 

운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승자의 책임도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술을 마신 사

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이 다른 동승자나 운전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필자는 ③ ‘음주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를 절대로 타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운전자보다

는 동승자의 판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②는 정답이 될 수 없다. 

Words  responsible[risp£ns‰bl] 책임이 있는    refuse[rifjù;z] 거절하다    

influence[ínflu‰ns] 영향을 주다    example[igz®mpl] 예, 본보기    

obviously[£bvi‰sli] 분명히    despite[dispáit] ~에도 불구하고    

tease[ti;z] 놀리다    bloodshed[bl=d∫éd] 유혈 사태    risk[risk] 위태롭게 

하다, ~의 위험을 무릅쓰다    for the sake of ~을 위해서

20 정답 ⑤

전통적으로 어떤 단어가 한 언어에서 알파벳 순으로 된 단어들의 목록

인 어휘 목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서로 다른 다섯 곳에서 

다섯 번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점점 빠른 속도로 의사소통이 이루

어지면서 새로운 단어와 용법들이 빠르게 확립되고 있다. 요즘에는, 

새로운 표현들이 어디에서나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Klingons(클

린곤)’와 ‘Jedi Knights(제다이 기사)’는 영화 ‘스타트렉’과 ‘스타워즈’

에서 나왔다. ‘경제 이민’과 ‘ (정치) 망명 신청자’라는 말은 새로운 사회

적 관심사에서 생겨났다. ‘Falun Gong(파룬궁)’과 ‘Taliban(탈레반)’

은 정치로부터 생겨났다. ‘해리포터’ 세계에서 마법사가 아닌 사람을 

묘사하는 ‘muggles(머글)’와 같은 새로 만들어진 표현들도 일상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정답의 근거  두 번째 문장 ‘With the increasing speed of communi-

cation, however, new words and usages are being established 

quickly.’가 이 글의 주제문으로, 빨라진 의사소통 속도로 인해 새로운 어휘와 

용법이 빠르게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⑤ ‘빠른 의사소통으로 인한 신조어의 탄생’이 적절하다.

① 빠르게 의사소통을 해야 할 필요성 

② 새로운 어휘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③ 의사소통과 어휘의 관계 

④ 많은 신조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의 위험성 

Words  lexicon[lèks‰k¢n] 어휘; 어휘 목록    usage[jù;sid,] 용법, 사용     

knight[nait] 기사    economical migrant 경제 이민(일자리를 구하거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주하는 사람)    asylum[‰sáil‰m] 망명    seeker[sí;k‰÷] 수색자;  

~을 (추)구하는 사람    concern[k‰nsÁ;÷n] 관심사, 중요한 것    Falun Gong  

파룬궁(불교·도교·기공 등을 뒤섞은 민간 신앙·수양 운동)    politics[p£l‰tiks] 

정치(학)    coin[k∞in] (새로운 낱말·어구를) 만들다    depict[dipíkt] 묘사하다    

wizard[wíz‰÷d] 마술사

21 정답 ④ 

정답의 근거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이 결국에는 재정적 파탄을 불러올 수 있

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글이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로는 ④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의 위험성’이 가장 적절하다. ③  은 글의 주요 소재인 신

용카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⑤는 글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이 글의 주제가 될 수 없다. 

① 쇼핑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② 쇼핑 중독의 다양한 원인     

③ 쇼핑 전에 계획하는 것의 필요성    

⑤ 쇼핑과 신용카드 사용의 관계

구문 분석  You have a great thing / called a credit card / [that 

makes it possible / to get things first, / and pay later].  

Words  unfortunately[<nf≤;÷t∫Ân‰tli] 불행히도, 유감스럽게도    commercial 

[k‰mÁ;÷∫‰l] 상업의    take its toll on ~에 손해를 끼치다    helplessly[hèlplisli] 

어쩔 수 없이, 무력하게    be addicted to ＋ (동)명사 (나쁜 버릇·습관 등에) 빠지다

〔중독되다〕    secure[sikjù‰÷] 안전한; 안정된    make (both) ends meet 수

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다, 수입에 맞는 생활을 하다    financial[fin®n∫‰l] 재정의, 

금융의

22 정답 ④ 

여러분의 자녀가 차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

럼, 애완동물도 그렇게(안전띠를 매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 푸들은 

안전띠를 완전히 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회사들은 애완동물을 데리

고 차로 이동하는 것을 더 안전하게 해주는 제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

다. 우리 모두가 스테이션 왜건 뒤에 개를 태우는 철장을 본 적이 있겠

지만, 애완동물 가게들 역시도 카시트나 캐리어를 20  ~  60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로 다친 애완동물의 수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자동차 사고로 애완동물이 

다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안전띠나 카시트와 같은) 안

전 장치들이 여러분과 애완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동물들

은 뒷자리에 태워야 에어백으로부터 안전하고, 여러분의 시야도 덜 방

해한다. 덩치가 큰 애완동물은 안전띠에 연결된 마구를 채워라. 작은 

애완동물은 캐리어가 효과가 있는데, 그것(캐리어)이 안전띠에 연결된 

안전 장치로 안전이 확보된 경우라면 말이다. 

정답의 근거  애완동물을 데리고 차로 이동할 경우, 애완동물 전용 시트나 캐리

어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으로 ④ ‘당

신의 애완동물에게 안전 장치가 필요한가?’가 가장 적절하다.

① 안전띠는 얼마나 안전한가?    

② 차에서 어느 자리가 가장 안전한가?    

③ 어느 애완동물이 키우기에 가장 쉬운가?    

⑤ 애완동물들이 대중 교통수단을 타는 것이 허용되는가? 

잊는다. 이처럼 위험한 현대의 상업 활동은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Rebecca를 예로 들어 보자. 그녀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쇼핑에 중독되어 있었다. 그녀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

에 처음에는 돈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신용카

드를 사용하여 그녀의 수입 이상의 돈을 계속해서 썼다. 결국 그녀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 돈을 소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되었

다. 이제, 그녀는 은행으로부터 그녀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기 시작했다.

바로 그들은 일행을 위해 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여러분은 먼저 물건을 사고 나중에 지불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

용카드라 불리는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여러분

은 너무 자주 사는 것에만 몰두해서 ‘지불’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그저 

선행사 

가목적어 진목적어

주격 

관계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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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①, ②, ③, ⑤는 모두 ‘Mexican food(멕시코 음식)’를 가리키는 

반면, ④는 바로 앞 문장의 ‘the chili pepper(칠리고추)’를 가리킨다.

구문 분석  At the heart of any traditional Mexican recipe / is 

the chili pepper.  

Words  mixture[míkst∫‰÷] 혼합 (재료)    distinctive[distí\ktiv] 독특한    

particularly[p‰÷tíkjul‰÷li] 특히    spiciness[spáisinis] 매운 양념, 매운맛    

flavor[flèiv‰÷] 맛    grind[graind] 갈다, 빻다  (grind−ground−ground)    

greasy[grí;si] 기름기가 많은

25 정답 ③

당신은 당신이 잃어버린 열쇠를 누군가가 주워 그가 마치 당신인 것

처럼 그것들을 사용하면 틀림없이 당혹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당신

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James Bond인데, 비밀 연

구소에 잠입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먼저, 당신은 보안 시스템을 통

과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열쇠 혹은 비밀번호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

는데, 내부로 들어가려면 악당의 홍채, 목소리 그리고 그 사람의 손 

모양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 당신은 평일에 이런 시나리오를 회사에

서 발견할 수 있다. 한 보안 회사에 따르면, 그들의 손 스캐너 제품의 

판매 수치가 2005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올해 상반기에 두 배가 되

었다고 한다.

정답의 근거  (A) 주절의 시제가 현재이고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가정하므

      로 가정법 과거로 나타내야 한다. 따라서 과거형 were가 적절하다. (as 

if ＋ 가정법 과거: 마치 ~인 것처럼)

(B)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의 부사구가 들어가야 하므로 to get이 적절하다. 

이 문장에서 have는 사역동사가 아니라 ‘가지다’라는 의미의 일반동사이므

로 목적격보어를 취할 수 없음에 주의한다.

(C) 비교 대상이 the sales figure이므로 단수형 that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Grammar ✛ 	 가정법의	이해

(1)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경우를 가정하지만 표현상 시제는 과거를 

쓴다.

     If I had a chance, I would try.(기회가 있다면, 도전해 볼 텐데.)

(2)  가정법 과거완료: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경우를 가정하지만 표현상 시제는 

과거완료를 쓴다.

      If I had been in your place, I would not have done it.  

(내가 너였다면, 그것을 하지 않았을 텐데.)

(3)  혼합 가정법: 조건절과 주절의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쓴다. 

If I had taken your advice, I would be happy now.   

(너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나는 지금 행복할 텐데.) 

Words  panic[p®nik] 공황, 극심한 공포    imagine[im®d,in] 가정하다     

laboratory[l®bÂr‰t≥;ri] 실험실; 연구소    security[sikjù;Âr‰ti] 보안, 경비    

villain[víl‰n] 악당; 범죄자    iris[áiÂris] 홍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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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분석  There are no official statistics / on the number of 

pets / injured in car accidents, / but it does happen, / and 

restraints will keep you and your pet safe. 

Words  loose[lu;s] 풀다, 느슨하게 하다; 묶여 있지 않은, 풀린    strap[stræp] 

끈〔줄, 띠〕으로 묶다〔매다〕    station wagon 스테이션 왜건(접거나 뗄 수 있는 좌석이 

있고 뒷문으로 짐을 실을 수 있는 자동차)    official[‰fí∫‰l] 공식의    statistics 

[st‰tístiks] <복수 취급> 통계, 통계 자료  ; <단수 취급> 통계학    restraint[ristrèint] 

구속, 억제; 안전벨트〔장치〕    distraction[distr®k∫‰n] 주의 산만, 집중을 방해하는 것    

harness[h£;÷nis] 마구(馬具); 벨트〔용구〕    attach[‰t®t∫] 붙이다, 달다    (to)

23 정답 ④ 

당신이 말을 하고 있지 않을 때조차 당신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이 위장의 달인이 아니

라면, 말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당신은 당신이 정말로 생각하는 

것과 진정으로 느끼는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비즈

니스 상황에서 사람들은 당신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당신의 신체 언어가 당신의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시

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시선을 마주치는 것은 의사소통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상대방을 쳐다보고 있을 때, 당신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만약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면, 당신은 상대가 (당신에게) 중

요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얼굴 표정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또 다른 형태이다. 미소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다. 당신은 신체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메시지

를 전달받을 것이다.

정답의 근거  마지막 문장 You may not be aware of what you are 

saying with your body, but others will get the message.가 이 글의 

주제문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신체 언어가 청자에게 화자의 감정과 태도를 전달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④ ‘신체 언어가 말

보다 더 크게 말한다’이다. 

①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② 좋은 말은 큰 가치가 있다

③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메시지를 보내 주기를 바란다     

⑤  말을 하고 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  (한 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다)

Words  occur to ~에게 생각이 떠오르다    master[m®st‰÷] 달인, 대가    

disguise[disgáiz] 변장, 위장    constantly[k£nst‰ntli]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setting[sèti\] 환경    match[mæt∫] 어울리다; 일치하다    obvious[£bvi‰s] 

명백한, 분명한    impression[imprè∫‰n] 인상; 감명    facial expression 표정    

non-verbal[n¢nvÁ;÷b‰l] 말로 할 수 없는, 비언어적인    be aware of ~을 알다, 

~을 알아차리다

24 정답 ④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처럼, 그것은 특히 한 가지로 유명한데, 그것은 

바로 매운맛이다. 모든 전통적인 멕시코 요리법의 중심에는 칠리고추

가 있다. 그것은 매운맛이 나는 양념으로, 소스나 피클 등에 사용되거

나 말려서 가루로 빻아진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맵다거나  

너무 기름지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멕시코 음식이 

건강에 상당히 좋다는 데 동의한다.

만약 당신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데, 멕시코 음식을 전혀 먹어 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것은 고

기와 채소로 이루어진 건강에 좋은 혼합 재료가 종종 사용되기 때문

에 한국 음식과 많이 비슷하다. 다채로운 색깔과 맛으로 그것은 매우 

독특하면서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음식이 되었다. 여기 한국에서 

C(도치구문) V

S

통계 자료(복수 취급)

happen 강조

keep ＋ 목적어 ＋ 목적격보어: ~를 …한 상태로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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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정답 ④ 

컴퓨터는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혜택을 주고 돕기 

위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는 감정적 판단을 하거나 인간에 

의해 입력된 지시에 불복종하거나, 인간의 마음을 읽거나 인간 관계

를 대신할 수 없다. 그와는 반대로, 사람들은 컴퓨터가 가장 간단한 

명령을 수행하도록 지시할 때조차 매우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도움이 된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

람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결과와 그러한 결과를 어떻게 얻을 수 있

는지를 알아낼 수 없다면, 컴퓨터는 효과적일 수 없다. 궁극적으로, 

컴퓨터는 인간에게 독립적(→ 의존적)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의사 결

정의 책임을 컴퓨터에게 내어주어서는 안된다. 특히 의학 치료, 국

방, 항공 교통 관제, 또는 심지어 대출 과정이 관련되어 있다면, 인간

은 컴퓨터에 의해 보고되는 상황들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정답의 근거  컴퓨터는 인간의 지시에 의해 명령을 수행할 뿐이며, 인간을 대신

할 수 없다는 내용이므로 컴퓨터가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인간에게 ‘의존적’이라

는 흐름이 되어야 자연스럽다. 따라서 ④의 independent(독립적인)는 

dependent(의존적인)로 고쳐야 적절하다. 

구문 분석  Computers cannot be effective / unless the people 

using them are able to identify the results / they need and how 

to achieve those results. 

Words  replace[riplèis] 대신〔대체〕하다    disobey[dìs‰bèi] 불복종하다     

on the contrary 그와는 반대로    explicit[iksplísit] 분명한, 명쾌한    

command[k‰m®nd] 명령    identify[aidènt‰fài] 확인하다, 알아보다    

ultimately[=lt‰m‰tli] 궁극적으로    accordingly[‰k≤;÷di\li] 따라서, 그러므로    

relinquish[rilí\kwi∫] 포기하다, 내주다 (to)

27 정답 ④ 

위 그래프는 미국의 백인, 흑인, 라틴 아메리카인, 아시아 및 태평양 

섬 주민 성인들의 세 가지 종류, 즉 산문, 문서 그리고 수에서의 읽고 

쓰는 능력에 관한 1992년과 2003년의 평균 점수를 보여 준다. 평균

적인 읽고 쓰는 능력의 점수 차이는 인종에 따라 명백했다. 백인 성

인들은 평가된 세 가지 종류의 읽고 쓰는 능력에서 다른 민족들보다 

점수가 더 높았다. 흑인 성인들의 성취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각각의 종류의 읽고 쓰는 능력에서 향상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라틴 

아메리카 성인의 평균 점수는 산문과 문서의 읽고 쓰는 능력에서 하

락했다. 하지만, 아시아 및 태평양 섬 주민 성인들의 평균 점수는 흑

인 성인들에 이어 평가에서 3위를 차지했다. 2003년에 흑인 성인들

은 세 가지 종류의 모든 읽고 쓰는 능력에서 라틴 아메리카인들보다 

더 우수했다. 

정답의 근거  도표에서 아시아 및 태평양 섬 주민 성인들의 평균 점수가 4개 인

종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④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literacy[lít‰r‰si]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prose[prouz] 산문    

apparent[‰p®r‰nt] 명백한    assess[‰sès] 평가하다    decline[dikláin] 

감소〔하락〕하다    outperform[àutp‰÷f≤;÷m] 능가하다, 더 나은 결과를 내다

28 정답 ④ 

Robert Louis Stevenson은 1850년에 에든버러에서 태어났다. 

잘나가는 토목 기사의 아들이었던 그는 가업(家業)을 잇기보다는 법

학을 공부하기로 선택했다. Stevenson은 부모님과 관계가 원만하

지 못했는데, 그것은 그가 장로교를 아주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그는 남은 일생 동안 그를 괴롭힌 호흡기 질환

에 걸렸다. 그가 직업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그

러나 스코틀랜드의 기후는 그의 허약한 몸 상태에 아무런 도움이 되

지 않아서, 오랜 기간의 외국 생활 끝에 그는 결국 사모아 제도에 정

착했다. Stevenson은 칼뱅주의적 배경으로 인해, 예를 들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에서처럼 운명 예정설과 악(惡)의 힘에 대한 의문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정답의 근거  20대에 직업 작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작가로서 이미 성

공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In his early twenties,  ~ his life. It was at this time ~ to 

become a professional writer.)

구문 분석  It was at this time / that he decided to become a 

professional writer.  

Words  prosperous[pr£sp‰r‰s] 번영한; 성공한    civil engineer 토목기사    

cordial[k≤;÷d,‰l] 화기애애한, 다정한    intense[intèns] 극심한, 격렬한    

contract[k‰ntr®kt] (병에) 걸리다    respiratory disease 호흡기 질환    

plague[pleig] 괴롭히다    delicate[dèlik‰t] 허약한; 섬세한    inquire 

[inkwái‰÷] 묻다; 조사하다    predestination[pridést‰nèi∫‰n] 운명 예정설 

(그리스도교에서 구원 받을 사람이 미리 예정되어 있다는 교리); 운명, 숙명    evil[í;v‰l] 악

29 정답 ⑤ 

Jim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침낭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가까이에서 아직 잠들어 있는 친

구들, Bob과 Michael과 함께 있는 텐트 안에서 안심했다. 텐트의 

꼭대기에 있는 푸른색 재질이 달빛에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곧 이 고요한 밤에 드러누웠고 다시 잠이 들었다. 새벽 1시 15분쯤, 

그는 텐트 바깥쪽 덤불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깼다. 

Bob과 Michael도 모두 잠에서 깨서 일어나 앉았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가겠어.”라고 Michael이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샌들을 

신고 커다란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

윽고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나더니 사람의 비명 소리

가 그 소리에 더해졌다. Jim과 Bob은 슬며시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

가가 팔로 서로를 감싸 안았다.

정답의 근거  친구들끼리 야영을 하던 중에 새벽녘에 이상한 소리를 듣고 한 친

구가 살펴보러 나갔는데, 이후 동물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사람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 남은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므로, 글의 분위기

로는 ⑤ ‘frightening(무서운)’이 적절하다.

① 소란스러운    ② 축제 분위기의    ③ 낭만적인    ④ 감동적인

Words  glow[glou] 빛나다    awaken[‰wèik‰n] (잠에서) 깨다〔깨우다〕    

bush[bu∫] 덤불    snarl[sn°;÷l] 으르렁거리다    howl[haul] (개·이리 등이 길게) 

울다〔울부짖다〕    slide[slaid] 미끄러지다 ; 슬며시 움직이다  (slide – slid – slid)

= if ~ not 

= computers 선행사

(that)
∨

V(to부정사만을 목적어로 취함)S「It is〔was〕 ~ that ...」 강조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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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가 성공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는 직원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

소통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일류 회사들은 비공식적이면서 개방

된, 거대한 의사소통망을 가지고 있다. 그 회사들의 직원들은 비공식

적 또는 공식적으로 서로 교류를 지속한다. 관리자들은 쉽고도 빈번

한 의사소통을 장려한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소통은 어떻게 조성될 

수 있는가? 모든 관리자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이 상호적(쌍방향)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직원들이 질문을 하고 

관리자들이 하는 말에 반응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것은 피드

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리자가 물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질문은 ‘그것을 이해했습니까?’이다.

정답의 근거  빈칸 다음 문장에서 직원들이 관리자에게 질문을 하고 관리자의 

말에 반응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하며, 피드백이 의사소통에서 중요하다고 했는

데, 이는 의사소통이 일방 통행식이 아니라 ④ ‘상호적(쌍방향) 과정’이 되어야 한

다는 의미이다.

① 정보를 제공하는 것    ②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③ 좋은 관계                 ⑤ 분명한 지시를 하는 것 

구문 분석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all managers to 

remember / is [that communication is a two-way process].

Words  vital[váitl]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vast[væst] 거대한  (= huge)    

informal[inf≤;÷m‰l] 비공식의;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formal 공식적인; 격식을 

차린)    basis[bèisis] 기준, 단위    foster[f≤;st‰÷] 조성하다, 발전시키다    

two-way[tuwèi] 상호적인; 양방향의, 쌍방의  
 

31 정답 ① 

독일 사람들은 토마토를 먹으면 늑대 인간으로 변한다고 생각했다. 결

국, 18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토마토를 먹게 되

었다. 그러나, 토마토는 더 큰 논란의 대상이 될 운명이었다. 토마토가 

과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채소라고 생각하는가? 사실, 토마토는 과일이

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토마토가 채소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왜 

미국에서는 토마토가 법적으로 채소일까? 1800년대에, 수입 과일에는 

수입 관세가 붙지 않은 반면, 수입 채소에는 수입 관세가 붙었다. 그 당

시, 다량의 토마토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미국에 들어왔고, 미국의 토마

토를 재배하던 농부들은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다. 미국산이 아

닌 토마토에는 세금이 붙게 되도록 정부는 법으로 토마토를 채소로 규

정했다.

정답의 근거  1800년대에 미국에서는 수입 채소에는 관세가 붙었지만, 과일에

는 관세가 붙지 않았다. 하지만 외국에서 토마토가 대량으로 수입되자 자국의 농

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토마토를 채소로 규정하여 수입 관세를 붙였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① ‘세금이 붙게 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② 대량으로 수입되었다                  

③ 아주 낮은 가격으로 팔리게 되었다    

④ 전 세계에서 재배되기 시작했다    

⑤ 수입되는 것이 금지되었다 

Words  werewolf[w¬‰÷wúlf] 늑대 인간    due for ~할 예정인    controversy 

[k£ntr‰vË;÷si] 논쟁    legally[lí;g‰li] 법률적으로    import[imp≤;÷t] 수입(↔ 

export 수출)

32 정답 ⑤   

컴퓨터가 현대 생활에 매우 필요한 것이 되어서 컴퓨터가 비교적 최

근에 발명되었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다. 확실히, 그것 (컴퓨터)들이 매

우 가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지만, 단점들도 있다. 우선, 그것

들은 기존의 수많은 범죄에 (범죄를) 더하고 있다. 전문적인 컴퓨터 

사용 능력을 이용해서, 해커라 알려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컴퓨터

에 무단으로 접근해서, 그들이 거기서 찾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경쟁사의 고객 명단을 입수해서 자신들의 사업을 

키우는 데 이것들을 이용하거나, 경쟁사의 사업 계획을 알아내기 위

해 산업 스파이의 형태로 해킹을 이용할 수 있다.

정답의 근거  빈칸 뒤에서 해킹 등을 통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컴퓨터의 단

점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⑤ ‘기존의 수많은 범죄에 (범죄를) 더하고 있다’가 들어

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가정에서 아이들의 학업을 방해한다    

② 초보자가 조작하기에 매우 어렵다    

③ 위험한 바이러스들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    

④ 헛소문을 퍼뜨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구문 분석  Computers have become so necessary to modern 

living / that it is difficult to believe / [that they are a relatively 

recent invention].  

Words  relatively[rèl‰tivli] 비교적    invention[invèn∫‰n] 발명(품)    

undoubtedly[>ndáutidli] 의심할 여지없이, 확실히    disadvantage 

[dìs‰dv®ntid,] 불리한 점, 약점    computing[k‰mpjù;ti\] 컴퓨터 사용    

expertise[éksp‰÷tí;z] 전문 기술〔지식〕    unauthorized[>n≤;^‰ràizd] 권한이 

없는, 승인〔공인〕되지 않은    access[®kses] 접근; 접근권    competitor 

[k‰mpèt‰t‰÷] 경쟁자, 경쟁 상대    

33 정답 ③ 

Thornton Niven Wilder는 미국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였다. 한번은 

그가 “우리는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보물을 의식하는 순간에만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의 희곡 ‘우리 마을’에서, 한 젊

은 여성이 죽고 나서 다시 인생의 하루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자신의 12번째 생일을 선택한다. 그날이 시

작되자, 그녀의 첫 번째 반응은 모든 순간을 음미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다. “나는 모든 것을 충분히 열중해서 바라볼 수 없어.”라고 그

녀가 말한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녀는 가족 구성원들이 열렬히 인생

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절망하며, 그녀는 “서로를 

바라봐요!”라고 어머니에게 말한다. 그리고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 지구여, 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알아보기에는 너무나 멋지구

나! 살고 있는 동안 인생을 깨닫는 사람이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

이 인생을 낭비한다. 

정답의 근거  죽은 뒤에 인생의 하루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희곡 속의 

등장인물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열중해서 보고, 경험하고 싶어하므로, 

빈칸에는 ③ ‘모든 순간을 음미하는’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② 미래의 행복을 위해 사는    

④ 이처럼 영원히 계속되는    

⑤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가주어

so ~ that ... : 너무 ~해서 …하다

to believe의 목적절진주어

S 의미상 주어

V 보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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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playwright[pléiráit] 극작가    reaction[ri;®k∫‰n] 반응    intense 

[intèns] 강렬한    desperation[désp‰rèi∫‰n] 절망    savor[sèiv‰÷] 감상하다

34 정답 ④ 

사람의 기억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머리 부상

과 종양은 건망증이 생기게 할 수 있다. 게다가, 기억력이 심각하게 

흐려지게 할 수 있는 많은 신경퇴행성 질병들이 있다. 이 시대에 사람

들이 겪고 있는 것 같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무언가를 기억할 이유

가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전화를 걸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외

워야 했던 시절을 기억한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으며, 결과적으

로 사람들이 많은 일상적인 일에서 기억력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한 

것 같다. 약속을 정하는 것과 같은 모든 종류의 일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 주도록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이메일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심

지어 다이어리를 확인하는 것조차도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기억력을 예전에 사용했던 만큼 자주 사용하

지 않기에, 이런 것들이 우리 기억력에 큰 타격을 준다.

정답의 근거  기술 발전으로 인해 더 이상 무언가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져서 

기억력이 퇴보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④ ‘무언가를 기억

할 이유가 없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그들은 사소한 세부적인 것에 대해 걱정한다 

② 그들은 컴퓨터하는 것을 즐긴다  

③ 그들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⑤ 기억해야 할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구문 분석  In addition, / there are a number of neurodegenerative 

diseases / [which can cause your memory / to fade 

significantly].  

Words  a multitude of 다수의    tumor[t∆ù;m‰÷] 종양    significantly 

[signífik‰ntly] 상당히, 크게    alert[‰lÁ;÷t] 의식하게 하다; 알리다, 경보를 발하다    

35 정답 ②

확증 편향은 자신의 기대와 일치하는 사례들을 인지하고 다른 것들은 

모두 무시하고,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경향이다. 다시 말

해서, 우리는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는’ 경향이 있다. 우체국에 항상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라벨을 붙이지 않

은 상자를 들고 창구에 있는 사람을 혐오하면서, 줄을 서서 천천히 이

동해 가는 모든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해낼 것이다. 여러분이 나와 

같다면, 아마도 창구로 바로 가는 그런 날들은 잊어버릴 것이다. 그것

이 확증 편향이다. 또는 여러분이 재판에서 배심원이라면, 피고인에 

대한 첫인상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견해와 일치하는 증거가 제

시되면, 여러분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며 아마도 그것

이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여기겠지만, 여러분의 견해에 반하는 증거

가 제시되면, 여러분은 그것을 대단치 않게 생각하거나 매우 철저한 

검토를 거치게 할 것이다.

정답의 근거  (A)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시하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적 경향을 빈칸 뒤에서 설명하고 있으므

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consistent(일치하는)가 적절하다.

(B)    배심원은 확증 편향에 따라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증거가 제시되면, 그 증

거가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persuasive(설득력 

있는)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다.

① 일치하는 - 구식의              ③ 상반되는 - 유익한    

④ 상반되는 - 설득력이 있는    ⑤ 상반되는 - 구식의

Words  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    downplay[dáunpléi] 대단치 않게  

생각하다, 경시하다    shuffle along 발을 끌며 (천천히) 걷다    loathe[lou"]  

혐오하다, 몹시 싫어하다    juror[d,ùÂr‰÷] 배심원    scrutiny[skrù;tÂni] 철저한 

검토, 정밀 조사

36 정답 ③

우정은 이성을 뛰어넘는다. 다시 말해서, 미덕에 대한 보상으로서 우

정을 베푸는 것은 우정에 값을 매기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에게는 베풀 우정도 없는 것이다. 만약 자신에게 덕이 있어서, 덕이 

있는 교제를 원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고른다면, 당신은 진실한 우정

에 더 가까워질 수 없다. 사람은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신이 주신 능력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누가 자기의 친구가 될 것인가를 결

정하는 것은 신의 권능에 맡겨야 한다. 왜냐하면 미덕을 지닌 사람을 

친구로 고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당신을 친구로 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정은 어떤 계산된 선택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는 비롯될 수가 없다. 우정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때 무의식적으로(잠들 듯이) 비롯되는 것이다.

정답의 근거  (A) 첫 문장이 주제문으로, 빈칸 뒤에 주제문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지므로 In other words(다시 말해서)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B)    우정은 이성을 뛰어넘으며, 계산적인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글의 주제

를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으므로 Indeed(사실)가 적절하다.

① 요컨대 - 한편             ② 예를 들어 - 하지만    

④ 전체적으로 - 대신에    ⑤ 반대로 - 따라서

Words  reason[rí;zn] 이성  ; 이유    reward[riw≤;÷d] 보답, 보상 (금)    

virtue[vÁ;÷t∫u;] 미덕, 덕목    virtuous[vÁ;÷t∫u‰s] 덕이 있는, 고결한    ground 

[graund] 이유    divine[diváin] 신의  ; 신이 준    determine[ditÁ;÷min]  

결정하다    calculated[k®lkjuléitid] 계산된, 계획적인

37 정답 ③ 

플로리다 주는 장래에 주(州)의 자원을 감소시킬 몇 가지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거리, 해변, 수로 등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이러

한 쓰레기를 올바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주의 공기, 토양, 물을 오염

시킨다. 또 다른 문제점은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해 습지대의 물을 빼내

는 것이다. 습지대가 마르면 플로리다 남부 주민들을 위한 담수 공급

량이 줄어들게 된다. 해양 굴착이 해안을 망쳐 놓고 해양 생물을 죽이

는 과정에서 세 번째 문제점이 발생한다. (사실, 석유 시추로 인해 발

생한 사상 최악의 재해들 중 하나가 텍사스 주의 연안에서 몇 년 전에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는 도시와 교외 지역의 

빠른 개발 속도이다. 이러한 개발은 플로리다 주의 천연자원, 특히 토

양과 물의 과도한 수요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주격 관계대명사

=  a lot of (복수명사)

cause ＋ 목적어 ＋ 목적격보어

고난도독해-정답(1-96)OK.indd   39 14. 11. 29.   오전 1:50



정
답

과
 해

설
·

채
움

  40

정답의 근거  환경 문제로 인해 플로리다 주의 자원이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다

는 내용의 글로 문제의 네 가지 원인을 나열하고 있다. 하지만 ③은 텍사스 주에

서 일어났던 재해에 대한 내용으로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Words  litter[lít‰÷] (쓰레기 따위가) 흐트러져 어지럽히다, 널려 있다; 쓰레기    

waterway[w≤;t‰÷wéi] 수로    disposal[dispóuz‰l] 처리    draining 

[drèini\] 배수    swampland[sw£mpl©nd] 습지대    irrigation 

[ìr‰gèi∫‰n] 관개    resident[rèz‰d‰nt] 주민, 거주자    offshore drilling  

해양 굴착(바닷속의 지하 자원을 캐내기 위해 깊이 구멍을 뚫는 일)    foul[faul] 더럽

히다    grave[greiv] 중대한  ; 진지한    urban[Á;÷b‰n] 도시의  (↔ suburban 

교외의)    excessive[iksèsiv] 과도한, 지나친

38 정답 ③

빈곤한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먹을 식량을 재배한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시장에서 여분의 식량을 판다. 알맞은 시기에 충분한 

물과 햇빛이 있으면 그들의 농작물이 잘 자란다.

 그러나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즉 가뭄이 들면, 농작물은 

자라지 않는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홍수를 일으켜서 어린 식물들

을 쓸어가 버린다. 

 이런 이유로 농작물이 자라지 않으면, 사람들은 먹을 것과 팔 것이 

전혀 없어서 굶주리게 된다. 그러나 악천후만이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앙골라는 농작물이 쉽게 자라는 땅이 많다. 

 그 나라를 더 부유하게 해 주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다이아몬드와 

석유도 있지만, 5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지난 

27년간 내전을 해 왔기 때문이다. 즉, 계속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작물

을 재배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정답의 근거  농작물은 물과 햇빛이 충분하면 잘 자란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는 역접의 접속사 But으로 시작하면서 가뭄이 들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경우를 언급한 (B)가 와야 한다. 그리고 (A)에서 날씨만이 농작물의 성장

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앙골라를 예로 들었는데, (C)에서 앙골

라에서는 전쟁 때문에 작물이 자라기 힘들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A) 다음에 

(C)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글의 순서는 (B)  －  (A)  －  (C)가 적

절하다.

구문 분석  It also has diamonds and oil / [that could be used 

to make the country richer], but half a million people are 

starving / because, for the last 27 years, there has been a civil 

war. 

Words  extra[èkstr‰] 여분의    crop[kr°p] (농)작물    drought[draut] 

가뭄    flood[fl<d] 홍수    starve[st°;÷v] 굶주리다, 굶어 죽다

39 정답 ④

정답의 근거  주어진 문장의 This procedure는 ④ 앞 문장의 내용, 즉 교수

들이 학생들의 과제를 스캔해서 소프트웨어에 넣으면, 그 소프트웨어가 그 과제

물을 인터넷의 문서와 대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문

장은 ④에 들어가야 알맞다.

구문 분석  This procedure also allows professors to more easily 

identify a term paper / [that a student has purchased from a 

website]. 

Words  adopt[‰d£pt] 채택하다, 받아들이다    prevent[privènt] 방지하다    

deter[ditÁ;÷] 막다, 단념시키다    combat[k‰mb®t] 방지하다, (방지하기 위해) 

싸우다    dishonesty[dis£n‰sti] 부정직  ; 부정행위    scan A into B A를 스캔해서 

B에 넣다    check[t∫ek] 대조하다, 살피다, 점검하다    procedure[pr‰sí;d,‰÷] 

절차    identify[aidènt‰fài] 확인하다, 식별하다

40 정답 ② 

‘Glamour’나 ‘Cosmo’와 같은 출판물들은 여성들의 불안한 심리에 

호소하여 수백만 달러를 벌고 있다. ‘이상형의 남자를 유혹하는 법’이

라는 주제로 여성들을 유혹하여 한 달에 7백만 부의 매출을 올리고 있

다. 이러한 정기 간행물들이 여성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잡지 출판업자들은 주장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이다. 독자들의 반응을 

잘 아는 한 전문가는 연령이나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여성

들이 이러한 잡지들 중 한 권을 보고 난 후에 스스로에 대해 열등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만약 여성들이 잡지를 보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정신과 신체 건강을 발달시키고, 목표를 정하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은 더 많은 활동들에 쓴다면, 그들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그들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정말로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여성들은 잡지를 통해 열등감을 느끼기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부심을 높여야 한다.

정답의 근거  여성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  열등감 (inferiority)’ 

을 안겨 주는 잡지를 보는 대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

써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self-esteem)’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글이다.

① 기술 - 불안감    

③ 자신감 - 우월

④ 자기 인식 - 책임    

⑤ 직업 - 불만족

Words  publication[p>bl‰kèi∫‰n] 출판물    insecurity[ìnsikjù;Âr‰ti]  

불안(감)    lure[lju‰÷] 유혹하다    publisher[p=bli∫‰÷] 발행자, 출판업자     

claim[kleim] 주장하다    periodical[pìÂri£dik‰l] 정기 간행물    opposite 

[£p‰zit] 정반대

부사구

make ＋ 목적어 ＋ 목적격보어(형용사)

be used to부정사: ~하는 데 사용되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allow A to부정사: A가 ~하도록 허용하다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명예 협약을 채택

했다. 그러나 이 명예 협약이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항상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더 많은 학교들이 학문적 부정행위에 맞서기 위해 과학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몇몇 대학들은 표절 방지 소프트웨

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수들은 학생들의 과제를 스캔해서 소프트웨어

에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소프트웨어가 인터넷에서 이용 가

능한 텍스트와 그 과제물을 대조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수들은 학

생이 웹사이트에서 구입한 기말 보고서를 더 쉽게 알아낼 수 있다. 게

다가 또 다른 종류의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이용해 실시하는 시험에

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는다. 그것은 응시자가 시험 문항에 대

한 답을 찾기 위해 이메일이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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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정답 41 ⑤  42 ④

모든 사람들은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아기에게 사랑해 주고 돌봐주

는 부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어린 시절에 사랑받고 있다고 느

끼고 부모와 친밀한 것이 나이가 들었을 때 질병과 건강에 있어서 우

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한다. 

1950년대 초반에, 126명의 건강한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무작위로 부

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를 ‘매우 친밀한’, ‘따뜻하고 다정한’, ‘견딜만한’ 

또는 ‘긴장되고 냉랭한’으로 평가했다. 

35년 후에, 이 참여자들에 대한 의료 기록이 입수되었다. 놀랍게도, 

35년 전에 엄마와의 관계가 견딜만하거나 긴장되고 냉랭하다고 생각

했던 91퍼센트가 중년에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궤양, 그리고 알코올 

중독을 포함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 그에 비해, 이전에 부모와 따뜻

하고 다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오직 45퍼센트만이 

유사한 질병에 걸렸다. 

연구자들은 부모와의 애정 어린 관계라는 토대가 나이가 들었을 때 

스트레스와 병원균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보호하

고, 살고 싶고 치료를 받고자하는 욕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부모들은 자신들이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거리

를 두면, 아이들이 남은 인생에서 대가를 치를지도 모른다는 점을 알아

야 한다. 

정답의 근거  41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한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 질

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⑤ ‘나이가 들

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 주는 부모의 사랑’이 가장 적절하다.

 ① 건강한 부모와 건강한 자녀 

 ② 건강한 자녀를 기르기 위한 부모의 노력  

 ③ 가족의 건강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들 

 ④ 건강에 대한 자녀와의 대화의 중요성 

42   35년 후에 그 당시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료 기록을 입수했다고 했으므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After thirty-five years, medical records were obtained ~.)

구문 분석  An amazing 91 percent / [who, thirty-five years 

earlier, felt / that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mothers / was 

just tolerant, or strained and cold], / had developed serious 

diseases / in midlife, / including coronary artery disease, high 

blood pressure, ulcers, and alcoholism. 

Words  thrive[^raiv] 번성하다; 잘 자라다, 성장하다    randomly[r®nd‰mli] 

임의로, 무작위로    tolerant[t£l‰r‰nt] 관대한; 견딜만한    strained[streind] 

긴장된; 껄끄러운, 불편한    ulcer[=ls‰÷] 궤양    foundation[faundèi∫‰n] 토대    

negative[nèg‰tiv] 부정적인    immune system 면역 체계    hold back  

억제〔제지〕하다

43-45  정답 43 ④  44 ④  45 ③

정답의 근거  43 한국의 농산물 생산자가 완벽한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압

박감을 느낀다는 내용인 (A) 다음에 그 이유가 한국 소비자들이 완벽한 상

품만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D)가 나와야 한다. 그 다음에, 한국 소

비자들의 독특한 특성인 식품의 겉모양을 중시하는 성향을 부연 설명하는 

(B)가 이어진 후, 그렇지만, 이제 겉모양에 다소 결함이 있지만 품질은 동일

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라는 내용의 (C)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44  (a), (b), (c), (e)는 모두 ‘완벽한 농산물’을 가리키는 반면, (d)는  

‘defective products(결함이 있는 상품)’을 가리킨다. 

45  한국의 소비자들이 공업품처럼 크기나 품질이 동일한 완벽한 농산물만을 

원한다는 점에서, 지나친 요구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③ 

‘지나친 요구를 하는’이 들어가야 한다.

 ① 검소한    ② 합리적인    

 ④ 느긋한    ⑤ 건강을 의식하는

구문 분석  The fruits are not really inferior to usual products in 

quality and taste, / but somehow are deformed / or irregular in 

size, / or have other reasons to be put aside. I think / this is a 

good trend [to make us more aware / of what we really want / 

and to avoid wasting food products].

Words  perfection[p‰÷fek∫‰n] 완벽    pressure[prè∫‰÷] 압박(감), 스트레스    

agricultural[©grik=lt∫‰rÂl] 농업의    genetic-engineering 유전 공학    

defective[difèktiv] 결함이 있는    inferior[infíÂri‰÷] (~보다) 질 낮은, 열등한

(↔ superior 우수한)    deformed[dif≤;÷md] 변형된, 일그러진    irregular 

[irègjul‰÷] 고르지 못한; 불규칙적인    electrical appliance 전자제품

S

Ś   V́   

삽입어구

V O

~을 포함하여

목적절

make  +  목적어  +  목적격보어(형용사)

라틴계 비교급

trend 수식 관계대명사

목적어로 동명사 취함

(that)
∨

  슈퍼마켓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의 과일과 채소는 완벽함에 있어서 

도가 지나친 것이 분명하다. 생산자들은 그들의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고 완벽한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항상 느낀다. 

 그것은 한국의 소비자들이 항상 완벽한 상품을 기대하기 때문이

다. 우리는 무슨 상품이든지 간에 결함 없는 상품을 원한다. 주부들은 

구부러진 오이보다 곧은 오이를 사는 것을 선호하며, 각각의 딸기는 

크기와 색, 그리고 물론 신선함에 있어 균등해야 한다. 우리는 상점이 

완벽한 상품만을 파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우리는 자동차와 전자제

품과 같은 기계류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크기와 품질 면에서 똑같이 

완벽한 수준을 기대한다. 한국 소비자들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지나

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괴물 과일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바로 한국 소비자들의 이

런 독특한 성향이다. 만약 이들 판매자가 미국 시장에서 팔리는 과일

과 채소에 대해 들을 수 있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 여기 한국에서는 

그런 불완전한 상품을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 그런 상품을 재배하기 위해서 농약과 유전 공학이 사용되었을 것

이라고 의심하면서도, 한국 사람들에게 식품에 관한 한 겉모양은 매

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의 수요가 변화의 조짐을 보여 준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소위 결함 있는 상품만을 취급하는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 그 과일들은 실제로 품질과 맛에 있어서 보통의 상품보다 질이 

더 낮지 않지만, 어쨌든 볼품없거나 또는 크기가 고르지 않거나 제쳐

두어야 할 다른 이유들이 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진정으

로 원하는 것을 더 깨닫게 하고 식품 낭비를 막는 좋은 추세라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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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친구란 여러분이 고르는 가족이다.

④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⑤ 남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다. 

Words  retirement village 실버타운(은퇴한 노인들이 사는 시설)    keep to 

oneself 남과 어울리지 않다, 홀로 있다    truthfully[trù;^fÂli] 정직하게, 진실하게

20 정답 ② 

나는 단지 수억 명 중 한 명일 뿐이다. 지구의 비명에 귀를 막고 내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20년도 더 전에, 

무대에서 혼자 공연하는 한 코미디언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

다. ‘모두가 빨간 불을 무시하면 길을 건너는 것이 두렵지 않다.’ 이 반

어적인 말은 우리가 직면한 환경문제에도 적용된다. 나는 점점 커지

는 죄책감을 지울 수가 없다. 내게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미래가 어두

워질지도 모르는 두 아이가 있다. 그래서 지난달에 내 차를 운전하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겠다는 새해 결심을 했다. 나는 이

것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무슨 일인가를 해야 하며,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신호를 무시하고 저 길을 건너

서는 안 된다.

정답의 근거  비록 모든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나부터  

작은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요지의 글이다. 신호등의 빨간 불을 무시한다는  

내용을 예로 들어 글의 요지를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구문 분석  I know this is nothing, / but we should do something /  

and refuse to cross that street against the light, / even if 

everybody else does.

Words  turn a deaf ear to ~에 귀를 막다, ~을 무시하다      

stand-up comedian 혼자서 공연하는 코미디언    ironic[air£nik] 반어적인    

erase[irèis] 지우다    guilt[gilt]죄책감    New-Year’s resolution 새해 결심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

21 정답 ③

그들은 너무 천천히 움직이고, 건망증이 있고, 완고하다. 그들은 팀워

크를 하지 않으며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런 말로 나이 든 근로자를 묘사하며, 이러한 특징짓기가 종종 그들 대

신 더 젊은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인사 담당자가 내놓는 이유들이기

도 하다. 그러나 이런 관점이 사실로 판명되는가? 나이가 든 것이 생

산성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생산성에 해를 끼치는가? 일부 과학자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제까지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운데, 비록 나이 든 사람이 일부 업무에서는 더 느릴 수도 있지

만, 실제로 다른 업무들에서는 더 빠르며,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실

수를 덜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또한 오직 특정 뇌 기능만이 나

이와 관련되어 일어날 수 있는 결함에 영향을 받으며, 직장에서의 간

단한 변화가 이것을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답의 근거  나이 든 사람들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한 연구 조사에서 나이와 생산성은 큰 관련성이 없음이 밝혀졌다는 사실을 알리

는 글이다. 따라서 주제는 ③ ‘나이 든 것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절하다. 

=  crosses that street against the light

V́ 1

V́ 2

∧
(that)

∧
(should)

 18 정답 ⑤

독감에 걸린 것만 빼면, Fran과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자 간단히 적네. 우리 둘 다 열심히 일하고 여행도 많이 하고 있어. 우

리는 15일에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호주로 떠날 예정이야. 자네 가족 

들이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네. 내 고객 중 한 사람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더군. 그는 운송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 공장의 

문제에 관한 논문을 썼어. John Handel은 24세이고, 용모가 아주 

단정해. 자네가 허락한다면 그가 경력과 능력에 대한 기술서를 자네

에게 보내도록 하겠네. 그의 노력을 돕는 데 자네가 무엇이라도 해 줄 

수 있다면 아주 고맙겠네.

정답의 근거  필자의 고객 가운데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상대방에게 소개하고 

추천하는 글이다. 글의 서두에 나온 여행에 관한 말은 인사말에 해당하고, 편지

의 본래 목적은 후반부에 나오고 있음에 유의한다.

Words  drop a line 짧은 글을 남기다    master’s (degree) 석사 학위    

transportation[tr©nsp‰÷tèi∫Ân] 운송    thesis[^í;sis] 논문    personable 

[pÁ;÷sÂn‰bl] 외모가 단정한, 잘생긴    permission[p‰;÷mí∫Ân] 허가    

description[diskríp∫Ân] 설명(서)    background[b®kgràund] 배경, 경력    

capability[kéip‰bíl‰ti] 능력    in support of ~을 지지하여    appreciate 

[‰prí;∫iéit] 감사하다

19 정답 ③

한 여자가 실버타운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녀는 그 시설의 

관리인에게 그곳 사람들이 친절한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홀로 있는지 묻는다. 관리인은 그의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당신은 당신이 친절하다고 말하시겠습니까, 남과 어울리지 않는다

고 하시겠습니까?” 그녀가 자신은 친절하다고 대답하자, 관리인은 

그녀가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친절하다고 느낄 거라고 생각한

다고 진심으로 말한다. 몇 분 후, 다른 여자가 관리인에게 같은 질문

을 하고 같은 응답을 받는다. 그러나 이 여자는 자신은 남과 어울리

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그는 역시 진심으로 “예, 제 생각에 당

신은 이곳 사람들 역시 남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낄 것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정답의 근거  내가 주변인들에게 친절하면 그들도 내게 친절할 것이고 내가 주

변인들과 어울려 지내지 않으면 그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로, ③ ‘환

경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태도이다.’라는 요지가 적절하다.

①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본문 p.46~53 

18 ⑤ 19 ③ 20 ② 21 ③ 22 ③ 23 ④ 

24 ③ 25 ④ 26 ① 27 ④ 28 ④ 29 ② 

30 ③ 31 ④ 32 ① 33 ② 34 ③ 35 ⑤ 

36 ④ 37 ③ 38 ⑤ 39 ③ 40 ④ 41 ③ 

42 ⑤ 43 ③ 44 ⑤ 45 ④

독해 고난도 모의고사 0 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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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

② 나이에 따라 어떻게 생산성이 감소되는가

④ 나이 든 사람들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

⑤ 어떻게 직업이 나이 든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가 

구문 분석  The research also reveals / [that only certain brain 

functions are affected / by possible age-related deficits], / and 

[that simple changes in the workplace / can compensate for 

them].

Words  inflexible[inflèks‰bl] 완고한    adapt[‰d®pt] 적응하다     

characterization[k©rikt‰rizèi∫Ân] 성격 묘사; 특징 짓기    personnel 

[pË;÷s‰nèl] 인사과    productivity[pròud<ktív‰ti] 생산성    investigate 

[invèst‰géit] 조사하다, 연구하다    be prone to ~하는 경향이 있다    

function[f=\k∫Ân] 기능; 작용    deficit[dèf‰sit] 결손; 결함; 불리한 처지    

compensate[k£mp‰nséit] (결점 등을) 보완하다; 보상하다(for)

22 정답 ③ 

18, 19세기에 연인들끼리 주고받았던 흰장미는 매력과 순결을 의미했

다. 빨간 장미는 사랑과 갈망을 나타냈다. 분홍 장미는 ‘완전한 행복’

을 뜻했다. 장미가 시들었으면 그것은 ‘덧없는 아름다움’을 나타냈다. 

꽃봉오리는 ‘미와 젊음’을 의미했다. 활짝 핀 것은 불쑥 내뱉은 ‘난 당

신을 사랑해요!’라는 말이었다. 식물학자 Laura Martin에 의하면, 

꽃송이가 곧으면 긍정적인 사고를 나타냈다. 고개를 떨군 것은 무엇

이든 좋은 징표가 아니었다. 남자가 여자에게 가시와 잎이 달린 장미 

한 송이를 보내면, 그것은 ‘당신은 두려워하지도 희망을 갖지도 마라’

라는 뜻이었다. 만약 그가 가시를 없앤 그 장미를 돌려받으면, 그는  

‘희망하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었다. 여자가 그 장미를 가슴 위로 들

면 그에 대한 그녀의 메시지는 … 사랑이었다!

정답의 근거  남녀 간의 사랑에서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 장미꽃의 역할을 설

명하는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은 ③ ‘장미: 사랑의 메신저’가 적절하다.

① 장미를 기르는 법         

② 장미의 역사    

④ 색깔의 다양한 의미    

⑤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법 

Words  exchange[ikst∫èind,] 교환하다    sweetheart[swí;th¢;÷t] 연인    

charm[t∫°;÷m] 매력    innocence[ín‰sÂns] 순결    wither[wí"‰÷] 시들다    

convey[k‰nvèi] 전달하다    fleeting[flí ;t i\] 덧없는, 잠깐 동안의    

bud[b<d] 꽃봉오리    blurt out 불쑥 말하다, 무심결에 말하다    botanist 

[b£tÂnist] 식물학자    upright[=pràit] 곧게 선    droopy[drù;pi] 축 처진, 

기운이 없는    thorn[^∞;÷n] 가시

23 정답 ④

정답의 근거  ①, ②, ③, ⑤는 모두 ‘jogging(조깅)’을 가리키는 반면, ④는 문장 

성분상 가주어에 해당하며 noting 뒤에 나오는 진주어 that절을 가리킨다. 

that절 내의 it이 ‘jogging’을 가리킨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구문 분석  It is worth noting [that it is the only exercise [that 

can reduce heart disease, / the number one cause of death in 

America]. 

Words  commonplace[k£m‰npléis] 흔히 있는, 평법한    trail[treil] 오솔길; 

자국    advance[‰dv®ns] (의견 따위를) 제출하다, 내놓다    fitness[fítnis] 건강    

circulatory[sÁ;÷kjul‰t≥;ri] 순환의   emergency[imÁ;÷d,‰nsi] 비상사태, 위급    

reduce[rid∆ù;s] 줄이다    equipment[ikwípm‰nt] 장비

24 정답 ③ 

놀라운 경험이 그랜드캐니언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그랜드캐니언의 믿을 수 없는 광경과 풍경은 평생 가는 경

험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아름다운 비행을 제공하며, 이 비행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늘 인기가 좋습니다. GC Helicopters는 세 

가지 여행 상품을 제공합니다. Majestic tour는 그랜드 캐니언의 가

장 넓고 깊은 부분인 중앙 회랑 지대를 통과합니다. Canyon 

Grandeur tour는 동부 캐니언으로 갑니다. 그리고 Grand 

Kingdom tour는 중앙 회랑 지대와 동부 캐니언 투어를 결합합니

다. 우리는 여러분이 높은 곳에서 멋진 광경을 즐기도록 돕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정답의 근거  (A) awaits는 타동사로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를 취하는데 뒤에

     for you라는 전치사구가 오므로 자동사인 waits가 와야 한다. 

(B)    앞에 나온 these scenic flights를 받아야 하므로 복수형 대명사인 

them이 적절하다.

(C)   동사 help는 목적격보어로 원형부정사나 to부정사를 취하므로 enjoy나 

to enjoy가 와야 한다.

Grammar ✛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

의미가 유사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여 사용해야 한다. 자동사는 명사인  

목적어를 바로 취하지 않고 전치사와 함께 쓰인다.

await - wait for  (~을 기다리다)    

reach - arrive at〔in〕  (~에 도착하다)    

explain - account for  (~을 설명하다)    

attend - participate in  (~에 참석하다)

If you go on a bit farther, you’ll reach the park. 

(좀 더 가면, 공원에 도착할 것이다.)

Call me as soon as you arrive at Seoul. 

(서울에 도착하는 대로 내게 전화해.) 

S V 목적절1

목적절2

=  age-related deficits

가주어 진주어 = jogging
        주격 

관계대명사

worth -ing ~할 가치가 있는

동격

조깅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개인 스포츠가 되었다. 도시의 거리

를 따라서, 공원에서, 그리고 몇몇 도시에 만들어진 특별한 조깅로 

(路)를 따라서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달리는 것을 보는 것은 흔한 일

이 되었다. 이것의 인기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이론들이 제시되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달성할 수 있는 저렴

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심장, 폐, 그리고 순

환계를 발달시키는 운동이다. 이러한 체계가 건강하면, 몸은 거의 모

든 스포츠와, 일이나 위급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갑작스런 신체 

요구에 준비가 된 것이다. 이것이 미국에서 제일의 사망 원인인 심장

병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게다가, 이

것을 하는 데는 단 한 가지 종류의 장비만이 필요한데, 그것은 좋은 신

발 한 켤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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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incredible[inkrèd‰bl] 믿을 수 없는    a bird’s eye view 높은 곳에

서 내려다 본 광경    scenic[sí;nik] 풍경의; 경치가 아름다운    flight[flait] 비행    

option[£p∫Ân] 선택할 수 있는 것, 옵션    corridor[k≤;rid‰÷] (지질) 회랑 지대  ;  

복도    combine[k‰mbáin] 결합하다, 겸비하다    spectacular[spekt®kj‰l‰÷] 

시선을 집중시키는, 장대한

25 정답 ④ 

휴대용 CD 플레이어를 자랑하고 싶어 하던 시절은 지나갔고, 

SONY 사(社)는 그 사실을 기꺼이 인정한다. 상징적인 일본 가전제

품인 Walkman은 더 이상 일본에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SONY 사(社)가 발표했다. 그 회사는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와 

CD 플레이어의 일본 생산 라인을 폐쇄하는 한편, 중국과 말레이시아

의 해외 생산 라인은 유지한다. SONY 사(社)의 첫 번째 카세트 테

이프 플레이어 Walkman은 1979년에 생산되었고, 이는 전 세계 사

람들이 음악을 듣는 방식에 혁신을 일으켰다. 그러나 최근 그 회사는 

Apple Computer 사(社)의 iPod과 다른 인기 있는 MP3 플레이어

들과의 대결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고, 마침내 일본에서의 Walkman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정답의 근거  ① 원래 문장 The days are gone ~에서 gone이 문두로 나

     가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었다. 문장의 주어가 the days로 복수이므로 복수

동사 are의 쓰임은 옳다.

②  Walkman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수동태를 썼으며, 조동사 will이 

있으므로 동사원형 be를 썼다.

③ The company를 받는 대명사의 소유격이므로 its를 쓴 것은 옳다.

❹  and they revolutionized the way ~를 분사구문으로 표현한 것으로,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주절의 주어와 일치) 동사는 현재분사 형태가 되어

야 하므로 revolutionized는 revolutioniz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⑤  stop은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로 「stop ＋ -ing」는 ‘~하는 것을 멈

추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stop 뒤에 to부정사가 오면 stop이 자동사로 쓰인 

경우로, 이때는 to부정사를 부사적 용법(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Grammar ✛ 	 목적어의	형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

(1)  remember〔 forget〕 ＋ to부정사 : 앞으로 할 일을 기억하다〔잊어버리다〕  

remember〔forget〕 ＋ -ing: 이미 한 일을 기억하다〔잊어버리다〕

       I must remember to mail the invitation. It’s important.  

(나는 초대장 보내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중요한 일이다.)

      I forgot locking the door. (= I locked the door, but I didn’t 

remember it.) (나는 문을 잠갔던 것을 잊어버렸다.)

(2)  regret ＋ to부정사 : 앞으로 할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다  

regret ＋ -ing: 이미 한 일에 대해 후회하다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we are unable to offer you the 

job. (당신에게 일자리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I now regret saying what I heard. I shouldn’t have said it.  

(나는 지금 내가 들은 것을 말한 것을 후회한다. 그것을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구문 분석  Gone are the days / [when you wanted to brag /  

about your portable CD player] / — and SONY is willing to 

admit it.

Words  brag[bræg] 자랑하다  (=  boast)    portable[p≤;÷t‰bl] 휴대용의,  

이동할 수 있는    iconic[aik£nik] 상징적인    gadget[g®d,it] (작은) 기계 

장치, 도구    revolutionize[rév‰jù;∫‰nàiz] 혁신을 일으키다    struggle 

[str=gl] 분투하다, 몸부림치다    in the face of ~에 직면하여

26 정답 ①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부와 첨단 기술 장비의 발전 덕분에, 그리고 심

지어는 전쟁과 같은 전통적 위험 요소들의 부재 덕분에 위험성이 큰 활

동들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이들은 자기 본위적인 

방식과 현대 생활의 상대적인 편안함이 그것에 일조하고 있다고 주장

한다. 게다가, 스릴을 쫓는 사람들은 그들이 열여섯 살이든 아니면 마

흔여섯 살이든 간에 젊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싶어한다. ‘그것

의 상당 부분은 미국 상류층과 중류층 사람들의 부유함 및 무료함과 관

련이 있습니다.’라고 Andrew Exum은 그의 대학 신문에 기고했다. 

‘오늘날 많은 미국인들은 전에는 전문적인 모험가들만 했던 것들을 쉽

게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 활동들이 거의 대

부분 개성적인 표현, 즉 창의성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정답의 근거  (A) 문맥상 예전의 위험 요소들이 지금은 없어서 위험성 있는 

      활동들이 인기를 끈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absence(부재)

가 와야 한다. (presence: 존재, 출석)

(B)  미국 상류층과 중류층 사람들의 삶이 풍요롭고 무료하기 때문에 스릴를 쫓

게 된다고 하는 것이 글의 흐름상 자연스러우므로 abundance(부유함)가 

적절하다. (avoidance: 회피)

(C)  individual expression을 대신하는 말이므로 creativity(창의성)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captivity: 감금) 

Words  hightech[hàitèk] 첨단 기술    risk[risk] 위험      

self-centeredness[sélfsènt‰÷dnis] 자기중심성    relative[rèl‰tiv] 상대적인    

rebellious[ribèlj‰s] 반항적인    boredom[b≤;÷d‰m] 지루함, 권태감

27 정답 ④ 

위의 그래프는 서식 범위가 아시아 국가인 코끼리들의 1997년과 

2004년의 최대 추정 개체 수를 보여 준다. 그래프에 포함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체 수가 감소했다. 이것은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뚜렷했

는데, 이곳에서는 코끼리의 수가 이 기간 동안 절반 미만으로 감소했

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는 단연코 가장 많은 수의 코끼리가 있는  

나라로 남아 있지만, 극적인 수의 감소를 경험하여, 2004년에는  

약 7,500마리의 코끼리만이 있었다. 중국은 2004년에 약 500마리 

코끼리로 개체 수가 가장 작았다. 라오스에서는 코끼리의 개체 수가 

1,000마리 미만의 수준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끼리의 개체 수가 회복될 조짐을 보여 준 유일한 나라는 캄보디아였

는데, 그 나라에서는 개체 수가 2004년에 약 1,500마리로 증가했다.

정답의 근거  라오스의 코끼리의 개체 수는 1,000마리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

고 있으므로 ④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estimate[èst‰méit] 추정하다, 예측하다    maximum[m®ks‰m‰m] 

최대, 최대치    range[reind,] 분포〔서식〕 범위    noticeable[nóutis‰bl]  

두드러진, 현저한    stable[stèibl] 안정된

28 정답 ④

선행사 관계부사

기꺼이 ~하다

20세기 초, 작가이자 민권 운동가인 William Edward Burghardt 

Du Bois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위한 반대의 의견을 내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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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흑인을 위한 경제적 증진은 정치적 권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

으므로 ④가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구문 분석  Washington’s conservative approach stressed / 

opportunities rather than complaints, / and jobs rather than 

rights.

Words  activist[®ktÂvist] 운동가    dissenting[disènti\] 반대하는    

spokesman[spóuksm‰n] 대변인    oppose[‰póuz] ~에 반대하다    

conservative[k‰nsÁ;÷v‰tiv] 보수적인    gain[gein] 이익, 증진    

accommodation[‰k¢m‰dèi∫Ân] 시설    equality[ikw£l‰ti] 평등    

fund[f<nd] 기금    dominant[d£m‰n‰nt] 지배적인, 우세한    

militancy[míl‰t¢nsi] 투쟁 정신    inspiration[ìnsp‰rèi∫Ân] 영감, 자극제

29 정답 ② 

다른 부동산업자인 Dave와 나는 각자의 차로 매도인의 집에 도착했

다. 그 부부가 가격을 의논하는 동안에, 우리는 밖에 나가서 기다렸다. 

내 차는 반 블록 떨어진 곳에 있어서, 나는 집 앞 차도에 있는 동료의 

차로 향했다. 얼마 후 나는 옆집 사람이 잔디에 놓인 의자에서 일어나 

우리 쪽을 몇 분 동안 쳐다보는 것을 알아챘다. 잠시 후 그는 그 행동

을 반복했다. 나는 좀 불편해서 결국 Dave에게 어쩌면 차를 빼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내 차를 빼라고?” Dave가 문을 열고 뛰쳐 나오

면서 외쳤다. “나는 이게 네 차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때 그 옆집 

사람이 세 번째로 다시 왔고, 우리는 우리가 그의 차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답의 근거  처음에는 판매자의 옆집 사람이 자꾸 필자와 동료를 쳐다보아서 

불편함(uneasy)을 느끼다가, 필자와 동료가 서로 상대의 것인 줄 알고 안에 들어

가 있던 차가 바로 옆집 사람의 차라는 것을 알고는 부끄러움(ashamed)을 느꼈

을 것이다.

① 초조한 → 흥분한    

③ 편안한 → 외로운  

④ 실망한 → 슬픈       

⑤ 겁에 질린 → 화가 난 

구문 분석  I felt a little uncomfortable / and finally suggested to 

Dave / [that maybe he move his car].

Words  real-estate agent 부동산 중개인    vendor[vènd‰÷] (주택 등의)  

매도인, 판매업자    colleague[k£li;g] 동료    exclaim[iksklèim] 외치다

30 정답 ③ 

심장병은 미국에서 계속해서 제 1의 사망 요인이기 때문에, 연구원들

은 그 위험 요소를 알아내는 데 점점 더 관심을 가져 왔다. 새로운 연

구에 따르면, 심부전은 시간적 패턴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주일의 

다른 요일보다 월요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심부전을 경험한다. 게다

가, 잠에서 깨어난 후 바로 몇 시간 동안 심부전이 더 많이 일어난다. 

심장병 전문의들은 이러한 아침 현상을 1980년대 중반에 처음 주시했

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가능한 원인들을 발견해 왔다. 이른 아침에 

혈압 및 심장박동이 증가하고, 심장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집중되며, 

게다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는 이 모든 것이 오전 8시에서 

11시 사이의 시간에 심부전의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정답의 근거  심부전이 일주일 중 월요일, 하루 중 아침에 더 많이 생긴다는 연

구 결과는 심장병이 ③ ‘시간적 패턴’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① 연령 인자    ② 기후 패턴    ④ 사회적 관계    ⑤ 공간적 관계 

구문 분석  Cardiologists first observed this morning phenomenon /  

in the mid-1980s, / and have since discovered a number of 

possible causes.

Words  heart disease 심장병    heart failure 심부전   phenomenon 

[fin£m‰n¢n] 현상    (pl. phenomena)    blood pressure 혈압   concentration 

[k¢nsÂntrèi∫Ân] 집중    stimulate[stímj‰léit] 자극하다    reduction 

[rid=k∫Ân] 감소    contribute[k‰ntríbju;t] ~의 원인이 되다    incidence 

[íns‰dÂns] (병·사건 등의) 발생, 발생률    temporal[tèmpÂr‰l] 시간의    

spatial[spèi∫‰l] 공간의    

31 정답 ④ 

123,000을 어떻게 읽는가? 소수점 왼쪽의 세 번째 자리는 천의 자리

이므로, ‘one hundred twenty three thousand’라고 읽을 수 있다. 

그러면 12.37208은 어떻게 읽는가? 그것은 ‘twelve point three 

seven two zero eight’라고 읽으면 된다. 그러나 다른 방법도 있다. 

아래 표를 보아라.

소수점의 오른쪽 다섯 번째 자리는 십만분의 일의 자리이다. 따라서 

12.37208은 ‘twelve and thirty seven thousand two hundred 

eight hundred thousandths’라고 읽으면 된다. 가장 작은 소수점 

자리값의 관점에서 (분수처럼) 소수 자리를 읽었다는 것에 주목하라. 

이제 여러분이 질문에 답할 차례이다. 2.1002는 어떻게 읽는가? 빈칸

에 답을 써라. two and one thousand two ten thousandths.

정답의 근거  소수점 이하의 자리를 읽기 위해서는 우선 소수점 아래 몇 개의 

수가 있는지를 세어 본다. 2.1002는 소수점 아래 4개의 수가 있으므로 4개의 

수를 정수를 읽듯이 읽고 나서 마지막에 자릿값을 붙여 주면 된다. 따라서 

2.1002에서 소수점 아래 1002는 ‘one thousand two’라고 읽고 나서 소수

점 아래 4번째 자릿값인 ten thousandths를 붙여 준다. 즉, 2.1002는 ‘two 

and one thousand two ten thousandths’라고 읽으면 된다. 

Words  decimal point 소수점    blank[blæ\k] 빈칸, 공백

S V

A rather than B: B보다는 오히려 A이다
∧
(Washington’s ~ stressed)

S V1

V2 많은(= many)

 십 일 십분의 일 백분의 일 천분의 일  만분의 일 십만분의 일

 1 2 3 7 2 0 8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

목적절

(should)
∨

대변인이 되었다. 그는 Tuskegee 대학의 총장인 Booker T. 

Washington의 정책들에 반대했다. Washington의 보수적인 방식은 

불평보다는 기회를, 권리보다는 일자리를 강조했다. 이와는 반대로, 

Du Bois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위한 진정한 경제적 증진은 정치적 

권리, 공공시설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그리고 교육에 쓰이는 기금의 

평등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록 Du Bois와 대립

하긴 했지만, Washington은 1915년에 사망하기 전까지 흑인 운동에 

있어서 여전히 영향력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결국 Du Bois의 투쟁 

정신은 현대 민권 운동의 자극제가 되었다.

고난도독해-정답(1-96)OK.indd   45 14. 11. 29.   오전 1:50



정
답

과
 해

설
·

채
움

  46

32 정답 ①   

만일 당신이 구역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이 있고, 건강에 더 

좋은 대체품은 거의 없는 곳에 산다면, 당신은 정크 푸드를 더 많이 

먹기 쉽다. 그것은 건강에 덜 좋은 음식점들의 높은 집중도가 청소년

의 정크 푸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한 새로운 연구의 불쾌한 

발견이다. 결론은? 캘리포니아 십 대들의 거의 4분의 3은 식료품점, 

농산물 노점상, 농산물 직판장과 같은 건강에 더 좋은 식품 상점의 수

에 비례하여 건강에 좋지 못한 식품을 파는 패스트푸드점과 다른 상

점으로 밀집된 동네에 살거나 그런 동네에 있는 학교에 다닌다. 그런 

동네에 살거나 그런 동네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십 대들이 탄산음료

를 더 마시거나 패스트푸드를 더 먹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놀랄 만한 

것이 아니다. 연구에서는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의 소비는 과도한 열

량 섭취와 관련되어 있고 당뇨와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 주고 있다. 당신은 당신이 먹는것 그 자체다. 당신은 또한 당신이 

살고 있는 곳 그 자체다.

정답의 근거  건강에 덜 좋은 패스트푸드점 등의 상점이 더 많은 곳에 살거나 

그런 곳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십 대가 건강에 덜 좋은 음식을 먹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당뇨나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아, ①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이 당신을 나타낸다는 흐름이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② 얼마나 오래 자는지    ③ 어떻게 걸어서 가는지    

④ 이웃이 누구인지        ⑤ 피부에 무엇을 바르는지

구문 분석  Nearly three-quarters of California teenagers / live 

or go to school / in neighborhoods [that are crowded with fast 

food restaurants and other outlets [that sell unhealthy food /  

relative to the number of healthier food outlets, / such as 

grocery stores, produce street stalls, and farmers markets]].  

Words  alternative[∞;ltÁ;÷n‰tiv] 대안, 대체    unpalatable[>np®l‰t‰bl]  

입에 맞지 않는, 불쾌한    concentration[k¢nsÂntrèi∫Ân] 집중    outlet 

[áutlet] 직판장, 소매점    upshot[=p∫¢t] 결론    street stall 노점    take in 

~을 섭취하다    excess[iksès] 여분의, 초과한    diabetes[dài‰bí;tiz] 당뇨병    

obesity[oubí;s‰ti] 비만

33 정답 ②

정답의 근거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

는 스트레스와 그렇지 않은 스트레스를 구분한 뒤, 전자에만 집중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는 ②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다    

③ 그것을 다루기 위한 자신감을 가지다 

④ 혼자 있을 만한 장소로 가다           

⑤ 다행스러운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다 

구문 분석  Ignore that second island and / choose a single 

concrete action / to take in the first. 

Words  jeopardize[d,èp‰÷dàiz] 위태롭게 하다    weaken[wí;kÂn] 약화 

시키다    strain[strein] 긴장    have an impact on ~에 영향을 미치다    

productivity[pròud<ktív‰ti] 생산성    constructive[k‰nstr=ktiv] 건설 

적인    outline[àutláin] ~의 윤곽을 잡다    exercise[èks‰÷sàiz] 훈련    

blessing[blèsi\] 다행스러운 일    

34 정답 ③ 

당신을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

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이

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곳에 있을 수 있

다. 이 두 사람 모두 대략 같은 부와 명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은 비참하고 다른 한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왜 그런가? 정신 

태도의 차이 때문이다. 나는 뉴욕이나 시카고, 로스앤젤레스의 에어

컨이 가동되는 사무실에서 보아 온 것과 같은 행복한 얼굴들을, 열대 

지방의 지독한 더위 속에서 원시적인 도구를 들고 고되게 일하는 가

난한 농부들에게서도 보았다.

정답의 근거  빈칸 뒤에 제시된 내용, 즉 똑같은 조건에서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뉠 수 있으며, 열악한 조건에서도 좋은 조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행복할 수 있다는 예시들을 통해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

므로, 빈칸에는 ③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그것은 당신이 나중에 무엇을 갖게 될 것인가이다.

②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이유이다.

④ 그것은 당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이다.

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는가이다.  

구문 분석  It isn’t [what you have, / who you are, / where you 

are, / or what you are doing] / that makes you happy or 

unhappy.

Words  equal[í;kw‰l] 동등한    amount[‰máunt] 양    prestige 

[prestí;d,] 위신, 명망    miserable[mízÂr‰bl] 비참한    peasant[pèznt] 

농부    toil[t∞il] 고되게 일하다    primitive[prím‰tiv] 원시의, 미발달의    

devastating[dèv‰stéiti\] 굉장한, 파괴적인    tropic[tr£pik] (the ~s) 열대 

지방    air-conditioned[¬‰÷k‰ndì∫Ând] 에어컨이 설치된

~와 같은(= like)

명⃝ 농산물

be crowded with: ~으로 가득 차다

~에 비례하여

당신은 스트레스가 당신에게 얼마나 나쁜지 끊임없이 듣는다. 그것은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당신의 관계를 위험하게 하며, 당신의 수행 능

력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위험성들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일에 있어서

의 긴장은 제대로 관리될 때 실제로는 생산성과 수행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되, 그것을 건설적이 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다. 걱정이나 근심에 직면할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것

들 중의 하나는 당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들이 바꾸지 못할 것들에 대

해 안 좋은 기분을 느끼면서 시간을 보낸다. Achor의 저서인 ‘The 

Happiness Advantage’에서 그는 자신이 Island Experiment라

고 명명한 훈련의 개요를 말하고 있다. 그는 스트레스의 목록을 적은 

뒤 그것들을 두 개의 범주, 즉 ‘섬들’로 분류할 것을 제안한다. 한 개의 

섬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담고 있다. 다른 하나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 섬은 무시하고 첫 번째 

것에서 취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구체적인 행동을 선택하라. 

V1 V2

「It is ~ that」 강조구문(강조하는 어구가 간접의문문 형태의 명사절로 나열됨)

make  +  목적어  +  목적격보어(형용사): ~을 …하게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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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정답 ⑤ 

지진은 인간에게 굉장히 파괴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자연재해 

이다. 1994년에, 로스앤젤레스를 흔든 격렬한 지진 이후에 지진 과학

자들에게는 보도할 좋은 소식이 있었다. 그것은 피해와 사망자의 수

가 훨씬 더 심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 지진으로 60명 이상이 죽

었다. 그에 비해, 1988년에 미국을 흔든 비슷한 강도의 지진은 2만 5

천 명의 사상자를 냈다. 도시의 간선도로 통행량이 적을 때인 새벽 4

시 31분에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상자는 상대

적으로 적었다. 게다가, 지난 20년 동안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건

축 기술의 변화는 도시의 건물과 간선도로를 강화시켰으며, 이로써 

이것들은 지진에 대해 더 내구성을 갖게 되었다.

정답의 근거  (A) 1994년 지진에서는 사상자가 60명 이상이었고 1988년 지

진에서는 2만 5천 명의 사상자가 있었다고 서로 비교하고 있으므로 by 

comparison (그에 비해)이 적절하다. 

(B)  빈칸을 전후로 지진 피해가 줄어든 이유가 나열되고 있으므로 첨가의 연결

사 in addition(게다가)이 적절하다.

Words  earthquake[Á;÷^kwéik] 지진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     

death toll 사망자 수    intensity[intèns‰ti] (각종 에너지의 측정 가능한) 강도    

claim[kleim] 요구하다    victim[víktim] 희생자    relatively[rèl‰tivli]  

상대적으로    strengthen[strè\^Ân] 강화시키다    resistant[rizíst‰nt] 내성이 

있는, 저항력이 있는

36 정답 ④ 

억제의 반대는 수용으로, 이는 모든 사고에 따라 행동을 하거나 체념

하고 부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린 태도로 스스로의 생각이나 감

정에 반응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10번 심호흡을 하고 현재 무

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주목해라. 당신이 실제로 얼마나 마음이 혼란

스러운지를 깨달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에게 상당한 동

정심을 보여 주고 상황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내적으

로 그리고 외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Jeffrey가 좌

절감과 화를 거부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을 때, 그는 그것들의 강력한 속성을 발견하기 시

작했다. 그것들은 중요한 무언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그리고 그가 

생산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였다. 사람들에게 소리지르

는 대신에, 동료에게 분명한 요구를 하거나, 긴급한 문제로 신속히 이

동할 수가 있었다. Jeffrey가 그의 화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더 많이 궁금해하면 할수록, 그것은 그의 지도력을 손상시키기

보다는 지지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정답의 근거  (A) 빈칸 뒤에서 Jeffrey가 좌절감과 화를 거부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행위는 자신의 감정

에 주의를 기울이고 스스로에게 공감과 연민을 보이는 것이므로 빈칸에는  

compassion (연민, 동정심)이 적절하다.

(B)  Jeffrey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통해 

볼 때, 빈칸에는 accepted (받아들였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자신감 - 무시하고     

② 자신감 - 참아내고     

③ 용기 - 받아들이고     

⑤ 동정심 - 무시하고

Words  act on ~에 따라 행동하다    resign oneself 체념하다      

negativity[nég‰tív‰ti] 부정적임; 소극성    acknowledge[ækn£lid,] 인정하다    

quash[kw°∫] 억누르다    at stake 문제가 되어, 위험에 처한    

pressing[prèsi\] 긴급한    undermine[>nd‰÷máin] 손상시키다     

compassion[k‰mp®∫Ân] 연민, 동정심    

37 정답 ③

몇몇 연구에 따르면 개구리, 두꺼비, 그리고 이들과 같은 과(科)에 속

하는 동물들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놀랍게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들 중에 하나로 살충제나 다른 독소의 

살포가 포함된다. 농부들이 농작물에 사용하는 많은 살충제는 결국 

비에 씻겨서 개구리가 사는 연못이나 다른 곳으로 오게 된다. (일반적

으로, 개구리는 일생의 대부분을 물속이나 물가에서 살지만, 두꺼비

는 뭍으로 나와서 정원이나 뜰로 간다.) 개구리의 축축한 피부 때문

에, 물이 개구리의 피부를 통과할 수 있는데, 이로써 물속에 녹아 있

는 독이 개구리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독성이 있는 물질은 개구

리에게 커다란 해를 입히며, 심지어 수십 만 마리의 개구리를 죽게 만

든다.

정답의 근거  농작물에 뿌린 살충제가 결국 수많은 개구리를 죽이는 결과를 가

져오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글로, 개구리와 두꺼비의 서식지의 차이에 대해 설명

하는 ③은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Words  decline[dikláin] 감소    factor[f®kt‰÷] 요소    contribute to  

~의 원인이 되다; ~에 공헌하다    spread[spred] 보급    pesticide 

[pèst‰sàid] 살충제    eventually[ivènt∫u‰li] 결국    dissolve[diz£lv]  

용해시키다    poisonous[p≤izÂn‰s] 유독한    stuff[st<f] 물질

38 정답 ⑤ 

자연 보호를 둘러싼 갈등은 한 천연자원이 행정 구역을 가로지를 때 

악화된다. 예를 들어, 주요 강의 원류, 즉 수원지는 그 강이 흘러가는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위치해 있을 수도 있다.

 그 수원지가 하류 지역의 요구에 맞춰 보호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게다가, 하나의 천연자원이 관리되는 방식은 다른 천연자원들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 근처의 삼림을 베어 내는 것은 표층토를 깎아 내는 

침식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강의) 범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침식된 흙과 침니(沈泥)는 강을 혼탁하게 만들고, 생존을 

위해서는 깨끗하고 맑은 담수가 필요한 물고기나 중요한 수중 식물 

등과 같은 많은 유기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

정답의 근거  주어진 문장에서 다른 나라의 국경에 걸쳐 있는 수원지의 예가 나

오고 있으므로 그러한 수원지가 하류 지역의 뜻대로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을 언

급하는 (C)가 이어진다. (C)의 두 번째 문장에서 천연자원의 관리 방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천연자원의 훼손이 다른 자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예로서 

삼림 벌채가 강의 범람으로 연결되는 경우를 제시한 (B)가 (C) 뒤에 이어진다. 

그리고 (B)에서 언급된 침식(erosion)의 결과가 제시된 (A)가 마지막에 이어지

는 것이 적절하다. 

Words  conservation[k¢ns‰÷vèi∫Ân] (자연 환경) 보호    worsen 

[wÁ;÷sn] 악화되다    political boundary 행정 구역    headwaters 

고난도독해-정답(1-96)OK.indd   47 14. 11. 29.   오전 1:50



정
답

과
 해

설
·

채
움

  48

[hèdw≥;t‰÷z] (강의) 상류, 원류    source[s∞;÷s] 수원지, 출처    erode[iróud] 

침식하다    cloud[klaud] 흐리게 하다    adversely[ædvÁ;÷sli] 반대로, 불리하게    

organism[≤;÷g‰nìzm] 유기체    aquatic[‰kw®tik] 수중의    erosion[iróu,Ân] 

침식 (작용)    wear away 닳다, 마멸되다    topsoil[t£ps≥il] 표토, 표층토 표면    

flooding[fl=di\] 범람    guarantee[g©r‰ntí;] 보장    accommodate 

[‰k£m‰déit] ~에 편의를 도모하다    downstream[dáunstrí;m] 강 하류의

39 정답 ③ 

성취동기는 유년기에 특히 부모로부터 습득되는 경향이 있다. 한 연

구에서, 어린 소년들에게 아주 힘든 과업이 주어졌는데, 이 과업에서 

그들은 실패할 것이 뻔했다. 성취도 검사의 점수가 낮은 아들의 부모

들은 종종 자신의 아들이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서 짜증을 내고 

아들이 계속 (과업을) 수행할 용기를 꺾곤 했다. 성취도 검사에서  

고득점이 나온 아이들의 부모들에게서는 다른 행동양식이 나타났다. 

그 부모들은 아이의 실패에 대해 그저 불평만 하기보다는 아이가 성

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격려해 주곤 했다. 이들은 아이의 성공에 

대해서 칭찬과 다른 보상을 주곤 했다. 그러고는 그들은 자녀가 그 다

음의 더 어려운 도전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했다.

정답의 근거  주어진 문장은 성취동기가 높은 아이들의 부모들의 행동양식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 문장이다. 따라서 성취동기가 낮은 아이들의 부모들의 

행동양식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지는 ③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Words  achievement[‰t∫í;vm‰nt] 성취, 달성    motivation[mòut‰vèi∫Ân] 

동기 부여    annoy[‰n≤i] 짜증나게 하다    discourage[diskÁ;rid,] 용기를 

잃게 하다, 낙담시키다    emerge[imÁ;÷d,] 나타나다    reward[riw≤;÷d]  

보상    prompt[pr°mpt] 자극하다, 유도하다    go on to (다음 장소·주제 따위

로) 나아가다, 넘어가다

40 정답 ④ 

어떤 채소들은 익숙하지 않은 기후에서도 재배될 수 있다는 것을 아

는가? 서늘한 지역에서 자라는 채소가 이제 하와이처럼 더운 지역에

서도 재배될 수 있다. 하와이에서, 공학자들은 이런 채소들이 실제로 

더 서늘한 기후에서 자라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재배) 방식

으로 채소는 더 빨리, 그리고 더 맛있게 자란다. 이 공학자들이 이용

해온 것은 차가운 바닷물이다.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들이 땅속에 파이프를 묻으면, 파이프를 통해서 흐르는 차가운 물이 

땅을 식힌다. 이것은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고, 열대 기후에서 채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더 서늘한 기후에서 자라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런 파이프들 중에서 몇몇은 공기 중에 노출되

어 있어서, 공기 중의 수분이 작은 물방울로 맺혀 밭에 물을 대도록 

한다.

 하와이에서, 공학자들은 서늘한 기후에서 자라는 채소를 재배하기 

위해서 낮은 온도의 바닷물을 이용한다.

정답의 근거  ‘서늘한 기후에서 자라는 채소를 재배할 (grow cool-climate 

vegetables)’ 수 있도록 하와이에서 파이프를 땅속에 묻은 뒤, ‘낮은 온도 

  (low temperatures)’의 바닷물을 순환시킨다는 내용의 글이다.

① 소금맛 – 영양가 있는 농작물을 수확하다

② 풍부한 영양 – 영양가 있는 농작물을 수확하다

③ 풍부한 영양 - 서늘한 기후에서 자라는 채소를 재배하다

⑤ 낮은 온도 – 에어컨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대체하다

Words  be accustomed to ~에 익숙하다    flow[flou] 흐르다    stimulate 

[stímj‰léit] 자극하다    tropical[tr£pikÂl] 열대의    crop[kr°p] 농작물    

expose[ikspóuz] 노출시키다    irrigate[ír‰géit] 관개하다, 물을 대다

41-42  정답 41 ③  42 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이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서 도와준다. 희생자

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욕구로 유발되는 행동은 이타주의라 불린다. 

또 어떤 때에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얻

기를 바라서 도와준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그것이 우리를 좋게 보이게 해 준다고 생각

해서 기부할 수도 있다. 흔히, 우리는 도와준 후에 개인적인 만족과 

증가된 자존감을 경험한다. 우리가 얻게 될 보상을 염두에 두고서 도

움을 줄 때, 우리의 행동은 진정으로 이타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와주는 행동으로 알려져 있는 행동 범주에 속한다.

이타적 행동과 도와주는 행동의 구별은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는 두 경우 모두 결과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것

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행동을 자극하는지가 중요할까? 그렇다, 중요

하다. 그 행동 이면에 있는 동기에 따라서 제공되는 도움의 질이 달라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남북전쟁 이전 시절에 노예가 탈출하는 

것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일부는 그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았다.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한 노예들이 반드

시 대접을 아주 잘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한번은, 선장이 몇몇 탈출

한 노예들을 배에 싣고 자유로운 곳으로 데려다 주기로 했다. 자유로

운 곳의 해안에 도착하자, 그 선장은 그 노예들을 밀고하고 돈을 챙겼

다. 이와 비슷하게, 나치에 의해 점령된 유럽에서 돈을 받고 유대인들

이 숨는 것을 도와준 기독교인들은 돈을 받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수

준의 보살핌을 베풀지는 않았다. ‘돈을 받는 조력자’에 의해 숨겨진 유

대인들은 더 이타적인 ‘구원자들’에 의해 숨겨진 유대인들보다 혹사당

하고, 학대받고, 고발당할 가능성이 더 컸다.

정답의 근거  41 이타적인 행동과 도와주는 행동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

하는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이타적 행동과 도와주

는 행동 사이의 차이점’이다.   

 ① 건전한 보상을 위해 주는 선물    

 ② 노예 제도와 미국 남북전쟁의 기원    

 ④ 희생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이타적인 목표     

 ⑤ 나치에 의해 점령당한 유럽에서 기독교인의 유대인 구조

42   빈칸 바로 앞에서 ‘무엇이 행동을 자극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으므로, 빈칸

에 들어갈 말로는 ⑤ ‘동기’가 가장 적절하다. 

 ① 이론    ② 과학    ③ 기능    ④ 고통

구문 분석  Similarly, / Christians in Nazi-occupied Europe / 

[who helped hide Jews for pay] / did not extend the same level 

of care / as those [who were not paid]. 

Words  altruism[®ltru;ìzÂm] 이타주의    deduction[did=k∫Ân] 공제     

distinction[distí\k∫Ân] 구별, 차별    stimulate[stímjuléit] 자극하다    turn in 

     S

the same ~ as ...: …와 똑같은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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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인도하다, 밀고하다    for pay 보수를 받고    extend[ikstènd] (친절 따위를) 

베풀다    mistreat[mistrí;t] 학대하다, 혹사하다    abuse[‰bjù;z] 학대하다

43-45  정답 43 ③  44 ⑤  45 ④

  찢어진 청바지가 아니었어도, 그는 꾀죄죄해 보이는 열 살 소년

이었다. 그와 같은 반 5학년 친구들은 Marco만큼 옷을 못 입고 촌스

런 아이를 본 적이 없었다. 이날이 그가 부유한 가구들이 사는 뉴잉글

랜드의 예스러운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에 간 첫날이었다. Marco의 

부모님은 과일 수확 철을 따라 이동하는 계절 노동자였고 그의 급우

들은 그날 첫 시간 동안 그를 의심스런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들이 

수군거리고 그의 옷에 대해 뭐라고 해도 그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

았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어 킥볼 경기를 하게 되었다. Marco는 

홈런으로 첫 회를 시작했고, 이로써 그는 그의 옷에 대해 비난한 아이

들에게서 약간 존경을 받게 되었다. 킥을 할 다음 순서는 반에서 가장 

운동을 못하고 가장 뚱뚱한 학생인 Richard였다. 두 번째 스트라이

크 후 (반 친구들의 야유가 쏟아지는 가운데), Marco가 Richard에

게 다가가 조용히 “저 아이들을 잊어버려, 친구. 너는 할 수 있어!”라

고 말했다. Richard는 홈런을 쳤고 바로 그 순간 Marco의 반에 변

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 후 몇 달 동안, Marco는 반 아이들에게 많

은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과일이 익은 때를 

알아내는 법, 야생 칠면조를 부르는 법,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을 대

하는 법 같은 것들이었다.

 Marco의 부모님이 그 지역에서 일을 끝마칠 무렵, 학급은 크

리스마스를 축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른 학생들이 선생님께 멋

진 목도리, 향수, 비누를 가져왔을 때, Marco는 특별한 선물을 가

지고 선생님 책상으로 갔다. 그가 선생님 손에 건넨 것은 아름답고 

빛이 나는 돌멩이였다. “제가 다듬어 특별하게 만들었어요.”라고 그

가 말했다. 

 몇 년 후에도, 그 선생님은 여전히 Marco의 돌멩이를 자신의 책

상 위에 두었다. 새 학년이 시작될 때마다, 그 선생님은 그녀와 그녀

의 학생들에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을 가르쳐 준 그 점

잖은 소년에 대해, 그리고 진정 중요한 것은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이

라는 것을 반 학생들에게 말해 주곤 했다.

정답의 근거  43 (A)에서는 Marco가 전학 온 날 첫 시간까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그 뒤에는 첫 시간 후에 한 킥볼 경기를 언급한 (C)가  

나오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Marco가 선생님에게 선물로 잘 다듬은  

돌을 선물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D)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는 여러 해가 

지난 후 Marco의 선물인 그 돌을 선생님이 간직하며 학생들에게 교훈거

리로 삼는다는 (B)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44  (a)  ~  (d)는 모두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관한 것인 반면, (e)는 ‘마음을 담은 

선물’을 의미한다.

45    Marco는 선생님에게 자신이 직접 다듬은 특별한 돌멩이를 선물했으므로 

④가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구문 분석  At the beginning of each school year, / she would 

tell her class / about the gentle boy [who taught her and her 

class / not to judge a book by its cover], and [that it’s [what’s 

on the inside of others] that truly counts].

Words  torn[t∞;÷n] 찢어진    untidy[>ntáidi] 단정치 못한    unpolished 

[>np£li∫t] 닦지 않은; 세련되지 않은    quaint[kweint] 예스러운    well-to-do 

[wèlt‰dú;]부유한    migrant[máigr‰nt] 이동하는; 계절 노동자    suspicion 

[s‰spí∫Ân] 의심    recess[rí;ses] 휴식    lead off 시작하다    inning[íni\]  

(야구) 회    earn[‰;÷n] (~에게 명성·악평 등을) 가져오다    wardrobe 

[w≤;÷dròub] 옷    critic[krítik] 비평가    athletic[æ^lètik] 운동을 잘하는    

amid[‰míd] 한가운데에 ; ~에 에워싸인    groan[groun] 비난, 불평    edge 

up to ~로 조금씩 다가가다    precise[prisáis] 정확한    ripe[raip] 익은    

fancy[f®nsi] 화려한    perfume[pÁ;÷fju;m] 향수    step up 올라가다; 가까이 

다가가다    deliver[dilív‰÷] 넘겨주다, 배달하다    polish up 윤을 내다

 18 정답 ④ 

저는 10년 동안 Choice 신용카드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 일어나기 두 달 전에 Prime 은행으로 전환할 시기가 임박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전환하는 일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감일인 5월 7일 전에 우편으로 새로운 

신용카드를 받게 되는지를 여러 번 문의했고 (그렇게 될 거라고) 확답

을 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카드

를 받지 못한 채 5월 7일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사의 

1-800번대로 전화를 걸었는데 Prime 은행을 통해 Choice 신용카

드를 다시 신청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청서를 요청했

더니 한 장이 왔습니다. 2014년에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군요. 귀사는 일대일 마

케팅과 같이 현재 널리 퍼진 ‘고객 중심’ 개념을 알고 계신가요?

정답의 근거  신용카드 회사가 다른 회사로 전환되면서 기존 고객에게 새로운 

대체 카드를 제때 발급해 주지 않아서 불편했던 점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고

객 중심의 영업을 하지 않는 회사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Words  holder[hóuld‰÷] 소유〔보유〕자, 사용자    impending[impèndi\] 

임박한, 곧 일어날 듯한    changeover[t∫èind,òuv‰÷] 전환, 변경    assure 

[‰∫ù‰÷] 확신시키다    customer-centric[k>st‰m‰÷sèntrik] 고객 중심의

~하곤 했다(과거의 습관)

본문 p.54~61 

18 ④ 19 ① 20 ④ 21 ⑤ 22 ③ 23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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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④ 43 ⑤ 44 ② 45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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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중요하다

to부정사의 부정

            (tell her cl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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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답 ① 

아침에 일어났는데, 상황이 당신이 그랬으면 하고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은 날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때가 바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말해야 할 때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실망시키고 기운

이 빠지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런 때가 바로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믿

도록, 그리고 자신을 믿는 것에 계속해서 인생을 집중하도록 자신을 

일깨워야 할 때이다. 당신의 인생에서 직면해야 할 어려움들과 이루

어야 할 변화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에

게 달려 있다. 지속적으로 당신 자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

라. 때때로 그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노력의 시기에 당신

이 누구인지를 더 강하게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려움과 예

기치 못한 책임감으로 가득한 날들이 오면, 당신 자신을 믿어야 한다

는 것을 기억하라.

정답의 근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

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특히 마지막 문장에서 

필자의 주장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구문 분석  There are times [when people disappoint you / and 

let you down], / but those are the times / [when you must 

remind yourself to trust your own judgments and opinions / 

and keep your life focused on believing in yourself]. 

Words  let down 실망시키다    judgment[d,=d,m‰nt] 판단, 판결     

at times 때때로    struggle[str=gl] 노력, 투쟁    unexpected[>nikspèktid] 

예기치 않은    responsibility[risp¢ns‰bíl‰ti] 책임 (감), 의무

20 정답 ④ 

‘(시카고를 사랑하는 것은) 코가 부러진 여인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서 

더 아름다운 여인을 찾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렇게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은 찾지 못할 것이다.’라고 Nelson Algren이 1951년에 시카고

에 대해 썼다. 우리 시대의 어느 작가도 (그보다) 더 숭배하는 마음으

로 시카고의 복잡함을 포착한 사람은 없었다. Algren은 1950년대에 

시카고의 특징이 된 범죄와 부패를 비난했지만, 또한 이런 불완전함

이 그 도시를 더 진실되게 만들었고, 그 도시에 이 나라의 ‘무법자 수

도’로서의 매력을 부여했음을 인정했다. 이것이 Algren 자신이 무법

자이거나 범법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정직한 이미지를 

지닌 인간미 넘치는 도시가 후에 그가 1961년에 시카고의 특징으로 

언급한 바 있는 날조된 이미지를 지닌 사업가의 도시보다 더 낫다고 

인식했다.

정답의 근거  작가 Nelson Algren은 1950년대에 범죄와 부패의 도시로 

특징지어진 시카고에 오히려 이러한 불완전함이 도시를 더 진실되고 매력적

으로 만들었다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

목으로는 ④ ‘결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시카고’가 가장 적절

하다.

① 시카고에 대한 냉소적인 논평들

② 전통미를 지닌 시카고 

③ 무법자들로 가득한 나라의 수도 

⑤ 사업가 도시로서의 시카고의 역동적 이미지 

구문 분석  Algren condemned the crime and corruption / [that 

characterized Chicago in the 1950s], / but he also admitted / 

that those imperfections made the city more genuine / and 

gave the city an appeal / as the nation’s “outlaw capital.” 

Words  capture[k®pt∫‰÷] 포착하다    complexity[k‰mplèks‰ti] 복잡함     

adoringly[‰d≤;ri\li] 숭배하여, 찬양하여    condemn[k‰ndèm] 비난하다    

corruption[k‰r=p∫Ân] 타락, 부패    imperfection[ìmp‰÷fèk∫Ân] 결점, 단점  ;  

불완전 (상태)    genuine[d,ènjuin] 진짜의 ; 진실한    outlaw[áutl≥;] 무법자 ; 

범법자    law-breaker[l≤;bréik‰÷] 범법자   manufactured[m©njuf®kt∫‰÷d] 

제작된; 날조된

21 정답 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직무에 요구되는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적절한 훈

련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들은 손, 손목, 그리고 허리에 부상을 입기 

쉽다. 컴퓨터로 일하는 것은 적당한 각도를 요구한다. 모니터의 맨 위

가 눈높이에 있어서 스크린 중앙이 약간 아래쪽으로 보여야 한다. 키

보드는 평평한 곳에 놓여야 하고, 사용자의 팔은 편안하고, 느슨하게 

90도가 되어야 한다. 팔뚝과 손은 바닥과 평행을 이루어야 한다. 허

리는 혈액 순환을 증진시키고 척추의 압박을 줄이기 위해 뒤쪽으로 

약간 기울어져야 한다. 의자는 허리의 굴곡에 맞아야 하고, 척추에 가

해지는 압박을 줄이기 위해 좌석은 약간 앞쪽으로 기울여져야 한다.

정답의 근거  업무 중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손목이나 허리의  

부상을 막을 수 있는 모니터와 키보드의 적절한 위치 및 바른 자세를 알려 주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⑤ ‘업무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조언’이 주제

로 적절하다.

① 컴퓨터 과학의 새로운 발전 

② 직무에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

③ 다양한 목적을 위한 컴퓨터 사용 

④ 사무를 위한 전자 장비들 

구문 분석  The keyboard should be / on a flat surface, / with the 

user’s arms relaxed, loose, and at a ninety degree angle. 

Words  demand[dim®nd] 요구 (사항)    proper[pr£p‰÷] 적절한, 알맞은    

injury[índ,Âri] 상해, 부상    angle[®\gl] 각도; ~을 (어떤 각도로) 맞추다     

forearm[f≤;r¢;÷m] 팔뚝    parallel[p®r‰lél] 평행의    rear[ri‰÷] 뒤쪽    

circulation[sË;÷kjulèi∫Ân] (혈액) 순환; 유통    reduce[rid∆ù;s] 감소시키다    

compression[k‰mprè∫Ân] 압박, 압축    spine[spain] 척추, 등뼈      

lower back 허리

22 정답 ③

remind A to부정사: A에게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다

선행사 관계부사

관계부사선행사

keep   ＋   목적어   ＋   목적격보어(과거분사)

주격 관계대명사

make   ＋   목적어   ＋   목적격보어

수여동사   ＋   I.O.   ＋   D.O.

with ＋ 목적어 ＋ 목적격보어(과거분사, 형용사, 부사구) : ~을 …한 채로 

독특한 방식의 벌목이 이루어지는 솔로몬 제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

다. 도끼로 베어 넘어뜨리기에 나무가 너무 크면, 원주민들은 그 나

무를 향해 소리를 질러 넘어뜨린다. 특별한 능력을 지닌 나무꾼들이 

새벽에 나무에 올라가 목청껏 소리를 지른다. 그들은 이것을 30일 

동안 계속하는데, 그러고 나면 나무가 죽어서 쓰러진다. 지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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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솔로몬 제도의 원주민들이 소리를 질러 나무를 넘어뜨린다는 이

야기를 통해, 소리를 지르는 것이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주는 행위라는 요지를 

나타내는 글이다. 

Words  unique[ju;ní;k] 독특한    logging[l≤;gì\] 벌목    axe[æks] 도끼    

native[nèitiv] 토착민, 원주민    yell[jel] 소리치다    woodsman[wùdzm‰n] 

나무꾼    creep up 기어오르다    at the top of one’s lungs 목청껏    

umpire[=mpai‰÷] 심판원

23 정답 ⑤ 

당신이 ‘여러 개보다는 한 개’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마음 속에 새겨둔

다면 당신의 삶은 보다 더 수월해질 것이다. 도움도 되지 않는 여러 

개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친숙한 상징물은 ‘해야 할’ 서류들을 

쌓아놓은 것이다. 모든 서류들은 당신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나타

내지만, 그것들은 의욕을 저하시킨다. 그것들은 너무나 빽빽하게 쌓

여 있어서 당신을 압박한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서류들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 결과, 쌓여 있는 더미가 당신보다 더 

강력해진다(당신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그것들은 말 없

이 당신을 거부한다. 더욱이, 업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한 업무를 

잊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결국, 당신이 그 서류 

더미 위에 다른 서류들을 쌓아놓는다면, 그것들(다른 서류들)은 당신

에게 모든 일들을 제대로 하도록 상기시켜 주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

정답의 근거  ①  ~  ④는 all the pieces of papers(모든 서류들)를 가리키는  

반면, ⑤는 바로 앞의 other documents(다른 서류들)를 가리킨다.

구문 분석  Furthermore, it’s a mistake / [to believe / that tasks 

are not forgotten / as long as you have them lying on your 

desk].  

Words  take ~ to heart ~을 마음에 새기다    multiple[m=lt‰pl] 다수의, 

다양한    heap[hi ;p]  더미    stand for ~을 나타내다, 상징하다     

depression[diprè∫Ân] 의기소침, 침울    consequently[k£nsikwËntli]  

그 결과, 따라서    defy[difái] 반항〔저항, 거역〕하다

24 정답 ④

정답의 근거  ① be likely to  +  동사원형: ~할 것 같다

②  made 이하가 앞의 명사 drink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로 수동의 의미이므로 

과거분사는 알맞다.

③ served는 be동사 is에 연결된 수동태이므로 알맞다.

❹  동사 insis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that절에 주어 maté lovers의 (미래) 의

지가 담겨 있다면 should be의 형태가 적절하지만, 여기에서는 사실에 대

한 일반적인 진술이므로 직설법 형태로 써야 한다. 따라서 should be를 is

로 고쳐야 한다.

⑤  시간·조건의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동일하므로, 「주어 ＋ be동사」

인 it is가 생략되었다. 

Words  come away with (어떤 인상·느낌을 갖고) 떠나다     

taste[teist] (~에 대한) 맛 ; 애호, 기호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말하다〔부르다〕     

beverage[bèvÂrid,] 음료    possess[p‰zès] 소유하다     

addictive[‰díktiv] 중독성의, 습관성의    quantity[kw£nt‰ti] 양(量)

25 정답 ③ 

애리조나 주의 Sonoran 사막에 사는 쟁기발두꺼비는 8~9개월 동안

이나 오래 더위와 가뭄을 피해 땅 밑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채로 있

다. 여름철에 뇌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두꺼비들은 밖으로 나와 짧

지만 광적인 짝짓기 철을 시작한다. 수컷 두꺼비들은 암컷을 유혹하

기 위해 애쓰면서 밤새 울어댄다. 일단 암컷이 수컷과 짝짓기를 하면, 

그 암컷은 빗물이 고인 작은 웅덩이에 천 개나 되는 많은 알을 낳기도 

한다. 그때부터 새끼들은 서식지를 놓고 싸움을 벌인다. 웅덩이가 점

점 더 작아짐에 따라, 그곳은 진흙 속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올챙이

들로 우글거리게 된다. 운 좋게도 살아남은 올챙이들은 마침내 완전

히 자란 두꺼비가 되어 나타난다. 곤충들을 잔뜩 먹어치운 후에, 어린 

두꺼비들은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다음 해 여름의 폭풍우를 

기다리며 잠을 잘 것이다.

정답의 근거  (A) 사막의 더위와 가뭄을 피해 땅 밑에서 휴면기를 보내며

      ‘활동을 하지 않는’ 채로 있으므로 inactive가 적절하다. (active: 활동적인) 

(B)     우기에 짝짓기를 하는 것이므로 ‘교배, 교미’의 의미를 갖는 mating이 적절

하다. (matting: 돗자리 짜기; 윤기 없애기)

(C)     올챙이에서 완전히 자란 두꺼비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므로 emerge가  

적절하다. (immerse: ~을 (액체에) 담그다)

구문 분석  After gorging themselves on insects, / the young 

toads go underground, [where they will sleep / awaiting the 

next summer’s storms].

Words  beneath[biní;^] 밑에, 아래쪽에    drought[draut] 가뭄    onset 

[£;nsét] 개시, 착수    frantic[fr®ntik] 광란의, 굉장한    mating season 짝짓기 

철, 번식하는 시기    element[èl‰m‰nt] (생물의) 본래 서식지; (구성) 요소, 성분    

tadpole[t®dpòul] 올챙이    gorge oneself on ~을 잔뜩 먹다

have  +  목적어  +  목적격보어(현재분사)

가주어 진주어

당신이 미국에서 자란다면, 아마 커피나 차를 마시는 사람이다. 그러

나 파라과이나 브라질, 혹은 아르헨티나와 같은 나라들에서 시간을 

좀 보내게 된다면, 마테차(茶)라는 음료의 맛을 간직한 채 (그 나라를) 

떠나게 될 것 같다. 마테차는 상록수의 말린 잎으로 만든, 뜨겁게 또

는 차게 마시는 음료이다. 차보다는 맛이 덜 강한 마테차는 초록색이

또한 원주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통 신호등, 컴퓨터, 심판들, 그리

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른다. 나는 소리를 지르는 모든 것이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솔로몬 제도 사람들

은 핵심을 파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살아 있는 것에 소리를 지르면 

그것의 영혼을 죽이는 경향이 정말 있다. 막대기나 돌멩이는 우리의 

뼈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줄 것이다.

고 설탕이나 우유, 또는 레몬 주스와 함께 나온다. 마테차가 때로는  

‘̀파라과이 차’로 불리지만, 마테차 애호가들은 그 음료가 차와는 아주 

다르다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그것만의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다. 커피와 마찬가지로, 마테차는 카페인이 많고, 많이 마시면 중독

될 수 있다.

선행사 분사구문(~하면서)계속적 용법(= and there)

고난도독해-정답(1-96)OK.indd   51 14. 11. 29.   오전 1:50



26 정답 ⑤ 

1년짜리 영어 고급 과정을 수강 중인 두 집단인 A집단(컴퓨터 보조 

시설을 이용한 그룹)과 B집단(컴퓨터 보조 시설이 없는 그룹)의 학

생들이 다른 방법으로 학술적 글쓰기를 배운 후 비교되었다. B집단 

학생들은 A집단 학생들보다 시험의 5개의 모든 하위 항목에서 현저

하게 더 잘 수행했다. 과제 수행 하위 항목에서 B집단은 평균 80점

을 기록한 반면에, A집단 학생들은 평균 15점을 기록했다. B집단 

학생들은 의사소통 능력 하위 항목에서 다른 어떤 하위 항목보다 더 

높은 평균을 기록했다. 문법과 어휘 하위 항목에서 A집단은 구성 하

위 항목의 점수보다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받았다. 아이디어, 내용, 타

당성 하위 항목에서 B집단 학생들은 A집단 학생들이 의사소통 능력 

하위 항목에서 받은 점수보다 낮은 평균 점수를 받았다.

정답의 근거  아이디어, 내용, 타당성 하위 항목에서 B집단 학생들의 점수는 

45점 정도로 의사소통 능력 하위 항목에서 40점을 받은 A집단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더 높으므로(got a higher average score) 더 낮다(got a 

lower average score)는 ⑤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분석  Students in Group B / scored the higher average / 

in the communicative quality subcategory / than any other 

subcategory.

Words  facility[f‰síl‰ti] (pl.) 설비    subsection[s=bsék∫Ân] 세부 항목    

subcategory[s>bk®t‰g∞;ri] 하위 범주〔구문〕    average[®vÂrid,] 평균    

communicative[k‰mjù;n‰kéitiv] 의사소통의    relevance[rèl‰v‰ns]  

(표현 등의) 적절, 타당성

27 정답 ④

등산의 모든 것!

UIAA에 관하여

UIAA는 국제 산악 등산 연맹입니다. 스포츠 정신과 우정으로 산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거의 130만 명의 남녀,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모입니다.

우리의 임무

•모든 사람들이 세계의 아름다운 산에 접근할 기회 주기

•젊은이들이 국경과 문화를 넘어 우정을 쌓는 것을 도와 주기

•지역사회를 지원함으로써 산의 환경 보존하기

• 등산 장비의 믿을 만한 안전 기준과 등산 관련 의료 문제에 관한  

조언 제공하기

• 동계올림픽 게임에 출전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빙벽 등반 

경기 조직하기

겨울 행사 일정

• 2013년 12월 13일 ~ 2013년 12월 15일:   

미국에서 오픈 UIAA 북미 대회

• 2014년 1월 11일 ~ 2014년 1월 12일:   

한국에서 UIAA 빙벽 등반 월드컵 대회

• 2014년 1월 24일 ~ 2014년 1월 25일:   

스위스에서 UIAA 빙벽 등반 월드컵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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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동계올림픽 게임에 출전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빙벽 등

반 경기를 조직한다고 했으므로, ④는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mountaineering[màuntÂníÂri\] 등산    federation[féd‰rèi∫Ân] 

연맹    passion[p®∫Ân] 열정    opportunity[¢p‰÷t∆ù;n‰ti] 기회     

access[®kses] 접근하다; 들어가다    reliable[rilái‰bl] 믿을만한     

issue[í∫u;] 문제    related to ~와 관련 있는    ultimate[=lt‰m‰t] 궁극적인

28 정답 ⑤ 

뉴욕 주에 의해 1787년에 설립된 뉴욕 주립대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모든 고등 교육 기관들이 남북전쟁 때까지 사립이었다. 1861년에, 

예일대가 최초로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이 되었다. 같은 해에 과

학과 기술 분야에 중점을 둔 MIT(매사추세츠 공과대학)가 설립되었

다. John Hopkins는 1876년에 미국의 최초로 독자적인 대학원을 

설립했다. 사립학교와 대학들은 대부분 성별로 구분되었다. 인종 통

합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1865년에 과거에 노예 신분이었던 사

람들을 돕기 위해 연방 정부가 설립한 Freedmen 사무국은 흑인 학

교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19세기 후반에 최초의 흑인 대학이 설립되

었다.

정답의 근거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1865년에 흑인 학교를 개발하기 시작했으

며, 실제로 흑인 대학이 생긴 것은 19세기 후반(In 1865, the Freedmen’s 

Bureau ~ later in the century the first black college came into 

being.)이라고 했으므로, 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the Civil War 남북전쟁    privately[práiv‰tli] 개인적으로; 사립으로     

sponsor[sp£ns‰÷] 후원하다    grant[grænt] 주다, 수여하다    Ph.D. 박사 학위    

concentrate on ~에 집중하다    segregate[sègrigéit] 분리하다, ~을 (인종) 

차별하다    racial[rèi∫‰l] 인종의    integration[ìnt‰grèi∫Ân] 통합; 인종 차별의  

철폐    nonexistent[n¢nigzístÂnt] 존재하지 않는    bureau[bjùÂrou] 국(局), 

사무국    come into being 설립되다, 나타나다

29 정답 ③

꿈이었음에 틀림없는 것을 뇌리에서 떨쳐버리면서, 나는 그 건물의 

실제 모습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엄청나게 낡았다는 것이 그 

건물의 주된 특징인 것 같았다. 세월에 의해 심하게 퇴색되어 있었다. 

극히 작은 곰팡이들이 건물 외부 전체에 퍼져 있었고, 처마에는 미세

하게 얽힌 거미줄이 매달려 있었다. (그 건물을 보면서) 외부 공기로

부터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썩어 가고 있는 오래된 

목조 구조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마도 유심히 살펴본 사람이라

면 보일 듯 말 듯한 갈라진 틈을 발견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앞쪽 

건물 지붕에서 뻗어져 나와 지그재그 방향으로 벽을 타고 내려와서는 

작은 호수의 흐린 물속으로 사라졌다.

정답의 근거  낡고 퇴색한 건물, 곰팡이, 거미줄, 썩은 목조 구조물들, 건물의 갈

라진 벽 등에서 ③ ‘음울한(gloomy)’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① 활기찬    ② 소란스러운    ④ 평화로운    ⑤ 역동적인 

구문 분석  Perhaps / the eye of a good observer / might have 

discovered the barely perceptible cracks, / which, [extending 

비교급  +  than  +  any other 단수명사: 다른 ~보다 더 …한(최상급 표현)  

V(~했을지도 모른다)S

삽입구선행사 계속적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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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roof of the building in front], made their way down 

the wall / in a zigzag direction, / until they were lost / in the 

sullen waters of the little lake.

Words  shake off (생각·느낌 등을) 떨쳐버리다    scan[skæn] 자세히 조사하다, 

유심히 쳐다보다    narrowly[n®rouli] 면밀하게; 좁게    antiquity[æntíkw‰ti] 

낡음, 아주 오래됨    discoloration[disk>l‰rèi∫Ân] 변색, 퇴색      

minute[main∆ù;t] 미세한, 극히 작은    fungi[f=nd,ai] (pl.) 균류, 곰팡이    

tangle[t®\gl] 얽힌〔엉킨〕 것    cobweb[k£bwéb] 거미줄    eaves[i;vz] 

(pl.) 처마, 차양    rot[r°t] 썩다    disturbance[distÁ;÷bÂns] 방해, 간섭    

perceptible[p‰÷sèpt‰bl] 지각할 수 있는    crack[kræk] 갈라진 틈    

sullen[s=l‰n] 음침한  ; 맑지 않은 

30 정답 ① 

예상치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상황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전에는 전혀 고려하지 못했었

던 기회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기

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성장함에 따라, 현재 계획하는 것이 

아마도 달라질 것이다. 사실, 그러한 변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유

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

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그것은 융

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식축구에서, 쿼터백은 작전회의에서 

어떤 플레이를 할지 정하지만, 흔히 상대팀이 스크리미지 선에서 하

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바꾸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 원하는 모든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상황이 달라지거나 

여러분에게 변화가 생길 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바꿀 수 있

어야 한다.

정답의 근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하더라도, 환경이나 여건이 달라질 경

우에는 그에 맞게 계획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

에는 ① ‘융통성이 있는’이 들어가야 가장 적절하다. 

② 간결한             ③ 세부적인   

④ 일관성이 있는    ⑤ 목적의식이 있는 

Words  alter[≤;lt‰÷] 바꾸다, 변경하다    imperative[impèr‰tiv]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quarterback[kw≤;÷t‰÷b©k] 쿼터백  (미식축구에서 공격을 지휘하는 

선수)    huddle[h=dl] (미식축구) 작전 회의, 선수들의 집합    line of scrimmage 

스크리미지 선  (미식축구에서 경기가 시작되거나 재개될 때 공의 중앙을 지나 사이드라인

에서 사이드라인까지 이어지는 가공의 선)    circumstance[sÁ;÷k‰mst©ns]  

(pl.) 상황, 환경 

31 정답 ②

정답의 근거  스포츠에서 결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어린 선수들에게 심리적 부

담감을 줄 수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칭찬과 격려 등의 ② ‘긍정적인 강화’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코치의 의견             ③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④ 적절한 시설과 장비    ⑤ 동료들로부터의 비난의 말

구문 분석  Stress can lead to burnout, / which often ends up / 

with dropping or quitting an activity / [that was at one time 

enjoyable].

Words  criticism[krít‰sìzÂm] 비판, 비난    pressure[prè∫‰÷] 억압, 압박    

excessive[iksèsiv] 지나친    anxiety[æ\zái‰ti] 걱정, 불안    take ~ to heart 

~을 마음 깊이 새기다    flaw[fl∞;] 결점    cautious[k≤;∫‰s] 조심하는; 주의하는    

outcome[áutk>m] 결과    reinforcement[rì;inf≤;÷sm‰nt] 강화

32 정답 ⑤   

유아의 발달하는 인지 능력은 관찰과 모방 능력에 의해 발휘된다. 유

아는 부모나 다른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본 후에 일련의 행동을 따라

할 수 있다. 부모가 요리를 하면, 그들은 빈 그릇에 스푼으로 휘젓는 

것을 즐긴다. 부모가 춤추는 것을 보면, 유아는 그들처럼 춤을 추려고 

할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는 간혹 유아가 자신들을 너무 잘 따라할 때 

당황한 경험이 있다. 식료품점 카트를 타고 있는 한 유아가  아빠가 

캔을 카트에 떨어뜨려 큰 소리를 냈을 때 “제기랄!”이라고 말했다. 이 

어린 유아는 아빠를 당황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아빠가 

그날 아침 일찍 컵을 떨어뜨려 깨뜨렸을 때 했었던 말을 하고 있는 것

이었다.

정답의 근거  부모의 행동을 관찰한 후에 그대로 따라하는 유아의 인지 능력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관찰과 모방’이다.

① 추상적 추론    ② 소망 표현    ③ 언어 교환    ④ 감정이입과 공감

구문 분석  This little boy / was not trying / to embarrass his 

father, / but rather was saying / [what his father had said 

earlier / that morning / when he dropped / and broke a cup].

Words  toddler[t£dl‰÷] 걸음마를 배우는 유아    cognitive[k£gn‰tiv] 인식의, 

인지의    disconcerting[dìsk‰nsÁ;÷ti\] 당황하게 하는    cart[k°;÷t] 카트, 수레    

embarrass[imb®r‰s] 난처하게 하다, 당혹스럽게 하다

33 정답 ③

선행사 계속적 용법(=  and it)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절의 V
의해야 한다. 스포츠를 배우는 과정보다 경기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

겨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결과에 상관없이 긍정적인 강화(强化)

를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스포츠는 신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을 줄 수도 있

다.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뿐만 아니라 코치, 부모, 다른 팀 동료들로

부터 받는 비난은 어린 선수들에게 지나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스트레스로 인해 극도의 피로감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종종 한때 즐겁게 하던 운동에서 낙오하거나 그 운동을 그만두게 되

는 결과로 끝난다. 청소년들은 부모나 코치의 비난을 마음 깊이 받아

들여 자신에게서 결점들을 찾아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른들(코치

나 부모)은 아이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

19세기의 정치가이자 외교관이었던 Charles Francis Adams는 일

기를 썼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적었다. ‘오늘 아들과 낚시를 갔는데, 

하루를 낭비한 것이었다.’ 그의 아들 Brook Adams도 일기를 썼는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S′ V′ 1

과거완료(대과거)

V′ 2

관계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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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함께 낚시를 하며 보낸 하루에 대해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낭비’

와 ‘투자’라는 상반된 관점으로 인식한 것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근원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③ ‘인생의 진정한 행복

의 근원을 아는’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다    

② 시간의 중요성을 함께 깨닫다 

④ 다양한 문체를 이해하다              

⑤ 경영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다  

구문 분석  The father thought / [he was wasting his time / while 

fishing with his son], / but his son saw it as an investment of 

time. 

Words  political[p‰lítikÂl]  정치적인    figure[fígj‰÷]  인물; 수치    

diplomat[dípl‰m©t] 외교관    enter[ènt‰÷] (이름·내용 등을) 적어 넣다 

〔기입하다〕    in existence 존재하는    investment[invèstm‰nt] 투자    

accordingly[‰k≤;÷di\li] 그에 알맞게, 적절히

34 정답 ⑤

‘모든 사람의 일은 누구의 일도 아니다.’라는 속담이 있다. 최근의 연구

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연구 조사에 자원한 콜롬비

아 대학의 학생들은 방에 앉아서 설문지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몇몇은 혼자 남겨지고, 다른 사람들은 두 명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방

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들이 설문지를 작성하고 있을 때, ‘위기’가 찾아

왔다. 연기가 벽 통풍구를 통해서 방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연기

는 결국 방이 희뿌연 연기로 꽉 찰 때까지, 계속 흘러들어왔다. 방에 

혼자 앉아 있던 학생들 중, 75퍼센트는 일어나서 그 연기에 대해 알리

기 위해 누군가를 찾았다. 그러나 세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방에 있을 

때, 그 세 명으로 이루어진 집단 중 오직 38퍼센트만이 그 연기를 보

고했다. 그들은 그 연기를 들이마시면서 그곳에 그냥 앉아 있었다. 각 

개인이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은 그 방에 있던 다른 두 명의 사람들에

게 이 연기 구름은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었다.

정답의 근거  혼자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즉시 잘 대처하는 반면, 여러 

명과 같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행동을 취하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이 별다

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잘 표현한 ⑤ ‘모든 사람

의 일은 누구의 일도 아니다.’가 빈칸에 들어가야 가장 적절하다.

① 호기심이 지나치면 위험하다.

② 뿌린 대로 거둔다.

③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여름이 온 것은 아니다.

④ 좋은 일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온다.

구문 분석  Each individual’s inaction / signaled to the other two 

people in the room / [that this smoke cloud was nothing [to 

worry about]]. 

Words  volunteer[v¢l‰ntí‰÷] 자원하다    survey[s‰;÷vèi] 조사표, 설문지    

emerge [imÁ;÷d,] 나타나다, 등장하다    vent[vent] 통풍구, 환기구    

haze[heiz] 실안개; 희뿌연 것    inhale[inhèil]  들이쉬다, 흡입하다    

inaction[in®k∫Ân] 활동하지 않음    signal to ~에게 신호를 보내다

35 정답 ②

학습은 큰 그림을 강조하고, 그런 다음 학생들이 스스로 세부적인 것

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향상된다. 문제가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추상적

인 상태로 제시될 때, 학습은 기억력과 인지적 융통성을 높이는 보다 

더 큰 도식에 통합될 수 있다. 주요 개념으로 시작해서 강의 동안 반복

해서 그것들을 상기시키는 것은 이해와 기억력을 높여준다. 자료들을 

의미있는 부분들로 나누는 것은 기억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시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세부적인 것을 발견하는 데 관해서는, 

우리의 뇌가 시행착오적인 탐구를 통해 학습하도록 진화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것은 사회적, 물리적 환경 모두에 대한 학습과 적응에 적

용된다. 그러므로, 실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배우는 

것을 적용하고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을 조정하는 

것은 기술과 정보의 축적을 증가시킨다. 우리는 탐구하도록 태어났고, 

그것을 이용하는 교사들은 아마도 교실에서 좀 더 성공할 것이다.

정답의 근거  (A) 학습은 큰 그림을 강조해야 하고, 문제는 높은 수준의 추상적 

      인 상태로 제시되어야 효과가 높다는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는 개념 

(concepts)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B)  시행착오적인 탐구를 통한 학습이 사회적, 물리적 환경 모두에 적용된다고 

했으므로, 우리가 배우는 것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생각을 조정하는 

것은 기술과 정보의 축적을 ‘증가시킨다  (augments)’는 흐름이 되어야 적절

하다.

① 개념 - 막다             ③ 실수 - 줄이다    

④ 경험 - 증가시키다    ⑤ 경험 - 막다

Words  abstraction[æbstr®k∫Ân] 추상    schema[skí;m‰] 도식     

flexibility[fléks‰bíl‰ti] 융통성    segment[sègm‰nt] 부분, 조각    

augment[∞;gmènt] 늘리다, 증대시키다    retention[ri;tèn∫Ân] 축적

36 정답 ② 

영국에서 증기자동차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관료들은 마차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기조례(red flag act)’라는 법령으

로 자동차를 규제했다. 이 조례에 의해,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세 사람이 필요했다. 운전자, 화부, 그리고 자동차보다 먼저 달리면서 

다가오는 마차에 붉은 깃발로 경고를 하는 신호수였다. ‘적기조례’는 

1878년에 폐지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독일과 프랑스가 자동차 산업

에서 앞서기 시작했었다. 결국, 영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우위를 빼앗

겼을 뿐만 아니라 마차 수송 산업을 보호하는 데도 실패했다. 그 후,  

‘적기조례’라는 용어는 산업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규제를 의미하게 되

었다.

정답의 근거  (A) 영국이 자동차 산업을 규제한 결과 이웃 나라에 자동차 산업

      의 우위를 빼앗기고 마차 수송 산업도 지켜내지 못했다는 내용이므로, 결과

를 나타내는 연결사 In the end(결국)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데, 그 일기는 아직도 남아 있다. 같은 날, Brook Adam는 이렇게 

적었다. ‘아버지와 낚시를 갔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날이었다!’ 

아버지는 아들과 낚시를 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했지

만, 그의 아들은 그것을 시간을 투자한 것으로 보았다. 낭비와 투자 

사이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근원

을 아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signal to: ~에게 신호를 보내다

목적절

목적절

see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하는 동안

 (he was)
∨

(th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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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빈칸 뒤에는 ‘적기조례’라는 용어의 변화된 의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앞에

는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에 관한 내용이 나오므로, 빈칸에는 ‘그 후에’라는 

의미의 연결사 Thereafter가 가장 적절하다.

① 결국 - 그럼에도 불구하고    

③ 게다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④ 그와는 반대로 - 게다가           

⑤ 그와는 반대로 - 그 후

구문 분석  In the end, / not only did England lose its upper 

hand / in the automobile industry, / but failed to protect its 

horse-drawn transportation industry. 

Words  regulate[règjuléit] 통제하다, 규제하다    horse-drawn carriage 

마차    endangered[indèind,‰÷d] 위험〔위기〕에 처한; 멸종 위기에 놓인    

operate[£pÂréit] 가동〔조작〕하다    stoker[stóuk‰÷] (기관차) 화부    flagman 

[fl®gm‰n] 기수, 신호수    precede[prisí;d] 앞서다    oncoming[£nk>mi\] 

다가오는    abolish[‰b£li∫] 폐지하다    pull ahead (경쟁에서) 앞서다     

upper hand 우세, 우위    undercut[>nd‰÷k=t] 약화시키다, 무효화하다    

productivity[pròud<ktív‰ti] 생산성 

37 정답 ④ 

머지 않아 세계는 엄청난 규모의 에너지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40년경 지구상의 전체 인구는 두 배가 되어 약 100억 명이 될 것

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의 지속적인 

산업화로 세계 에너지 소비는 세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비

율의 소비라면, 세계의 알려져 있는 원유 공급은 대략 60년 내에 고갈

될 것이고, 가스 공급은 대략 100년 내에 고갈될 것이다. (과학자들

은 기술 혁신으로 에너지 생산량이 증가하는 반면, 비용은 줄어들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족스러운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앞으

로 수십 년 내에 발생하게 될 (에너지) 부족을 보충할 새로운 에너지

원을 찾아내야 한다.

정답의 근거  인구 증가와 산업화 등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면서 곧  

에너지 고갈의 문제가 도래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에너지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비용은 낮추는 기술 혁신에 관한  

내용인 ④는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Words  shortage[∫≤;÷tid,] 부족, 결핍    extraordinary[ikstr≤;÷dÂnéri] 

기이한; 엄청난    proportion[pr‰p≤;÷∫Ân] 비율; 크기, 규모    industrialization 

[ind>stri‰lizèi∫Ân] 산업화    consumption[k‰ns=mp∫Ân] 소비    deplete 

[diplí;t] 고갈시키다    innovation[ìn‰vèi∫Ân] 혁신    lower[lóu‰÷] ~을  

내리다, 낮추다    acceptable[‰ksèpt‰bl] 받아들일 수 있는, 만족스러운    

make up for 보충하다    be bound to ~하게 되어 있다

38 정답 ⑤ 

정답의 근거  아시아 국가에서 대학 입학 시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래된 

일이다. → (C) 천 년 이상 전에 중국에서 정부 관료를 뽑기 위해 시험을 치뤘다. 

→ (B) 그 시험은 부자와 가난한 성인 남성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 (A) 그

러나 시간과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

구문 분석  For this reason, / there are many examples / of 

exceptional individuals from poor families / [becoming 

successful] / thanks to passing the examination. 

Words  intense[intèns] 강렬한, 극심한    pressure[prè∫‰÷] 압력, 압박    

emphasis[èmf‰sis] 강조    exceptional[iksèp∫‰nÂl] 예외적인    Imperial 

examination system 과거 제도    bureaucracy[bjuÂr£kr‰si] 관료

39 정답 ④ 

우리 모두는 ‘욕설’이 어떤 것인지 안다. 사실 세계 모든 문화의 모든 

언어에는 자체의 고유한 욕설이 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

은 종종 가장 먼저 그 언어의 욕설을 배우거나 다양한 언어로된 욕설

을 배우고 사용한다. 교실에서가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 학습하는 사

람이 더 많은 욕설과 구어체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 이상

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언어의 욕설을 사용하지만,  

그들의 모국어로 하는 그 말들(욕설)이 감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고 

느낀다. 이런 이유로, 여러 언어를 말하는 일부 사람들은 금기시되는 

주제들을 표현하기 위해 제2 언어로 바꿀 것이다.

정답의 근거  욕설은 외국어보다는 모국어로 말했을 때 더 감정적으로 와 닿기 

때문에 금기시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여 오히려 외국어로 바꿔서 표

현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 문장의 this reason이 가리키는 내용이 바로 주어

진 문장의 내용을 가리키므로 주어진 문장은 ④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Words  primary[práiméri] 첫째의, 제1위의    emotional[imóu∫‰nÂl]  

감정적인    virtually[vÁ;÷t∫u‰li] 사실상    swearword[sw¬‰÷wË;÷d] 욕, 욕설    

immersion[imÁ;÷,Ân] 몰입, 집중 교육    multilingual[m>ltilí\gwÂl] 여러 

언어를 말하는    taboo[t‰bù;] 금기, 터부

40 정답 ①

~ 덕분에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결국 ~하는 데 실패했다

도치구문

 그 시험 제도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간에 모든 성인 남자에게 열

려 있었다. 이런 이유로, 시험을 통과한 덕분에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예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많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그 시험을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고 종종 

개인 교사를 고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험에 통과한 사

람들의 대부분은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시험을 잘 봐야 한

다는 강한 압박이 있는데, 시험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이 지역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천 년 이상 전에 중국에서는 누가 국가 정부 관료로 들어갈 수 있

는지를 결정하는 과거 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는 6세기 후반이나 7세기 

초반에 시작되어 1905년까지 지속되었다. 

영자 신문에 있는 많은 기사들이 한글 신문에는 실리지 않는다. 영자 

신문에는 외국 신문에서 복사되었거나 비한국인이 쓴 뉴스 서비스에

서 받은 많은 기사나 칼럼들이 실린다. 당신은 한글 신문에서 얻는 것

보다 외국에 관한 더 많은 뉴스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사나 

칼럼들은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견해와 가치관을 반영하

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는 생각들에 대해 배울 

수 있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영자 신문에는 한국과 한국 국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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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영자 신문을 통해 외국에 관한 기사들을 많이 읽을 수 있으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빈칸 (A), (B)에는 각각 international information(국제 정보)과 

what foreigners think(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Words  article[£;÷tikl] 기사    column[k£l‰m] (신문·잡지 등의) 칼럼,  

서명 기사    obtain[‰btèin] 얻다    reflect[riflèkt] 반영하다    

41-42  정답 41 ②  42 ④

인간이 가치의 순서를 매기는 방식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햄버거보다 스테이크를, 

생선보다 햄버거를 더 좋아할 수 있지만, 어떤 날에는 스테이크나 햄

버거보다 생선을 선호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이 반드시 그 

사람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가톨릭 신자여서 금요일에는 생선을 선택하여 종교적인 전통

의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금욕(고기를 먹지 않는 행동)을 실천하고 있

는 것이라면, 그의 선택이 이루어진 그 상황이 그의 행동 선택에 관해 

예측을 하는 데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톨릭 신자인 친구는 본질

적으로 두 가지 별개의 선호 음식 목록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금요일

만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한 주의 나머지 날들을 위한 것이다. 각 목

록은 자체 내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일주일 중 무슨 요일인가를 알면 

그의 음식 선호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 행동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은 또한 일시적인 동기 유발 상태에 

의한 작용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몇 주 동안 연속으로 매일 세 끼 

모두 스테이크를 먹었다면, 햄버거나 생선보다 스테이크를 더 좋아하

는 그의 선호 경향이 물리거나 익숙해져서 확실히 바뀌게 될 수도 있

다. 스테이크를 그렇게 손쉽고 충분히 먹을 수 없는 어느 정도의 시간

이 지난 후에는, 다른 두 가지 음식 중 하나보다 스테이크를 더 좋아

했던 그 사람의 처음 선호 경향이 회복될 것이다.

변화하는 결정 상황 외에도, 행동 결정 이론에서는 대개 사람들이 자신

의 선호 경향을 학습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표 수집가에게 있어서 1913년에 발매된 가나의 코끼리 머리

가 그려진 희귀 우표를 얻는 것은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우표에 대한 그러한 학습된 선호 경향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개인은 그

냥 그 물건에 침을 발라서 우편엽서에 그것을 붙여버릴지도 모른다.

정답의 근거  41 선택을 할 때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선호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선택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① 상황에 걸쳐 나타나는 행동의 안정성

 ③ 세계 전역의 종교적 음식 관습

 ④ 의사 결정에 익숙함이 미치는 영향

 ⑤ 맛에 대한 민감성과 식습관의 관계

42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최근 그 음식만 계속 먹은 상황이라면 

일시적으로 다른 음식을 선택하게 된다는 내용이 빈칸 뒤에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일시적인 동기 유발 상태’

이다.

 ① 충분치 못한 인내심

 ②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

 ③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⑤ 동시에 원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

구문 분석  Hence, / what one person values highly / another 

might not value.

Words  prefer A to B B보다 A를 선호하다    in preference to ~보다 선호하여    

voluntary[v£l‰ntéri] 자발적인    in respect to ~의 면에서    inconsistency 

[ìnk‰nsístÂnsi] 일관성이 없음; 불일치    succession[s‰ksè∫Ân] 연속    

satiation[séi∫ièi∫Ân] 물림, 싫증남    adaptation[©dæptèi∫Ân] 익숙해짐    

amply[®mpli] 충분히    simultaneously[sàimÂltèini‰sli] 동시에

43-45  정답 43 ⑤  44 ②  45 ②

  Huang Bao Tran은 18살 소녀이다. 그녀의 민족적 배경은 베

트남이고 모국어는 베트남어이다. 이것은 미국에서 그녀가 학교에 간 

첫날 겪은 일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녀는 9살이었다. 학교에 가기 몇 

주 전에, 그녀의 이모와 삼촌, 그리고 아빠 친구 몇 분이 그녀의 가족

을 방문했는데, 그들은 많은 선물을 가져왔다. 그녀는 상자들 중 하나

에서 옷을 발견했을 때 놀랐다. 

 옷들이 멋지긴 했지만 평범했다. 드레스 하나를 빼곤 특별하거나 

멋진 옷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레이스가 달린 드레스였다. 목과 소매 

주위에 레이스가 달렸고, 아래에도 레이스가 달렸다. 이 옷을 보았을 

때 Tran은 너무 행복했다. 학교에 가는 첫날, 그녀는 최고로 보이고 

싶었고 다른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들

이 그녀와 친구가 되기를 원해서 레이스가 달린 멋진 드레스를 입었

다. 그녀가 학교에 갔을 때, 모든 학생들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들

은 웃으면서 영어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왜 그러는지 몰랐다. 아마도 그들이 드레스를 입

은 아시아 소녀를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그들이 그녀와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했다. 교실에서 미국인 선생님이 그녀에게 영어

로 말하면서 그녀의 옷을 가리켰지만, 그녀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

는지 몰라 그저 방긋이 웃기만 했다. 아침 내내 그 선생님은 그녀가 

걸어다니거나 서 있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교실 뒤의 맨 뒷자리에 줄

곧 앉아 있어야만 했다. 점심 시간에, 다른 학생들이 모두 갔을 때, 아

시아인 선생님 한 명이 교실로 들어왔다. 

 그 선생님은 그녀를 보자마자, Tran에게 베트남어로 말했다.  

그녀는 그녀가 잠옷을 입고 학교에 오면 안 되고, 미국에서는 사람들

이 잠을 자기 위해서만 잠옷을 입는다고 말했다! Tran은 너무나 창피

해서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날 아침 그녀가 집을 나설 

때, 그녀는 멋져 보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았다. 대신, 그

녀는 학교에 간 첫날 창피를 당했다. 그녀는 더 이상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 이러한 창피함은 그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

을 심어주려다 결국 자기 자신을 바보로 만들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정치, 한국 문화에 관한 기사들도 실린다. 이러한 기사들을 읽음으로

써,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영자 신문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국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우리나

라에 대해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SO (도치구문)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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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43 (A) 미국으로 이민 간 주인공은 옷을 선물 받았다. → (D) 그 

중 제일 마음에 드는 옷을 등교 첫날 학교에 입고 갔는데, 반 친구들의 반응

이 이상했다. → (C) 그 이유를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 상태에서 수업에 들어

온 선생님마저 자신을 이상하게 대했다. → (B) 아시아인 선생님이 들어와

서 상황을 설명해 준 후에야 자신이 잠옷을 입고 온 것임을 알게 되었다.

44  (a), (c), (d), (e)는 Huang Bao Tran을 가리키는 반면, (b)는 an Asian 

teacher(아시아인 선생님)를 가리킨다.

45  담임선생님이 아니라 한 아시아인 선생님의 설명으로 자신의 상황을 깨달

은 것이므로 ②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분석  This embarrassment taught her / not to try to 

impress others / only to make a fool out of herself. 

Words  ethnic[è^nik] 인종의, 민족의    Vietnamese[viétn‰mí;z] 베트남

어〔인〕; 베트남어〔인〕의    embarrassed[imb®r‰st] 당혹스러운, 난처한     

burst into tears 울음을 터뜨리다    impress[imprès] 깊은 인상을 주다    

ordinary[≤;÷dÂnéri] 보통의, 평범한

정답의 근거  ‘.travel’이라는 새로운 온라인 도메인을 홍보하는 글이다. 지문에 

언급된 travel, tourism, airlines 등의 표현이 부분적으로 제시된 오답을 고

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Words  domain[doumèin] 도메인(문자로 표시된 인터넷 주소)    eligible 

[èlid,‰bl] 자격이 있는  ; 적격인    existing[igzísti\] 기존의, 현재 사용되는    

sector[sèkt‰÷] 분야    register[rèd,ist‰÷] 등록하다    qualify[kw£l‰fài] 

자격이 있다    overlap[òuv‰÷l®p] 겹침, 중복    aviation[éivièi∫‰n] 항공    

aerospace company 항공기 제조업체

19 정답 ② 

만약 당신이 인생, 직장,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어울리는 

사람들에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먼저, 당신을 정신적

으로 북돋아주고, 삶에 대해 긍정적이고, 에너지와 열정이 있으며, 

대개 당신이 살아 있는 것을 대단한 것이라고 느끼게 해 주는 사람들

이 있다. 그리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당신을 그들의 

무기력한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당신이 뭔가를 해내고 행복해지고 싶

다면 이 두 번째 부류는 어울릴만한 부류가 아니다. 대신, 긍정적인 

부류의 사람들과 사귀어라. 다시 말해, 인생이 흥미진진한 도전이라

고 느끼는 사람들 말이다. 그것은 당신이 사귀려고 선택하는 사람들

이 당신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정답의 근거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긍정적인 부류의 사람들과 사귀었을 때 자신도 발전할 수 있다고 필자는 

주장하고 있다.

구문 분석  Instead, / hang out with the positive group ― I 

mean, people [who feel / life is an exciting challenge].  That’s /  

because the people [you choose / to hang out with] / have 

much to do with your happiness. 

Words  hang out with ~와 사귀다〔어울리다〕    positive[p£zitiv] 긍정적인  

(↔ negative 부정적인)    enthusiasm[in^ù;zi©zm] 열정, 열의    moaner 

[móun‰÷] 비탄하는 사람; 불평가    challenge[t∫®lind,] 도전

20 정답 ⑤ 

UN 통계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인구는 2050년에 1억 4천 2백만 명

에서 1억 1천 4백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는 러시아뿐만이 아니

다. 유럽도 전례가 없는 인구 공백으로 치닫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

제를 해결할) 이상적인 수치가 여성 1인당 아기 2.1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전 대륙에 걸쳐서 평균은 1.5명이다. 지금부터 50년 후에는 

유럽인들이 1억 3천만 명이나 더 적어질 것이다. 만약 이러한 나라들

이 경제가 계속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자리는 이주자들에 의

해 채워져야 할 것이다. 그런 이민은 그 자체의 문제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몇몇 국가들이 여성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

불하지만, 이것은 (자녀 출산으로 인한) 분실 소득을 거의 보상해 주

지 못한다. 그럼, 이것은 어떤가? 3세 미만의 어린이를 키우는 사람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이다. 

정답의 근거  유럽에서의 출산율 저하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

only to부정사: 결국 ~하다

to부정사의 부정

 18 정답 ④ 

여행 업계의 새로운 온라인 도메인이 개시되었습니다. 항공사, 놀이 

공원, 식당, 관광 사무소, 그리고 여행 및 관광 관련 업체들은 ‘.travel’

로 끝나는 웹사이트와 이메일 주소를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com’ 사이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운 웹 주소들을 허용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직 여행 업계 분야만이 이 새로운 도메

인을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단순히 하와이 여행 때 찍은 가족사

진을 올리는 (개인) 사이트 생성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항공 

업계를 위한 기존의 도메인인 ‘.aero’와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

항, 항공기 제조사들은 새 도메인을 사용할 자격이 없으나 항공사들

은 새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 p.62~69 

18 ④ 19 ② 20 ⑤ 21 ⑤ 22 ④ 23 ⑤ 

24 ② 25 ③ 26 ⑤ 27 ③ 28 ① 29 ② 

30 ③ 31 ① 32 ③ 33 ⑤ 34 ② 35 ② 

36 ② 37 ② 38 ③ 39 ④ 40 ④ 41 ④ 

42 ④ 43 ① 44 ③ 45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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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 때문이다

(whom)
∨

(th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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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①, ②, ③, ⑤는 e-books(전자책)를 가리키는 반면, ④는 paper 

books(종이책)를 가리킨다.  

Words  gain ground 더 강력해지다, 보다 인기가 높아지다    available 

[‰vèil‰bl] 이용할 수 있는    bulky[b=lki] 부피가 큰   multiple[m=lt‰pl]  

많은, 다양한     uncomfortable[>nk=mf‰÷t‰bl] 불편한    backlit screen  

후면 발광(액정의 뒤에서 비추는 조명) 화면    advance[ædv®ns] 진전, 발전    

electronic ink 전자 잉크(입자의 전자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미래형 잉크)    

flip[flip] (책장 등을) 홱 넘기다    back and forth 앞뒤로    function[f=k\∫‰n] 

기능    scan through 대강 훑어보다    disadvantage[dìs‰dv®ntid,] 불리한 

점, 약점

23 정답 ⑤

“Jones 씨 축하드립니다, 따님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자랑스러워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지를 궁금해 하며 걱정한다. 많은 아버지들은 일정 기간 동

안 자녀를 갖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기다려 왔다. 다른 사람들에게, 

임신은 자신들이 기꺼이 혹은 마지못해 받아들인 우발적인 사건이었

다. 아이의 탄생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남편에서 아버지

로의 역할 전환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안타깝게

도 이러한 재사회화 과정에서 아버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어머니들에 관한 책들은 많이 저술되었지만, 책

들이 최근에서야 아버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답의 근거  (A) while 이하의 부사절에 동사 worry가 이미 있으므로 분사

     구문 형태의 부사구가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wondering이 적절하다.

(B)  주어가 attempts로 ‘행해지는’ 대상이므로 수동태로 써야 한다. 따라서 

have been made가 적절하다.

(C)  부사구 only recently가 문장 앞으로 도치된 문장이다. 현재완료 시제이므로 

「have〔has〕  +  주어  +  과거분사」 어순이 되어야 하는데, 주어 literature가 

단수이므로 has가 적절하다. 

구문 분석  Whatever the reaction to the birth of a child is, / it is 

obvious [that the shift / from the role of a husband / to that of 

a father / is a difficult task]. 

Words  fatherhood[f£;"‰÷húd] 아버지임, 아버지의 자격    bring forth  

~을 야기하다    pregnancy[prègn‰nsi] 임신    willingly[wíli\li] 기꺼이 

(↔ unwillingly 마지못해)    obvious[£bvi‰s] 명백한    shift[∫ift] 전환     

re-socialization[rìsou∫‰lizèi∫‰n] 재사회화    numerous[n∆ù;mÂr‰s] 수많은    

literature[lítÂr‰t∫‰÷] 저술  ; 문헌 

24 정답 ②

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세금 우대라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의 글이

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는 ⑤ ‘Impact of Declining Birth Rate in 

Europe(유럽에서의 출산율 저하의 영향)’이 가장 적절하다. 

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금 감면    

② 러시아 경제의 위기

③ 이민 유치와 인구 문제             

④ 분실 소득을 보상하는 방법 

Words  statistics[st‰tístiks] 통계, 통계 자료    population[p¢pjulèi∫‰n] 

인구    unprecedented[>nprèsid‰ntid] 전례가 없는    void[v∞id] 공백    

figure[fígj‰÷] 수치    settler[sètl‰÷] 이주자    migration[maigrèi∫Ân] 이주    

bear[b¡‰÷] (아이를) 낳다    compensate for 보상하다, 보충하다 

21 정답 ⑤ 

어떤 집단은 다른 집단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서로 간에 협력

한다. 예를 들어, 한 축구 팀의 구성원들은 상대팀에 대항해서 경쟁할 

때 서로 협력한다. 또한, 우리는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경쟁을 활용

한다. 축구 팀의 각 구성원들은 어떤 선수들이 가장 잘 협력하고 선발

팀이나 스타팅 라인업이 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서로 간에 

경쟁한다. 우리는 협력과 경쟁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교육, 사업, 정치, 그리고 종교에서 함께 작용한

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비록 인류학자들이 몇몇 사회들을 기본적

으로 경쟁적이거나 협력적이라고 분류해 왔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 

협력과 경쟁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정답의 근거  중반부의 We find cooperation and competition working 

together와 마지막 문장의 in most societies cooperation and 

competition go hand in hand 등을 통해 글의 주제가 ⑤ ‘경쟁과 협력의 

상관성’임을 알 수 있다.  

① 스포츠에서 협력의 강조     ② 경쟁과 협력의 중요성  

③ 경쟁과 협력에 대한 태도    ④ 사회에 대한 두 가지 인류학적 분류 

구문 분석  We find / cooperation and competition working 

together / not just in sports, / but in all aspects of life / ─ in 

education, business, politics, and religion, / to name a few. 

Words  cooperate[kou£p‰réit] 협력하다  (형⃝ cooperative 협력하는)     

competition[k¢mp‰tí∫Ân] 경쟁  (형⃝ competitive 경쟁의)    oppose 

[‰póuz] 반대하다; 겨루다    starting lineup 스타팅 라인업(선발로 출장하는 선수

의 타순)    label[lèibÂl] 분류하다    go hand in hand 관련되다; 함께 가다

22 정답 ④

전자책은 기존의 인쇄된 책에 비해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 그것들이 

예전에는 비싸고 부피가 큰 장비들로만 이용이 가능했었던 반면, 전

자책 장비의 가격이 내려가고 크기도 작아졌다. 또한, 그것들은 대개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리고 PC와 같은 다양한 장비에 걸쳐 이용 

가능하다. 몇몇 사람들은 그것들이 후면 발광 화면 때문에 읽기가 너

무 불편하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지만, 전자 잉크 화면의 발달이 이러

한 문제를 보완해 왔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종이책이 앞뒤로 더 쉽

게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종이책을 더 선호하지만, 전자책에는 텍스트

어린이들에게 예술을 감상하도록 장려하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이 대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어린 아이들이 조각품과 그림에 자주 노출되

면서 자라면 이들은 예술가나 예술 후원자로 자랄 가능성이 훨씬 더 

를 훑어볼 수 있는 찾기 기능이 있다. 비록 그것들이 여전히 몇몇 단

점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전자책은 줄곧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다.

find ＋ 목적어 ＋ 목적격보어: ~가 …한 것을 발견하다

not just A but B: A뿐만 아니라 B도

몇 가지 예를 들자면

= the rolefrom A to B: A에서 B로

가주어

Ś  

V́   

진주어절

어떤 ~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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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① 주어는 art가 아니라 Extensive programs이므로 복수형

    are는 적절하다.

❷  분사구문으로 의미상 주어가 주절의 young people이고, raise(양육하다)

와 수동의 관계이므로 Raised 또는 Being raised가 되어야 적절하다.

③  분사구문으로 의미상 주어인 paintings와 수동의 관계이므로 과거분사형 

Placed는 적절하다. 앞에 Being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이 조용히 하도록 요구받는 입장이므로 수동형이 적절하다.

⑤  ‘시간’을 나타내는 special “children’s times”가 선행사이므로, 「전치사  

＋ 관계대명사」인 during which는 적절하다. (← Young people may 

roam through the building during special “children’s times.”)

Words  extensive[ikstènsiv] 광범위한    encourage[inkÁ;rid,] 격려하다; 

권장〔장려〕하다    appreciate[‰prí;∫iéit] (문학·예술 등을) 감상하다    necessity 

[n‰sès‰ti] 필수품; 불가결한 것    frequent[frí;kw‰nt] 빈번한, 잦은    exposure 

[ikspóu,‰÷] 노출    sculpture[sk=lpt∫‰÷] 조각품, 조각    mature[m‰t∆ù‰÷] 

성숙하다    patron[pèitr‰n] 후원자    set up 설립하다; 설정하다    roam[roum] 

배회하다, 돌아다니다

25 정답 ③ 

George Washington 이후로 미국의 대통령들은 의회에 정보를 공

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해 왔다. 대통령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

리는 행정 특권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 특권’을 행사하는 대통령들은 

대개 정부 문서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비

평가들은 행정 특권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감추기 위해 사용될 수 있

다고 비난한다. 행정 특권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1973년에 일어

났다. 그 해에, 연방 법원은 Richard Nixon 대통령에게 비밀 테이프 

기록을 (의회에)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Nixon 대통령은 이를 거부

했고, 이 사건은 연방 대법원으로 이송되었다. 1974년 7월에,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정답의 근거  (A) 행정 특권상 정부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결국 ‘비밀’로  

     하는 것이 되므로 secret이 적절하다. (public: 공개된)

(B)  행정 특권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감추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비난하는 것

이므로, hide가 적절하다. (reveal: 드러내다, 폭로하다)

(C)  사건이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아 Nixon 대통령이 비밀 테이프 

기록을 넘기는 것을 ‘거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refused가 

적절하다. (accept: 수락하다)

Words  withhold[wi"hóuld] (~을) 주지 않다; 보류하다  executive privilege 

행정〔대통령〕 특권    critic[krítik] 비평가    charge[t∫°;÷d,] 비난하다    

questionable[kwèst∫‰n‰bl] 의심스러운, 미심쩍은    challenge[t∫®lind,] 

도전    federal[fèdÂr‰l] 연방의    rule[ru;l]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리다     

the Supreme Court 연방 대법원

26 정답 ⑤

위 그래프는 2011년 호주 학생들이 아침 식사로 먹은 것을 주 별로 

보여 준다. 모든 주에서, 시리얼은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침식사

였다. 아침식사를 먹은 학생들의 비율은 WA 주에서 가장 높았다. 

NT 주에서 아침식사를 먹지 않은 학생들의 비율은 빵이나 빵 제품을 

먹은 학생들의 비율과 거의 같았다. ACT 주에서 네 명 중 한 명의 

학생이 아침식사로 빵이나 빵 제품을 먹었는데, 이것은 빵이나 빵 제

품이 그 주에서 두 번째로 제일 좋아하는 아침식사였음을 의미한다. 

NT 주에서 고기나 고기 제품을 먹은 학생들의 비율은 ACT 주에서 

같은 음식을 먹은 학생들의 비율보다 약 두 배가 더 높았다.

정답의 근거  ACT 주에서 고기나 고기 제품을 먹은 학생들의 비율(4.8퍼센트)

이 NT 주에서 같은 음식을 먹은 학생들의 비율(2.3퍼센트)보다 약 두 배는 더 

높으므로, ⑤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state[steit] 주(州)    product[pr£d<kt] 상품, 제품

27 정답 ③

대공황이 시작되기 전 해인 1928년에야 비로소, 지금은 잊혀진 영화

이지만 주요한 화제작이었던 ‘Gang War’가 시작되기 전의 보너스 

쇼에 Mickey Mouse가 처음 등장했다. 그러나 Mickey Mouse 

영화와 Felix 영화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디즈니 사에서 음악과 음

향을 사용했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Mickey Mouse가 주연으로 나

온 ‘Steamboat Willie’라는 진정한 애니메이션 유성 영화로 이어졌

다. (그 당시에는) Mickey Mouse 캐릭터가 관객에게 오늘날 우리

가 Mickey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장난을 좋아하는 좋은 녀석이라

는 이미지로 다가오는 대신 잔인하고 냉혹한 존재였다는 사실에도 불

구하고, 영화에서 음향, 음악,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혁신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정답의 근거  ‘Steamboat Willie’는 Mickey Mouse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애니메이션이므로 ③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 the genuine animation 

sound film, Steamboat Willie, with Mickey Mouse as its star)

구문 분석  The innovation of sound, music, and animation in 

film / was a big hit, / despite the fact [that the character of 

Mickey Mouse did not communicate to his audience / the fun-

loving, good-guy image / [we have of Mickey today]; instead 

he was a cruel, heartless creature]. 

Words  the Great Depression 대공황    attraction[‰tr®k∫‰n]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 인기거리; 매력    genuine[d,ènjuin] 진짜의      

animation[©n‰mèi∫‰n] 애니메이션    innovation[ìn‰vèi∫‰n] 혁신     

audience[≤;di‰ns] 청중, 관객    cruel[krù;‰l] 잔인한    

heartless[h£;÷tlis] 무정한, 냉혹한    creature[krí;t∫‰÷] 생명이 있는 존재; 사람 

높아진다. 그림을 벽에 약간 더 낮게 걸면 어린이들이 보다 쉽게 그림

을 감상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천부적으로 예술을 즐길 줄 알기 때문

에, 박물관은 어린이에게 훌륭한 장소이다. 박물관에서, 이 어린 박물

관 후원자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거나 어떤 특정한 작품 앞에서 오

랜 시간 머물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면, 박물관은 어린이들

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즐기면서 건물 여기저기를 돌아다

닐 수 있는 특별한 ‘어린이 시간대’를 설정해야 한다.

S

V

communicate A to B: B에게 A를 전하다  (A와 B가 도치 )

the fact와 동격절

∧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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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정답 ① 

Harriet Tubman은 노예 신분으로 태어나 1849년에 (미국) 북부로 

탈출했으며, 결코 단 한 명의 승객도 잃지 않은 ‘지하 철로’를 구축했

다. Tubman은 1850년대에 노예 제도가 있는 주(州)를 다니며 열아

홉 차례나 그녀의 자유를 위협받으면서 300명 이상의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이들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도록 선도했다.  

‘모세’라고 불리며 그녀는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고, 그녀를 생포하는 

데 4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렸다. 남북전쟁 동안, 그녀는 연합군을 위

해 스파이, 정찰병, 간호사, 그리고 흑인과 백인 군대의 지휘관으로 

활동했다. 말년에는, 여성 참정권 집회에 참석하여 전국 흑인 여성 연

맹의 결성을 도왔다.

정답의 근거  첫 번째 문장의 the underground railroad는 흑인 노예의 탈

출을 도운 조직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으로 최초의 흑인 여성 기관사와는 관련

이 없다. 따라서 ①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slavery[slèivÂri] 노예 (신분)    passenger[p®s‰nd,‰÷] 승객     

a legendary figure 전설적인 인물    reward[riw≤;÷d] 현상금    scout 

[skaut] 정찰병    commander[k‰m®nd‰÷] 지휘관    troop[tru;p] 군대    

convention[k‰nvèn∫‰n] 집회    federation[féd‰rèi∫‰n] 연맹

29 정답 ② 

경기 도중 상대편 선수가 뒤에서 그를 세게 밀쳤다. 그는 그 타격이 

가해지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 타격으로 인해 광고판에 머리를 먼저 

부딪혔다. 그는 어지러움을 느꼈으나 남은 경기를 계속했다. 나중에 

샤워를 하는데 등이 아프기 시작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척추 맨 

아래 부위의 뼈 하나가 피로 골절된 것이 발견되었다. 이후 세 달 동

안 그는 가슴에서 허리까지 오는 보호대를 착용했지만, 금이 간 뼈는 

낫지 않았다. 다음 시즌을 위한 연습 기간에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

다. 그의 코치는 그가 경기를 하기를 원했지만, 의사는 그의 몸 상태

가 안 좋다고 주장하며 “당신이 내 아들이라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

보라고 말하겠소.”라고 말했다. 결국 그가 속해 있던 팀은 그에게 남

은 계약금을 지불했고 그것이 끝이었다. 그는 일 년 동안 상실감으로 

방황했다.  

정답의 근거  경기 도중에 입은 부상으로 운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팀에서 방출 당한 주인공은 ②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심경일 것이다. 글의 전반

적인 내용과 더불어 마지막 문장이 결정적인 단서이다. 

① 만족하고 기대하는            

③ 안도하고 희망에 찬    

④ 깜짝 놀라고 의기양양한    

⑤ 부끄럽고 실망한 

Words   slam[slæm] 세게 부딪히다 (into)    dazed[deizd] 멍한, 아찔한    

reveal[riví;l] 드러내다, 밝히다    stress fracture 피로 골절(육상 경기자·댄서 

등의 뼈에 금이 가는 것)    spine[spain] 척추, 등뼈    brace[breis] 보호대, 부목    

extend[ikstènd]  확장하다, 연장하다    cracked[krækt]  금이 간    

unfit[>nfít] 부적합한; 건강하지 못한, 몸 상태가 안 좋은    ultimately[=lt‰m‰tli] 

결국    pay off 급료를 주고 해고하다; ~을 다 갚다    remainder[rimèind‰÷]  

나머지    contract[k£ntrækt] 계약    flounder[fláund‰÷] 버둥거리다, 허우적

대다 

30 정답 ③ 

좋은 지도자의 자질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들을 성공하게 만드는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 몇몇을 떠올려 보라. 무엇이 그들을 다

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는가? ‘영웅적인’, ‘고무시키는’, 그리고  

‘융통성이 있는’과 같은 단어들이 떠오른다. 이것들은 모두 지도자적 

자질이지만, 무엇이 강인하고 성공적인 지도자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가장 가능성 있는 대답은 아마도 성공적인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 그들은 목

표를 성취하도록 직원, 팀 또는 국민을 고무시키는 그들의 독특한 자

질을 사용한다. Winston Churchill은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상 가

장 위대한 지도자들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 그는 유능한 연설가이자 

입법가였지만, Churchill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것은 다른 사람들

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게 만들거나 그가 원하는 것을 하도

록 만드는 그의 능력이었다. 

정답의 근거  빈칸 뒤에 지도자들이 목표를 성취하도록 사람들을 고무시킬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만든다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는 

곧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와 같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③ ‘영향을 미치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돌보다    ② 관심을 끌다    ④ 귀 기울이다    ⑤ 명령하다 

구문 분석  He was a talented speaker and lawmaker, / but what 

made Churchill a great leader / was his ability / [to make other 

people agree with his opinions / or do what he wanted]. 

Words  quality[kw£l‰ti] 자질    heroic[hiróuik] 영웅적인    inspiring 

[inspáiÂri\] 고무하는    flexible[flèks‰bl] 유연한    positive[p£z‰tiv] 긍정

적인    unique[ju;ní;k] 독특한    inspire[inspái‰÷] 고무〔격려〕하다    

staff[stæf] 직원    lawmaker[l≤;méik‰÷] 입법자 

31 정답 ① 

최근에, 소매업 분야는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점점 더 

받고 있다. 소비자는 항상 옳은가?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

이 적정한가? 그 대답은 당신이 어느 나라에 있는가에 달려 있다. 사

람들은 흔히 미국을 소비자 서비스의 전형으로 언급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식당에서는 종업원들이 당신의 주문이 현명하다고 칭찬을 아

끼지 않고 10분마다 당신 자리에 와서 잔을 다시 채우고 모든 것이 만

족스러운지를 확인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미국식 서비스를 원할

까? 아니다. 한 중국인 여성은 쇼핑을 좋아한다. 그녀는 더 저렴하게 

살 때까지 흥정을 하고, 그 다음 그 물건의 사소한 결함을 찾아내 더 

깎아 달라고 요구한다. 당신 나라에 있는 백화점에서 그와 같은 흥정

을 시도해 보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유

형의 서비스를 기대한다.

정답의 근거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의 정도와 방법에 대해 미국과 중국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글이다. 마지막 문장 Different nationalities expect different 

types of service.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라별로 원하는 서비스의 정도와 방

법이 다르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① ‘당신이 어느 나라에 있는가’가 들어가

야 적절하다. 

S V

make의 목적격 보어 ~한 것

S.C.

사역동사(make) + 목적어 + 동사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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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신이 언제 서비스를 받는지

③ 당신이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는지

④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여행하는지 

Words  retail[rí;teil] 소매    sector[sèkt‰÷] 분야, 부문    fair[f¡‰÷] 타당한, 

적정한    compliment[k£mpl‰mént] 칭찬하다  (on)    refill[ri;fíl] 다시 채우다    

reduction[rid=k∫‰n] 삭감, 감소; 할인, 인하    tactics[t®ktiks] 전술    

nationality[n©∫Ân®l‰ti] 국적; 국민임

32 정답 ③

토양은 어느 대륙에서든 생명체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호주

를 제외한 다른 대륙에서는 새로운 토양이 산의 형성, 바위를 닳게 하

는 강물 그리고 바위를 깨뜨리는 얼음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이런 변화가 호주의 자연사에서는 거의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다. 사실, 지난 9천만 년 동안, 호주의 땅 덩어리는 잠자고 있었다

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많은 양의 얼음이 형성되기에는 너무나 평평

하고 따뜻하고 건조했으며, 그 표면은 화산이 밀고 올라오거나 습곡 

작용이 일어나 산을 형성하기에는 너무 두꺼웠다. 이러한 조건 하에

서, 새로운 토양은 형성되지 않았고, 오래된 토양은 점차적으로 강우

로 인해 그것의 모든 좋은 것들을 잃게 되었고, 그런 다음 바람에 날아

가 버리거나 쓸려가 버렸다. 그 결과는 오래되고 생산성이 낮은 광활

한 대지이다. 호주의 생명체는 공룡 시대 이후로 이런 조건에 적응해 

왔다.

정답의 근거  호주 대륙은 지각 변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새로운 토양이 형성

되지 않았고 이런 상태에서 강우로 인해 오래된 토양의 좋은 성분들을 모두 잃

게 되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③ ‘오래되고 생산성이 낮은 광활한 대지’가 들

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비옥하고 생산적인 토양    

② 거대한 지질학적 사건    

④ 잘 보존된 화석의 발견      

⑤ 그것의 독특한 자연사의 부재 

구문 분석  It was too flat, warm and dry / to allow large 

amounts of ice to form, / and its surface was too thick / either 

to let volcanoes push it up / or to allow it to be folded into 

mountains. 

Words  fundamental[f>nd‰mèntl] 근본적인; 필수적인    continent 

[k£ntin‰nt] 대륙    wear away 닳게 만들다, 차츰 닳다    volcano 

[v°lkèinou] 화산    fold[fould] 접다; 습곡시키다    adjust[‰d,=st] 적응하다    

dinosaur[dáin‰s≥;÷] 공룡    expanse[iksp®ns] 넓게 트인 공간〔지역〕

33 정답 ⑤

정답의 근거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를 알아내기 위한 초기 실험에서 아기

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이 아기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문화를 초래했을 것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는 ⑤ ‘아기들의  

고통을 무시했던’이 적절하다. 

① 아기의 우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였다    

② 환자의 고통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③ 아기의 권리를 존중했다                    

④ 탯줄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Words  perceive[p‰÷sí;v] 인지하다 (명⃝ perception 인지, 인식)     

sufficiently[s‰fí∫Ântli] 충분히    prick[prik] 찌르기    conduct[k‰nd=kt] 

실시하다    infant[ínf‰nt] 유아    onset[£nsét] 시작    anesthetic 

[©n‰s^ètik] 마취제    affirm[‰fÁ;÷m] 단언하다    flawed[fl∞;d] 결함〔결점〕이 

있는

34 정답 ②  

연구 목적이 관련이 있다고 응답자들에게 확신시킨 후에, 설문지에 

있는 질문들이 연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 설문지에 어떤 항목을 포함시키기 전에, 그 답변이 어떻게 분석

될 것인지와 그 자료가 어떻게 출판될 것인지 아니면 제시될 것인지

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자료가 어떻게 사용될 것

인지 미리 결정할 수 없다면, 질문을 하지 마라. 연구자들은 어쨌든 

설문 조사가 실시되므로 몇몇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나 다른 연

구와 관련된 질문들을 설문지에 ‘편승시키는’ 데 추가 비용이 거의 또

는 전혀 들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응답자

는 자신의 시간이 귀중하다고 여기며 불필요한 질문에 시간을 허비하

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정답의 근거  설문지에 포함되는 질문은 연구의 내용이나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는 ② ‘설문지에 있는 질문들이 

연구와 관련이 있다’가 적절하다.  

① 설문지에 있는 질문들이 쉽게 이해된다

③ 설문지에 있는 질문들이 논리적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④ 설문지가 최소한 서로 다른 두 명의 사람들에 의해 검토되었다

⑤ 응답자가 응답할 수 있는 선택지들 중 ‘개방형’ 응답 범주가 있다

구문 분석  There is a tendency / for researchers to reason / [that 

since the survey is being conducted anyway, / it will involve / 

little or no additional cost / [to let a few marginal questions / 

or questions pertaining to a different study / “piggyback” on 

the questionnaire]].

allow + 목적어 + to부정사: ~가 …하도록 허락하다 either A or B: A이거나 B

too ~ to부정사: 너무 ~해서 …할 수 없는

사역동사(let) + 목적어 + 동사원형

놀랍게도, 우리가 처음으로 고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관한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 백 년 전에는 신생아들의 뇌가 충분히 발달하

지 않았기 때문에 신생아들이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널

리 받아들여졌다. 아마도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상당히 잔인하게도, 

고통 인지의 시작을 알아내기 위한 시도로, 수십 년 동안 많은 ‘핀으로 

찌르는’ 실험이 자고 있는 유아들에게 행해졌다. 갓 태어난 아기들의 

겉으로 보이는 자극 반응성의 부재로 인해 그러한 초기의 실험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는데, 이것은 산모가 아이를 낳는 동안 마취제

를 맞아서 아기들이 탯줄을 통해 적은 양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판명되었다. 오늘날 (아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언하는 것처럼) 고

통을 느끼는 아기가 불편함을 분명히 드러낼 거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한 초기의 과학적으로 결함이 있는 실험은 유감스럽게도 

사실인 과학적 발견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아기들의 고통을 

무시했던 문화를 초래했다.

tendency + to부정사: ~하는 경향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이므로

~에 속한

목적절

사역동사(let)  +  목적어  +  동사원형(piggyback)

진행형 수동태(be being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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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respondent[risp£nd‰nt] 응답자    relevant[rèl‰v‰nt] 관련 있는    

tactic[t®ktik] 전략    questionnaire[kwèst∫‰n√‰÷] 설문지    analyze 

[®n‰làiz] 분석하다    data[dèit‰] 자료 (datum의 복수형)    reason[rí;zÂn] 

추론하다, 판단하다    marginal[m£;÷d,‰nl] (문제 등이) 주변적인; 별로 중요하지 

않은    piggyback[pígib©k] 편승하다

35 정답 ②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모든 언어가 사용자의 필요를 표현하기 위해서 

발달했으며, 어떤 의미에서 모든 언어는 평등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

러나 언어 연구의 이 원칙은 종종 부인되어 왔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평등한’이라는 단어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단어는 매

우 신중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모든 언어가 똑같은 ‘양의’ 문

법, 음운론, 또는 의미 구조를 가졌는지를 말할 수 있도록, 언어를 수치

화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 언어의 구조적 복잡성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 가능성은 조사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든 언어

는 이들 중 어느 것에도 내재적으로 제한적인 것은 없다는 의미에서, 아

마 틀림없이 평등하다. 즉, 모든 언어는 화자의 사회적, 심리적 필요를 

만족시킨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과 사회에 관한 귀중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으며, 모두 동등하게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만하다. 

정답의 근거  (A) 빈칸 다음에 언어가 평등하다는 것에 반론의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언어가 평등하다는 원칙이 ‘부인되어’ 왔다는 흐름이 되

어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denied(부인되어)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B)    언어를 수치화하는, 즉 언어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없고, 모든 언어는 화자

의 필요를 만족시킨다는 내용이므로 모든 언어에는 ‘제한적인’ 것이 없다는 흐

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limiting(제한적인)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① 부인되어 - 새로운              ③ 반복되어 - 셀 수 있는     

④ 강화되어 - 흥미 있는          ⑤ 강화되어 - 동등한

Words  principle[príns‰pl] 원리, 원칙    misleading[mislí;di\] 오해의 

소지가 있는    quantify[kw£nt‰fài] 수치화하다    phonology[f‰n£l‰d,i]  

음운론    semantic[sim®ntik] 의미의, 의미론적인    complexity[k‰mplèks‰ti] 

복잡성    investigate[invèst‰géit] 조사하다    arguably[£;rgju‰bli] 아마 틀림

없이    intrinsically[intrínsik‰li] 내재적으로    deserve[dizÁ;÷v] ~할 만하다 

36 정답 ② 

몇 년 동안, 신문의 칼럼니스트와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텔

레비전 프로그램을 비판해 왔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한 나의 견해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텔레비전이 학습 친화적이라고 생각한다. 적절

한 방식으로 사용되면, 텔레비전은 학습 과정의 속도조차도 높일 수 

있다. 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지리, 과학, 그리고 독서를 가르치는 

데도 이용하는데,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높은 시험 점수가 이 전략

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나의 두 아이는 모두 ‘Sesame 

Street’와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랐고, 지금 그들은 학

교에서 우등생에 속한다.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알파벳과 같은 기본적인 언어 능력과 수를 세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

준다. 게다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과 환경

에 대한 인식과 같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모든 

TV 프로그램을 비난하는 것을 그만둘 때라고 생각한다.

정답의 근거  (A) 빈칸 앞에서는 텔레비전에 대한 비판이 언급된 반면, 빈칸 뒤

      에서는 텔레비전에 대한 필자의 긍정적인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므로,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However(하지만)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B)  빈칸 전후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장점이 나열되고 있으므로 첨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In addition(게다가)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그러므로 - 예를 들어    

③ 그러므로 - 결과적으로    

④ 그러나 - 예를 들어       

⑤ 마찬가지로 - 게다가  

Words  expert[èksp‰;÷t] 전문가    pro-[prou] ‘찬성의, 지지의’ 뜻을 갖는 접

두사    geography[d,i£gr‰fi] 지리학    strategy[str®t‰d,i] 전략, 전술    

share[∫¡‰÷] 나누다, 공유하다    environmental[invàiÂr‰nmèntÂl] 환경의    

awareness[‰w¬‰÷nis] 자각, 인식, 의식

37 정답 ②

캠핑객들이 시골의 야영지에서 당일 하이킹을 계획하든지 오지에서 

일주일을 보내려고 계획하든지 간에 구급상자는 필수품이다. 많은 

캠핑객들이 자신만의 구급상자를 만들지만, 아웃도어 용품 가게에서 

필수품이 들어 있는 구급상자를 판다. (캠핑은 자연을 직접적으로 경

험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진통제, 일회용 밴드, 항생 연고 이외에

도, 가게에서 구입한 구급상자에는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 위생 면봉

과 벌레 물린 곳의 통증을 완화하는 연고와 정수용정제가 들어 있다. 

많은 캠핑객들이 물집을 감싸는 데 사용되는 면으로 된 접착 섬유인 

몰스킨을 추천한다. 일부 베테랑 배낭여행객들은 신발에 긁혀서 쓸

리거나 물집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뒤꿈치 주위를 테이프로 

감싼다.

정답의 근거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으로 캠핑을 갈 때 필요한 구급상자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②  는 캠핑의 장점에 대한 언급으로, ①과 ③ 사이의 문장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Words  camper[k®mp‰÷] 캠핑〔야영〕객    campground[k®mpgràund] 

캠프장, 야영지    backcountry[b®kk>ntri] 오지(奧地)    first-aid kit 구급상자    

must[m<st] 꼭 필요한 것, 필수품    essential[isèn∫‰l] (보통 -s) 필수적인 것    

firsthand[fÁ;÷sth®nd] 직접적으로(↔ secondhand 간접적으로)    pain reliever 

진통제    Band-Aid 일회용 반창고    antibiotic ointment 항생 연고    sanitary 

[s®nitéri] 위생적인  ; 깨끗한    swab[sw°b] 면봉    disinfect[dìsinfèkt] 소독

하다    wound[wu;nd] 부상, 상처    water purification tablet 정수용정제 

(물을 정화시키는 정제약)    moleskin[móulskìn] 몰스킨(두꺼운 면직물)    

adhesive[ædhí;siv] 접착의, 들러붙는; 접착제    fabric[f®brik] 직물, 천    

blister[blíst‰÷] 물집, 수포    recommend[rék‰mènd] 추천하다    veteran 

[vètÂr‰n] 전문가, 베테랑  ; 고참병    wrap[ræp] 싸다    duct tape 강력 접착테이프    

heel[hi;l] 발뒤꿈치

38 정답 ③

태도는 주어진 대상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학

습된 성향이다. 우리는 태도를 지니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난 직

후에 그것들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우리 대부분이 갖고 있는 태도, 즉 진실을 말하는 태도

를 살펴보자.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진실을 말하도록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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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주어진 문장은 ‘태도’가 태어난 후 형성된다는 내용으로 (B)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예로 들고 있다. (C)는 (B)에 대한 부연 설명 

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A)에서는 첫 부분의 the opposite could happen also가 중요한 단서

가 되는데, (B), (C)와는 대조적으로 거짓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B)：주어진 글에 대한 예시 → (C)：(B)에 대한 

부연 설명 →   (A)：(B)와 (C)에 대한 대조적 예시  ’의 순서로 이어져야 자연스

럽다.

Words  attitude[®tit∆ú;d] 태도    tendency[tènd‰nsi] 경향, 성향    

respond[risp£nd] 반응하다, 대응하다    favorably[fèivÂr‰bli] 호의적으로  

 (↔ unfavorably 비호의적으로, 비판적으로)    in a similar fashion 유사한 방식

으로    make up 형성하다, 이루다    commend[k‰mènd] 칭찬하다(for)

39 정답 ④ 

여론 조사를 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매우 일반적이다. 신문, TV 

방송국, 또는 전문적인 여론 조사 기관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주제에 

대한 그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도록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 

여론 조사를 위해 선택된 사람들은 광범위한 계층의 인구를 대표한

다고 여겨진다. 말하자면, 여론 조사원들은 다른 연령, 직업, 인종으

로 이루어진 남녀를 선택하는데, 이러한 집단들은 (실제) 인구에서 

나타나는 비율과 같은 비율로 구성된다. 그러나 때로는 임의로 표본 

집단이 뽑히기도 하는데, 이것은 무작위로 사람들을 뽑는 것을 의미

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기 위해 

고안된다. 여론 조사는 선거 기간 중에 특히 인기가 있는데, 이는  

어떤 후보자가 선거에서 앞서고 있는지를 모두가 알고 싶어 하기 때문

이다.

정답의 근거  주어진 문장에는 역접의 연결사 however가 쓰였고, 임의로 표

본 집단을 선정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 문장 앞에는 표본 집단을 선정

하는 다른 방식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④ 다음 문장이 

Both methods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은 ④에 들어가야 자연스

럽다.  

구문 분석  Both methods are designed to learn / what the 

average person believes. Polls are especially popular around 

election time / because everyone wants to know / which 

candidate is ahead in the race. 

Words  random[r®nd‰m] 임의의, 무작위로    by chance 우연히, 무작위로    

conduct[k‰nd=kt] (특정한 활동을) 하다, 수행하다    opinion poll 여론 조사    

organization[≥;÷g‰nizèi∫Ân] 기관, 단체    represent[réprizènt] 대표하다    

broad[br∞;d] 폭넓은    cross-section (사회 등의) 대표적인 면, 단면    

pollster[póulst‰÷] 여론 조사원    occupation[¢kjupèi∫‰n] 직업     

proportion[pr‰p≤;÷∫‰n] 비율    candidate[k®ndidéit] 후보자

40 정답 ④ 

갈탄은 높은 수분 함유량으로 인해 연소할 때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를 발생시키는 ‘오염’ 연료이다. 이것은 갈탄이 싸고 풍부한 빅토리아 

주에는 나쁜 소식이다. 이 자원을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게 사용할 방

법을 찾는 것이 빅토리아 주(州)와 연방 정부의 목표였다. ‘깨끗한 갈

탄 에너지를 위한 합동 연구 센터’는 최근 고무적인 발견을 했는데, 갈

탄을 건조시킨 후에 압축을 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30퍼센트 이상 줄

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갈탄은 수분을 제거함으로써 환경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다.

정답의 근거  갈탄은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연소할 때 많은 양의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는 환경에 해로운 원료인데, 최근 한 연구소에서 갈탄을 건조시킨 

후에 압축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따라서 (A), 

(B)의 빈칸에는 각각 friendly to environment (환경친화적으로)와 getting 

rid of moisture (수분을 제거함)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①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 수분을 더 첨가함    

②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 수분을 제거함  

③ 환경친화적으로 - 수분을 더 첨가함    

⑤ 환경친화적으로 - 현대적인 발전기를 사용함       

Words  brown coal 갈탄(= lignite)    fuel[fjù;‰l] 연료    create[krièit] 

만들어 내다, 창조하다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burn[b‰;÷n] 연소하다    

moisture[m≤ist∫‰÷] 수분    content[k£ntent] 내용물, 함유(량)    abundant 

[‰b=nd‰nt] 풍부한    environmentally[invàiÂr‰nmèntli] 환경적으로    

resource[rí;s∞;÷s] 자원, 재원    federal[fèdÂr‰l] 연방의    encouraging 

[inkÁ;rid,i\] 격려하는, 장려하는    squeeze[skwi;z] 짜다, 압축하다    emission 

[imí∫‰n] (빛·열·가스 등의) 배출, 방출

41-42  정답 41 ④  42 ④

과거에는 도난 차량이 일반적으로 차량 도난이 일어난 국내에 그대로 

있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도난 차량의 수출이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버렸다. 자동차, 오토바이, 상업용 트럭, 밴이 미국과 서유럽에서 

도난당해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일부 지역, 그리고 중국과 같은 멀

리 떨어진 곳으로 수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유럽에서는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로 자본주의 경제로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고급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왔다. 이러한 차량의 현지 공급량

이 수요량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적은 상황이므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온 도난 차량을 위한 시장이 형성되었다.

Ron Clarke와 Rick Brown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절도 문제의 원인이 되는 몇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다고 제시한다. 첫

째로, 매일 너무나도 많은 차량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운행되기 때문

에 도난 차량을 국경 너머로 운송하기가 비교적 쉬워지고 있다. 둘째

로, 많은 중고차들이 일상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한 나라에서 다

른 나라로 운송되는데, 일부 자동차 절도단이 그들의 활동을 이런 종

류의 합법적 기업으로 사칭할 수 있다. 셋째로, 세계적 무역량을 고려

해 볼 때 세관원들이 화물선에 일상적으로 실려 오는 모든 컨테이너

 우리의 부모와 친척들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좋고 옳은 

것이며, 적절한 처신 방법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진실을 말할 때 그것

에 대해 칭찬을 받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에 대

해서는 벌을 받을 것이다.

 물론,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거짓말하

는 것이 올바르다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될 수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는 태도 체

제를 형성하는 다른 태도들을 학습한다.

명사절(to know의 목적어)

명사절(to learn의 목적어)

S

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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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41 여러 가지 요인과 상황으로 인해 차량 절도와 도난 차량 매매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④ ‘차량 절도의 세계화’이다.  

 ① 차량 절도범들과의 싸움    

 ② 도로에 자동차가 너무 많은 이유    

 ③ 국제 경찰의 중요성          

 ⑤ 좋은 상태의 중고차를 사는 방법

42  보험 회사, 운송 업체, 자동차 생산업체 등 도난 차량 수출로부터 이익을 얻

는 집단들에 대한 내용이 빈칸 뒤에 나오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④ ‘이익을 얻다’이다.   

 ① 나오다    ② 다르다    ③ 고통 받다    ⑤ 벗어나다

구문 분석  Officials in the countries / [receiving stolen vehicles] / 

may also be corrupt, / with customs officials / and local police / 

taking bribes / to look the other way. 

Words  phenomenon[fin£m‰n¢n] 현상    far-flung 멀리 떨어진     

capitalist[k®p‰tÂlist] 자본주의적인; 자본주의자    border[b≤;÷d‰÷] 경계, 국경    

routinely[ru;tí;nli] 일상적으로    ring[ri\] (특히 비밀·불법) 집단      

set (oneself) up as ~을 자처〔자칭〕하다     legitimate[lid,ít‰mit] 합법적인, 

적법한    enterprise[ènt‰÷pràiz] 기업, 회사    corrupt[k‰r=pt] 부패한, 타락한    

bribe[braib] 뇌물    look the other way 못 본 척하다     theft[^eft] 절도    

priority[prai≤;r‰ti] 우선 사항

43-45  정답 43 ①  44 ③  45 ④

정답의 근거  43 글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A) 음악이 단어를 암기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실시했다. → (B) 피실험자를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 결과를 확인했다. → (D) 실험 결과를 통해 음악

이 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C) 공부하면서 음악을 듣는 것

이 기억력 향상을 보장하지는 않는데, 학습 과정에서 음악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44  음악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③ ‘음악이 뇌의 활동을 도울 수 있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왜 음악이 우리를 감동시키는가    

 ② 음악: 인간의 권리인가?    

 ④ 음악의 진정한 즐거움                

 ⑤ 음악의 치유력 

45   모든 집단에게 단어를 읽어 주었으므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Group 1 was read the words ~., Group 2 was read the 

same words ~., Group 3 was only read the words ~.)

구문 분석  In 1982, / researchers / from the University of North 

Texas / performed a three-way test / on postgraduate students / 

to see if music could help in memorizing vocabulary words.

Words  postgraduate[pòustgr®d,u‰t] 대학원생      

guarantee[g©r‰ntí;] 보장하다    factor[f®kt‰÷] 요소, 요인    

process[pr£ses] 과정    reduce[rid∆ù;s] 줄이다, 감소시키다    

engage[ingèid,] 관여하다    predict[pridíkt] 예측하다    

activate[®kt‰véit] 활성화시키다      

simultaneous[sàim‰ltèini‰s]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의    

maximize[m®ks‰màiz] 극대화하다      

retention[ri;tèn∫Ân] 보유; 기억(력)

~인지 확인하다

부사적 용법(목적)

S

V O

in -ing: ~할 때

를 검사하지 못한다. 또한 도난 차량을 받아들이는 나라의 공무원들

이 부패해서, 세관원들과 지역 경찰이 눈감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

고 있을 수도 있다. 넷째로, 도난 차량을 받아들이는 개발도상국들은 

훨씬 더 심각한 범죄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 차

량 절도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다.

Ron Clarke와 Rick Brown은 또한 여러 집단이 도난 차량 수출로

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회사는 

흔히 차량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며, 

그 결과 수익이 증가하기도 한다. 도난 차량을 바다로 운송하는 회사

들 또한 이익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차를 도난당한 사람들에게 새 차

를 판매함으로써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이익을 얻는다.

  1982년, North Texas 대학의 연구원들은 음악이 단어를 암기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학원생들에게 세 

가지 방식의 실험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세 개의 집단으로 나뉘었다. 

각 집단에게 세 개의 테스트가 주어졌다. 사전 테스트, 사후 테스트 

그리고 2주 후의 추후 테스트였다. 이 모든 테스트들은 똑같았다. 

 집단 1에게 Handel의 ‘Water Music’을 배경 음악으로 들려주

고 단어를 읽어 주었다. 그들은 또한 단어를 상상해 보도록 요구받았

다. 집단 2에게도 Handel의 ‘Water Music’을 배경 음악으로 들려

주고 같은 단어를 읽어주었다. 집단 2는 단어를 상상해 보라는 요구

를 받지 않았다. 집단 3에게는 단어만을 읽어 주었고, 어떤 배경 음악

도 들려주지 않았으며, 또한 단어를 상상해 보라고 요구받지도 않았

다. 이 테스트 결과는 집단 1과 2가 집단 3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실험 결과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음악이 주의를 집중

하고, 사건을 예측하며, 기억에서 사건들을 업데이트하는 것과 관련 

있는 뇌 영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일 분 당 약 60박자의 박자 패

턴을 갖고 있는 클래식이 좌뇌와 우뇌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기능하면 학습과 정보의 기억을 극대화

시킨다. 음악이 우뇌를 활성화시키는 동안, 학습되는 정보는 좌뇌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나 공부하는 동안 클래식을 듣는 것이 기억력의 향상을 보장

하지는 않는다. 학습 과정에서 음악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

소들이 있다. 우선, 연구원들은 공부할 때 들었던 같은 음악을 시험 

볼 때 듣는다면, 음악이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밝혀냈다. 음악

의 템포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악의 장르와는 상관없이, 사람들

은 원래 학습할 때와 같은 속도로 음악이 연주될 때 정보를 훨씬 더 

잘 기억해 낸다. 요컨대, 템포 변화는 시험 점수 하락으로 이어진다.

S

with + 목적어 + 현재분사: ~가 …하는 상태에서S.C.

시선을 돌리다, 못 본 척하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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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정답 ⑤ 

새 조직의 관리직을 위해 귀하가 선택한 일곱 명의 이력서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현재 모두 일련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저

희는 컴퓨터로 결과를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각각에 대해 심리

학자, 직업적성 상담자와의 개별 면접도 실시했습니다. 귀하가 지명

한 후보자 대부분이 귀하가 착수하려는 사업 유형에 경력, 교육, 직업

적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저희 직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후보자들 

중 한 명은 큰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그는 날카로운 사업적 감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의욕적이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Judas Iscariot을 관리자로 추천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석표

는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의 근거  All of them have now taken our battery of tests; ~, It 

is our staff’s opinion that most of your nominees are ~.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을 쓴 사람은 지원자들에 대해 일련의 테스트를 거친 후 평가를 

내려 의뢰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 주고 있다.

Words  battery of tests 일련의 시험    run[r<n] ~을 처리하다, (실험·테스

트 등을) 실시하다    psychologist[saik£l‰d,ist] 심리학자, 정신분석 의사     

vocational[voukèi∫‰nÂl] 직업상의    aptitude[®ptitú;d] 적성    nominee 

[n¢m‰ní;] 지명된 사람    background[b®kgràund] 경력, 학력    enterprise 

[ènt‰÷pràiz] 기업; 대규모 사업    undertake[>nd‰÷tèik] 시작하다     

candidate[k®ndidéit] 후보자    motivated[móut‰véitid] 의욕을 가진    

controller[k‰ntróul‰÷] (큰 조직이나 부서의) 관리자    profile[próufail] 인물평, 

분석표    self-explanatory[sélfikspl®n‰t≥;ri] 설명이 필요 없는, 자명한

19 정답 ③ 

내분비학자인 Clark Grosvenor에 따르면, 우유 한 모금당 59종의 

서로 다른 생물 활성 호르몬이 들어 있다고 한다. 매일 아침, 점심, 저

녁으로 59종의 서로 다른 호르몬 알약을 복용한다고 생각해 보라. 이

러한 호르몬은 감정 변화와 과민증, 그리고 우울증을 유발한다. 그러

한 강한 약을 복용하여 누적되어 나타나는 영향으로 인해 당신의 몸

이 얼마나 황폐하게 될지 상상해 보라. 그렇게 많은 양을 복용한 사회

의 전체 행동에 미치는 총 영향은 무엇일까?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양

의 우유를 마시고, 천연 우유 호르몬이 상당 수준 함유된, 유전자 조

작에 의해 생산된 우유의 양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가 사

회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은 분명히 영향을 받아 왔다.

정답의 근거  유전자 조작 등으로 인해 우유에는 다종의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

으며, 이것이 사회 전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글이다. 우유의 부정

적인 측면을 언급하는 글로, 글의 요지는 ③ ‘우유에 든 호르몬이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이다. 

구문 분석  What is the gross effect / on the total behavior / of a 

society, / so dosed? 

Words  mood swing 기분의 두드러진 변화, 감정 변화   irritability[ìrit‰bíl‰ti] 

성급함, 과민(증)    depression[diprè∫Ân] 우울(증), 의기소침    devastation 

[dév‰stèi∫Ân] 황폐    cumulative[kjù;mjuléitiv] 누적하는, 점증하는    

gross[grous] 총계의, 다 합친    dose[dous] 투약하다, 약을 복용하게 하다    

genetically[d,‰nètikÂli] 유전학적으로

20 정답 ④ 

몇 년 전에 한 텔레비전 뉴스 진행자가 우연히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빨간색 스파이더맨 복장을 입은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세계에서 가

장 높은 건물 중 한 건물의 측면을 타고 올라가기 위해 그의 손과 발

에 흡착기를 붙였다. 그는 125층을 올라갔다.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경찰과 기자들이 그를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우레와 같은 박수가 있

었다. 그들은 물어보았다. “도대체 왜 이 높은 건물에 오르는 데 목숨

을 걸고 모험을 하셨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대답했다. “저는 

박수갈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목을 받기 위해 대단하

고 비범한 것을 성취하려고 애쓴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정점들이 

있고, 그것들 중 대부분은 다른 누군가의 격려를 통해서 생긴다.

정답의 근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성취하려  

애쓰며 타인의 격려를 통해 인생의 정점을 경험한다는 내용이므로, 필자가 주장

하는 바로는 ④ ‘격려와 칭찬은 성취의 동기가 된다.’가 적절하다.  

Words  happen upon 우연히 만나다    suction cup 흡착기    story 

[st≤;ri] (건물의) 층    thunderous[^=ndÂr‰s] 우레와 같은, 대단한    

applause[‰pl≤;z] 갈채    in the world (의문문을 강조하여) 도대체    come 

about 일어나다, 생기다 

21 정답 ② 

노동 인력의 주된 특징 중의 하나는 집 밖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여성들로 하여금 중역에 

오르는 것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인 유리 천장을 뚫고 나가지 못하

게 하는 것일까? 연구자들은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통로’를 알아냈

다. 한 사회학자는 간호사,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도서관 사서로 일

하는 남녀를 인터뷰했다. 그녀는 이러한 전통적인 여성의 직업에 종

사하는 남자들이 유리 천장에 부딪치는 대신에 유리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즉,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은 더 높은 

지위로 가속하여 올라갔고, 더 많은 급여를 받았던 것이다. 유리 에스

컬레이터를 가속시키는 원동력은 바로 성별이다.

정답의 근거  노동 인력에서 여성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승진이나 보

수 등에서는 남성에 비해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

서 글의 주제로는 ② ‘직장에서의 성(性) 불평등’이 적절하다.

① 더 많은 급여를 받는 법                      

③ 전통적인 여성 직업에서의 남성    

본문 p.70~77 

18 ⑤ 19 ③ 20 ④ 21 ② 22 ⑤ 23 ⑤ 

24 ① 25 ④ 26 ② 27 ⑤ 28 ④ 29 ③ 

30 ① 31 ② 32 ② 33 ⑤ 34 ① 35 ② 

36 ③ 37 ④ 38 ⑤ 39 ⑤ 40 ④ 41 ③ 

42 ③ 43 ② 44 ③ 45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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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①  ~  ④는 모두 Jane and Susan을 가리키는 반면, ⑤는 

Jane과 Susan을 구조하러 오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 (people)임을 알 수 

있다. 

구문 분석  Upon reaching the other end, / they again pulled the 

handles, / but the doors wouldn’t open.

Words  walkway[w≤;kwéi] 통로    connect[k‰nèkt] 연결하다     

shortcut[∫≤;÷tk>t] 지름길    originally[‰ríd,Ân‰li] 처음에, 원래     

trap[træp] 좁은 장소에 가두다    signal[sígnÂl] 신호를 보내다    reluctant 

[ril=kt‰nt] 마음이 내키지 않은, 꺼리는    rescue[rèskju;] 구조, 해방

24 정답 ① 

우선순위를 정해서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해결하는 능력은 당

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우선순

위를 정하는 것은 집중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신이 선택하고 결정

해야 하는 미로를 통과하도록 지침을 제공해 준다. 만일 당신이 가족

이 우선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몇 년간 당신의 

일을 잠시 보류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

다. 만일 무능한 상사가 싫다면, 상여금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보

다 프리랜스 작업이 주는 유연성이 당신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기 때문에 당신은 프리랜스 작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직장에서의 대

립은 당신이 다른 직장으로 옮길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줄지

도 모른다.

정답의 근거  ❶ work 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어야 하므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와야 적절하다. which는 선행사가 

필요한 관계대명사로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끈다.

② provides는 동사 helps와 병렬구조를 이룬다.

③ it은 가목적어로 to accept 이하의 진목적어를 대신하고 있다. 

④ that절의 주어가 the flexibility이므로 단수동사 is를 쓴 것은 적절하다. 

⑤  「It is (high) time + 가정법 과거」 구문으로 ‘~해야 할 때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동사의 과거형인 moved를 쓴 것은 적절하다

구문 분석  The ability [to prioritize / and work out what is 

really important to you] / can help you to change your life for 

the better. 

Words  prioritize[prai≤;r‰tàiz] 우선순위를 정하다    work out 해결하다,  

성취하다    for the better 보다 나은 쪽으로    labyrinth[l®b‰rin^] 미로    

put ~ on the back burner ~을 잠시 보류하다    incompetent[ink£mp‰t‰nt] 

무능한    freelance work 프리랜스 작업, 자유 계약 작업    flexibility[fléks‰bíl‰ti] 

유연성, 융통성

25 정답 ④

④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치지 않는 법    

⑤ 직장에서 여성의 수의 증가 

구문 분석  However, what keeps women from breaking 

through the glass ceiling, the invisible barrier [that keeps 

women from reaching the executive suite]?

Words  work force 노동력; 노동 인구    glass ceiling 유리 천장(여성·소수 

파의 승진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    invisible[invíz‰bl] 눈에 보이지 않는    

barrier[b®ri‰÷] 장벽    executive suite 중역실    pipeline[páiplàin] 통로    

sociologist[sòusi£l‰d,ist] 사회학자    bump[b<mp] 부딪치다  (into)    

accelerate[‰ksèl‰réit] 가속하다    motor[móut‰÷] 발전기, 원동력    

gender[d,ènd‰÷] 성(性), 성별

22 정답 ⑤

많은 부모들이 추운 계절에 더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 때문에 겨울을 

겁낸다. 대중매체의 그릇된 정보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이 계절에 대한 주장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인 시각이 필요하다. 근거 없는 통념 중 하나는 고열이 뇌손상과 발

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열이 화씨 107도 

(섭씨 약 41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한 뇌손상을 일으킬 수 없다. 열

이 나면 열성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아이의 체온이 얼마나 

빨리 상승하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지 체온이 얼마나 높이 올라

가느냐에 의한 것은 아니다. 또 다른 통념은 중이염에는 항상 항생제

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바이러스도 세균만큼 

자주 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지만, 바이러스에는 항생제가 효과가 

없다.

정답의 근거  겨울철의 흔한 질환들에 대해 근거 없는 통념이 있음을 지적하는 

글이므로, 제목으로는 ⑤ ‘흔한 겨울철 질병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통념’이 적절

하다. 

① 항생제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② 상처 감염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③ 뇌손상을 일으키는 심각한 질환들

④ 겨울철의 흔한 질병을 피하는 방법 

Words  dread[dred] 두려워하다    bombard[b°mb£;÷d] 퍼붓다, 공격하다    

at every turn 언제나〔어디에서나〕    misinformation[mìsinf∞;÷mèi∫Ân] 잘못

된 정보    myth[mi^] 근거 없는 통념; 신화    infection[infèk∫Ân] (병의) 전염, 

감염    antibiotic[©ntibai£tik] 항생제, 항생 물질

23 정답 ⑤

upon〔on〕 -ing: ~하자마자, ~할 때

주격 관계대명사

keep A from B(-ing):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

동격

Jane과 Susan은 수업에 늦어서 서둘러 교실로 향했다. 그때, Susan

이 두 건물을 잇는 통로를 발견했다. 그것이 교실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아서, 그들은 이 길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어 그 통로를 따라 내려갔다. 맞은편에 닿자마자 그들은 다시 

손잡이를 당겼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들은 문이 잠겼다고 여기

고는 그 통로로 들어가기 위해 그들이 처음에 열었던 문으로 되돌아갔

다. 그러나 그들이 이 문을 당겨서 열려고 하자 이 문도 열리지 않았

다. 그들은 두 건물 사이에 있는 통로에 갇힌 것이다! 그들은 그 후 몇 

나는 어느 날 신학대학에서 교수 한 분의 강연을 들었는데, 그는 우리

에게 기부에는 4단계가 있다고 알려 주면서 예를 들어가면서 계속 설

명했다. “첫 번째 단계는 교회에서 일어나 ‘여러분! 제가 지금 백 달러

분간 건물에 있는 유리창을 통해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려 노력했지

만, 그들은 이상하게도 구조하러 오는 것을 주저하는 듯했다.

help  +  목적어  +  (to)동사원형: ~가 …  하는 것을 돕다

S work out의 목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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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A) 기부의 4가지 단계를 설명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계속해서 

     말하다’라는 의미의 proceeded가 알맞다. (precede: ~에 앞서다)

(B)  기부의 3단계는 이전 단계보다 성숙한 기부가 나타나는 단계이므로 다른 사

람이 전혀 모르게 기부를 하지만,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righteous가 알맞다.   

(rightless: 권리〔자격〕가 없는)

(C)  교수가 말하는 중에 학생이 ‘끼어드는’ 상황이므로 interrupted가 알맞다. 

(interrelate: 상호 관계를 가지다)

Words  seminary[sèm‰néri] 신학 대학    proceed[pr‰sí;d] 계속하여 말

하다, 나아가다    illustrate[íl‰stréit] 예증하다, 설명하다    offering[≤(;)fÂri\] 

헌금    announce[‰náuns] 공표하다, 밝히다    righteous[ráit∫‰s] (도덕적으로) 

올바른, 마땅한    interrupt [ìntÂr=pt] 중단하다, 방해하다

26 정답 ② 

위 그래프는 2012년 호주에서 다양한 수준의 고등교육 자격을 갖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부 분야에서 다

른 분야보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더 뚜렷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학사 

학위 단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가장 적었다. 제일 낮은 수준의 고

등교육 단계에서 차이가 가장 컸는데, 여성은 겨우 20퍼센트인데 비

해, 80퍼센트의 남성이 직업 기술 학위를 갖고 있었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남성들보다 더 많은 수의 여성들이 대학 학부의 학위를 갖고 

있었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 단계에서, 대학원 학위를 갖고 있는 남

성들의 수가 대학원 학위를 지닌 여성들의 수를 확실하게 뛰어넘었는

데, 그 비율은 각각 70퍼센트와 30퍼센트였다. 따라서 우리는 더 많

은 수의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대학 학부의 학위 수준에 도달하는 반

면에, 여성보다 더 많은 수의 남성들이 더 낮은 수준과 더 높은 수준

의 교육 단계에서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의 근거  직업 기술 학위(skilled vocational diploma)를 취득한 여성

과 남성의 비율은 각각 10퍼센트와 90퍼센트이므로, ②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는다.  

Words  qualification[kw¢l‰f‰kèi∫‰n] 자격(증)    gender[d,ènd‰÷] 성별    

pronounced[pr‰náunst] 뚜렷한, 현저한    bachelor[b®t∫Âl‰÷] 학사    

degree[digrí;] 학위    vocational[voukèi∫‰nÂl] 직업의    diploma[diplóum‰] 

졸업증서, 학위증서    undergraduate[>nd‰÷gr®d,u‰t] 대학 학부의, 대학생의    

postgraduate[poustgr®d,u‰t] 대학원의, 대학원생의    outnumber 

[àutn=mb‰÷] ~보다 수가 많다    counterpart[káunt‰÷p¢;÷t] 대응되는 사람〔물건〕    

respectively[rispèktivli] 각각

27 정답 ⑤ 

Tacoma Narrows는 Puget Sound 만(彎)의 2만 평방 마일 안에 

있는 가장 폭이 좁은 유일곶(串)이다. 최초의 Tacoma Narrows 

Bridge의 디자인은 혁명적이었으며 그 다리의 붕괴는 역사적으로 중

요하다. 이 다리는 강한 비바람이 불면 앞뒤로 요동을 치곤 해서 잘 

알려져 있다. 다리의 모양은 비행기 날개의 모양과 매우 유사하였고, 

바람이 불 때에는 많이 들어 올려져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곤 했다. 

1940년 11월 7일, 심한 폭풍우가 심각한 재난을 일으켰다. 전문가들

은 현수교에서의 공기역학 현상이 학계에서 충분히 파악되지 못했다

는 것과 이 디자인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 잔해들은 디자인이나 자연의 진정한 힘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대

한 충분한 이해 없이 구조물을 건축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영원한 

기록물로 남아 있다.

정답의 근거  Tacoma Narrows Bridge는 현수교(suspension bridge)

로서 바람에 요동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공기역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설계

가 불완전하여 심한 바람에 의해 끊어지고 말았으며, 그 잔해들은 건축 역사상의 

기록물로 현재까지 남아 있으므로 ⑤가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구문 분석  The experts realized / [that aerodynamic phenomena 

in suspension bridges / were not adequately understood / in 

the profession, / nor had they been addressed in this design]. 

Words  narrow[n®rou] 좁은 길, 협곡    revolutionary[rév‰ljù;∫Ânéri]  

혁명적인    collapse[k‰l®ps] 붕괴    windstorm[wíndst≥;÷m] 폭풍     

sufficient[s‰fí∫Ânt] 충분한    lift[lift] 들어 올림    catastrophic[k©t‰str£fik] 

파멸의, 비극적인; 대단원의    aerodynamic[√Âroudain®mik] 공기역학의    

suspension bridge 현수교    address[‰drès] 다루다    remain[rimèin] 

(pl.) 잔여물; 유적    implication[ìmpl‰kèi∫Ân] 밀접한 관계, 관련

28 정답 ④ 

괴혈병은 비타민 C의 결핍에 의해 생긴다. 이 병은 잇몸이 피가 나고 

부으며, 멍이 쉽게 들고, 관절통을 일으킨다. 수백 년 전 비타민 C와 

괴혈병의 상관관계가 밝혀졌을 때, 영국의 선원들은 괴혈병을 예방

하기 위해 레몬과 라임을 배에 가져다 놓고 매일 먹었다. 1800년대

에, 다른 여러 나라들이 북극에 군 원정대를 보냈다. 장교들 모두 괴

혈병에 걸리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었지만, 병사들은 아주 드물었다. 

오늘날 그 이유가 밝혀졌다. 동물을 잡았을 때, 장교들은 스테이크와 

같은 가장 좋은 부위를 먹었던 반면, 병사들에게는 심장, 간, 신장 등

과 같은 나머지 부분이 주어졌다. 이런 내장들은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다.

정답의 근거  북극 원정대 중에서 장교들은 모두 괴혈병에 걸리다시피 했지만, 

비타민 A와 C가 풍부한 동물의 내장 부위를 먹은 병사들은 괴혈병에 걸리지 않

았다고 했으므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분석  It was quite common / for all of the officers to get 

scurvy, / but soldiers seldom did.  

짜리 지폐를 헌금함에 넣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두 번

째 단계는 똑같은 사람이 그 지폐를 헌금함에 넣지만 그 사실을 공표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부를) 알

아내기 쉽게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가 헌금함에 돈을 넣고 공표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알아내기 쉽게 하지도 않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의롭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교수는 주

제를 바꾸어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학생 중 한 명이 그의 말

을 끊으며 말했다. “저, 그렇다면 네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아무

도 모르죠.”라고 교수가 대답했다.

S′

V ′ 

nor    +    조동사    +    주어    +    동사(도치구문): ~또한 아니다

목적절

진주어

= got scurvy

가주어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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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deficiency[difí∫Ânsi] 부족, 결핍    inflame[inflèim] 염증을 일으

키다, 부어오르게 하다    gum[g<m] 잇몸    bruise[bru;z] 멍들다    

joint[d,∞int] 관절    correlation[k≥(;)r‰lèi∫Ân] 상관관계    lime[laim]  

(열매) 라임    expedition[éksp‰dí∫Ân] 원정대, 탐험대    arctic[£;÷ktik] 북극    

officer [≤(;)fis‰÷] 장교    liver[lív‰÷] 간    kidney[kídni] 신장    organ 

[≤;÷g‰n] (신체) 장기, 기관

29 정답 ③

새벽 2시였고, Beth가 선실에서 나왔을 때 갑판에는 아무도 없었다. 

Beth의 두통은 이제 더 심해졌지만, 그녀 머릿속의 그 목소리는 그녀

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밑을 내려다봐.’라고 그 목소리가 말했다. Beth는 물을 내려다보았

고, 그곳에 무언가가 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얼굴이었다. 그녀를 

올려다보는 흠뻑 젖은 눈을 한 낯선 사람의 얼굴.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서서히 그녀를 난간으로 더 가까이 밀었다. 물속의 머리는 

그녀에게 와서 자신과 함께 하자고 초대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바람은 더 차가워졌고, Beth의 몸은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지만, 눈을 떴을 때 그 얼굴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정답의 근거  새벽 2시, 아무도 없는 갑판 위에서 바라본 바닷물 속에 낯선 사

람의 얼굴이 떠 있다고 했다. ③ ‘불가사의하면서 무서운 (mysterious and 

scary)’ 상황이다.

① 슬프고 비참한           ② 흥미진진하고 축제 분위기의  

④ 소란스럽고 긴급한    ⑤ 조용하고 지루한 

Words  deck[dek] 갑판    deserted[dizÁ;÷tid] 사람이 없는; 버림받은    

cabin[k®bin] 선실    float[flout] 뜨다    drown[draun] 흠뻑 젖게 하다, 물

에 빠뜨리다    breeze[bri;z] 산들바람    rail[reil] 난간    tremble[trèmbl] 

떨리다

30 정답 ① 

의견 충돌을 피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의견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은 매우 인간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이 좋아해 주기를 

원하며 논쟁이나 불일치가 그들이 교류하는 사람들과의 긴장을 조성

하게 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한다. 그런 점에서, 의견 충돌을 

피하는 것이 기업 문화의 가장 흔한 특징 중 하나라는 것은 당연하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조직 생활에 있어서 의도치 않은 복잡성의 가장 

위험한 원천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업 

부서 간의 오해를 일으키며, 성과 기준을 낮추는데, 이 모든 것들이 조

직 생활을 복잡하게 한다. 사람들이 자주 곤란한 질문을 하지 않는 이

러한 ‘분위기 좋은’ 문화에서는 ‘일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결코 일어

나지 않는다. 침묵하는 반대자가 있어 의견 충돌을 회피하려는 분위기

에서는 프로젝트 계획의 어떤 결과물도 최대한 활용될 수 없다.

정답의 근거  직장 내 의견 충돌을 피하려는 경향은 조직 생활을 복잡하게 하고 

일의 성과를 낮춘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을 포함한 문장은 ‘마음 속으로만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는 의견 충돌 회피의 분위기’라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 따

라서 빈칸에는 ① ‘silent(침묵하는)’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② 극단의       ③ 근거 없는    ④ 공격적인    ⑤ 협조적인 

Words  characteristic[k©rikt‰rístik] 특성    corporate[k≤;÷pÂr‰t]  

회사의, 조직의    unintentional[>nintèn∫‰nÂl] 의도하지 않은    complexity 

[k‰mplèks‰ti] 복잡성    complicate[k£mpl‰kéit] 복잡하게 하다    

maximize[m®ks‰màiz] 최대한 활용하다; 극대화하다

31 정답 ②

모든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단계에 있다. 초기의 인류학자들은 

비교적 단순한 기술과 정치 구조를 가진 문화는 단지 우리 조상들의 

옛 환경을 약간만 수정시킨 변화를 보여준다고 생각했고, 이런 이유

로 그런 문화를 원시적이라고 칭했다. 또한, 대체적으로 자신들의 이

론적인 연구를 단순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문화가 아주 오랜 기

간 동안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거의 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

실, 그렇지 않다는 증거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 모든 고고학적 기록에

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탐험가들이 한 

세대 혹은 그 이상의 간격을 두고 ‘원시 ’ 부족을 방문하는 곳마다 변화

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정답의 근거  글의 앞 부분에서는 원시 문화를 정적이고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본 초기 인류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한 뒤, 고고학적 기록과 탐험가들의 보고 등을 

근거로 들어 실제로는 원시 문화가 변화해 왔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글의  

주제문 역할을 하는 첫 문장의 빈칸에는 모든 문화는 ② ‘끊임없이 변화하는  

단계에 있다’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① 보존되어야 한다     

③ 각자 자신만의 의사소통 수단이 있다 

④ 타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⑤ 스스로의 문제를 처리하는 첨단 기술이 있다

구문 분석  Also, / largely as a device for simplifying their own 

theoretical studies, / they assumed / that such cultures were 

almost static, / persisting unchanged / over long time periods.

Words  anthropologist[©n^r‰p£l‰d,ist] 인류학자    assume[‰sjù;m] 

~라고 생각하다    relatively[rèl‰tivli] 상대적으로    modify[m£d‰fài] 변형 

하다, 수정하다    ancestor[®nsest‰÷] 조상    primitive[prímitiv] 원시의     

device[diváis] 궁리, 방책; 장치    simplify[símpl‰fài] 단순화하다    theoretical 

[^ì(;)‰rètikÂl] 이론상의    static[st®tik] 정적인    persist[p‰÷síst] 지속하다    

archaeological[¢;÷ki‰l£d,ikÂl] 고고학적인 

32 정답 ②

 

분사구문

~로써(수단)

= anthropologists

선박, 풍력 기지, 그리고 해양 석유 시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소음 

공해의 양이 열대어가 집으로 가는 길을 잃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

어, 바다에서 생후 몇 주간 성장한 후에, 새끼 산호초 물고기는 적절

한 서식지를 발견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새끼 산호초 물고기는 그들이 생존하고 잘 자랄 

수 있는 산호초를 찾기 위해 자연적인 소음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그것

들은 산호초를 찾기 위한 단서로 보통 다른 물고기나 새우가 내는 소리

들을 이용한다. 또한, 산호초의 소음은 그것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

를 제공한다. 그러나 만일 그것들이 인간이 내는 인공적인 소음에 노출

된다면, 그 소음으로 인해 물고기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소리에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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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빈칸 뒤의 내용은 빈칸에 대한 예이다. 즉, 인간이 내는 소음에 의해 

산호초 물고기는 서식지로 삼으려고 하는 산호초의 방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② ‘집으로 가는 길을 잃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

하다.

① 새로운 소리를 배운다                 

③ 그들의 먹이 섭취 습성을 버린다

④ 바다로 돌아가는 배를 따라간다    

⑤ 생존을 위해 그들의 서식지를 떠난다 

Words  drilling[dríli\] 구멍 뚫기    tropical[tr£pikÂl] 열대 지방의, 열대의    

challenge[t∫®lind,] 난관    locate[lóukeit] 위치를 알아내다    

suitable[sù;t‰bÂl] 적절한    habitat[h®b‰t©t] 서식지    

artificial[¢;÷t‰fí∫Âl] 인공적인    breakdown[brèikdàun] 와해, 붕괴    

devastating[dèv‰stéiti\] 파괴적인    preservation[préz‰÷vèi∫Ân] 보존

33 정답 ⑤ 

어떤 사람이 광고계의 전설인 Carl Ally에게 무엇이 창의적인 사람

을 움직이게 하느냐고 물었다. Ally가 대답했다. “창의적인 사람은 

모든 종류의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는 이런 생각들이 언제 조합되

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지 전혀 모릅니다. 그 일이 6분 후에 

혹은 6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

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재료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만으로는 사람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없다. 많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

문에 그들의 지식은 단지 머릿속에 있을 뿐이다. 창의적이라는 것의 

진짜 핵심은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창의적 사고는 당신이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당신의 지식을 여러모로 

활용하도록 하는 시야를 필요로 한다.

정답의 근거  지식의 양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창의성의 관

건이라는 요지의 글로, 빈칸 뒤의 마지막 문장(Creative thinking requires 

an outlook that allows you to search for ideas and play with 

your knowledge.)에서도 빈칸에 들어갈 말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

는 ⑤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느냐    ② 언제 아이디어를 얻느냐    

③ 어디에서 지식을 얻느냐     ④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Words  advertising[®dv‰÷tàizi\] 광고(업)    legend[lèd,Ând] 전설     

tick[tik] 작동하다, 움직이다     come together 모이다, 집합하다    stuff[st<f] 

재료    nonetheless[n>n"‰lès] 그럼에도 불구하고    outlook[áutlúk] 견해, 

시야    play with ~을 여러모로 활용하다

34 정답 ①

정답의 근거  빈칸 앞 부분에서는 공룡이 다른 동물에 비해 강했기 때문에 세상

을 지배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빈칸 뒤의 내용을 보면 그와는 반대의 견해가 

펼쳐지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기존의 생각에 대한 반대 의견이 이어질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장이 와야 하므로 ① ‘사라사우르스는 그런 견해에 이의를  

제기한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② 그들이 세상에서 최고였다.                 

③ 우리는 특정한 공룡으로부터 예를 찾을 수 있다.

④ 그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⑤ 다른 육지 동물이 공룡보다 수가 더 많았다.

구문 분석  Sarahsaurus, / [which lived about 190 million years 

ago / during the Early Jurassic Period], / was a small-but-

closely-related ancestor to sauropods, / the largest land 

animals in history. 

Words  fierce[fi‰÷s] 사나운, 맹렬한    outcompete[autk‰mpí;t] 앞서다, 

경쟁에서 이기다    conventional[k‰nvèn∫‰nÂl] 전통적인    originate in ~에서 

비롯되다    overwhelm[òuv‰÷¶wèlm] 압도하다    ancestor[®nsest‰÷] 조상    

sauropod[s≤;r‰p¢d] 용각류 동물  (초식 공룡의 총칭)    overpower[òuv‰÷páu‰÷] 

제압하다    catastrophe[k‰t®str‰fi] 대재앙    extinction[ikstí\∫Ân] 멸종    

opportunistic[¢p‰÷t∆ù;nistik] 기회주의적인

35 정답 ② 

협동은 자연의 일부로, 세포 단계의 생물에까지 해당된다. 물고기 사

이에서 그것은 단순한 교환, 즉 청결에 대한 대가로 음식을 얻는 것에 

의해 동기 부여된다. ‘청소부’ 물고기는 기생충과 유해한 박테리아를 

먹기 위해 ‘의뢰인’이라 불리는 보다 더 큰 물고기의 입 속으로 들어간

다. 청소부들은 먹이를 얻고, 의뢰인들의 입은 보다 더 건강해진다. 

포식자가 얼룩무늬 딱새라 불리는 참새처럼 생긴 새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면, 딱새는 크게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다른 새들에게 주의

를 준다.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것이 포식자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

문에 그것은 위험하고 희생이 따르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위험에는 

이점들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다른 딱새들이 그 소리를 듣고 포

식자 주변으로 떼지어 모여, 그것을 쫓아버린다. 무리에 가담하는 새

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포식자는 달아날 확률이 더 많고 더 빨리 딱

새들이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는 공룡을 다른 모두를 이기는 사나운 생물로 여기곤 했다. 또 다

른 전통적인 생각은 공룡이 지금의 남아메리카인 지역에서 생겨난 직

려갈 수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행

동이 무너지면 물고기 종족의 보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후에 빠르게 퍼져 세상 모든 곳을 지배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매우 영

리하고 강해서 그들이 가는 길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압도했다. 사라

사우르스는 그런 견해에 이의를 제기한다. 초기 쥐라기 시대인 1억 9

천만 년 전 쯤에 살았던 사라사우르스는 작았지만 역사상 가장 큰 육

지 동물인 용각류(초식 공룡)와 밀접하게 연관된 조상이었다. 사라사

우르스로부터의 증거는 공룡이 다른 종들을 제압함으로써 전 세계에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대량 멸종의 원인이었고 

공룡의 경쟁자들을 휩쓸어 버렸던 자연 재앙을 이용함으로써 퍼져나

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생명체의) 멸종 이후, 거기에 어

떤 경쟁자도 없을 때, 사라사우르스를 포함한 공룡들은 남아메리카로 

이동해 올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더 시시하고 더 기

회주의적인 생물이었다. 그들은 서식 생물들이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이동해 왔다.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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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A) 청소부 물고기와 의뢰인 물고기는 각각 음식과 청결을 얻기 

     위해 협동하는 것이므로 빈칸에는 ‘동기 부여된’이 들어가야 한다. 

(B)  소리를 질러 다른 얼룩무늬 딱새들이 자신의 주변으로 모이게 해 포식자를 

쫓아낼 수 있으므로 빈칸에는 ‘이점들’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동기 부여된 - 손해들     ③ 버려진 - 도전들

④ 낙담한 - 이점들             ⑤ 낙담한 - 손상들 

Words  down to ~에 이르기까지    parasite[p®r‰sàit] 기생 동물〔식물〕, 기생충    

predator[prèd‰t‰÷] 포식자    sparrow[sp®rou] 참새    alert[‰lÁ;÷t] ~에게 

경보를 발하다    screech[skri;t∫] 날카로운 소리를 내다    mob[m°;b] 떼지어 모이다; 

떼, 군중, 무리    flee[fli;] 도망가다

36 정답 ③ 

대부분의 환경 단체들은 탄원서를 배부하고, 항의 데모를 조직하며, 

환경친화적인 법률 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우리의 

지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을 한다. 그러

나, 1971년 그린피스가 설립된 이후, 그린피스는 지구의 환경 문제를 

노출시키고 해결책을 강요하기 위해 보다 극단적인 전술 사용을 선호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종종 그들의 배를 핵실험이 행해지고 있는 곳에 

보내어, 때로는 그 실험을 중지시키는 데 성공하기까지 했다. 이 단체

는 또한 환경 문제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노력으로 극적인 시

위를 벌여 왔다. 예를 들어, 2003년에 수십여 명의 환경 운동가들이 

국가의 숲 보호를 요구하기 위해 12톤의 잔디를 미국 농림부 건물 앞 

도로에 갖다 놓았다.

정답의 근거  (A) 일반적인 환경 단체들이 탄원서, 항의 데모, 로비 등을 이용한 

      비교적 온건한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데 반해, 그린피스는 보다 극단적

인 전술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빈칸을 전후로 내용이 대조되므로 역접의 연

결사 However (그러나)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B)  빈칸 뒤에 앞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등장하므로 for example  

(예를 들어)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Words  inhabitant[inh®b‰tÂnt] 거주자    circulate[sÁ;÷kjuléit] 회람시키다, 

배부하다    petition[p‰tí∫Ân] 탄원서    representative[réprizènt‰tiv] 대표자; 

국회의원    environmentally-friendly 환경친화적인    tactics[t®ktiks] 전술    

stage[steid,] (극적 효과를 겨냥한 활동을) 벌이다〔기획하다〕    sod[s°d] 잔디    

call for ~을 요구하다

37 정답 ④ 

튼살은 늘어나는 방향에 직각을 이루는 일련의 선들로 나타난다. 근본적

으로 콜라겐이 부족하면 피부 본래의 온전한 상태가 약화되고, 최종적으

로 튼살이 나타날 수 있다. 급격한 체중 증가나 감소는 입증된 튼살의 원

인이다. 어떤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호르몬 작용 또한 튼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임신 중의 튼살은 체중 증가 뿐 

아니라 이러한 호르몬에 기인한 것인지도 모른다. (어떤 연고들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튼살의 모양을 나아 보이게 하는 데 정말로 도움이 되지

만, 오래된 튼살에는 효과가 없다.) 지리적 환경의 갑작스러운 변화, 특

히 극도로 춥거나 더운 곳 또는 건조한 기후 조건이 동반되는 지역은 튼

살이 보통의 경우보다 더 빨리 발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답의 근거  튼살의 여러 가지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므로, 튼살 치

료 연고에 대한 내용의 ④는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Words  fundamentally[f>nd‰mènt‰li] 근본적으로, 원래    depletion 

[diplí;∫Ân] 고갈, 감소    integrity[intègr‰ti] 완전한 상태, 본래의 상태     

established[ist®bli∫t] 확립된, 인정된    abnormal[æbn≤;÷mÂl] 비정상적인    

pregnancy[prègn‰nsi] 임신; 임신 기간    ointment[≤intm‰nt] 연고    

abrupt[‰br=pt] 갑작스런, 불시의    geographical[d,ì;‰gr®fikÂl] 지리적인; 

지리학(상)의    contribute[k‰ntríbju;t] 기여하다    onset[£nsét] 개시; 출발

38 정답 ⑤

수천 년 동안 지진을 감지하는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져 왔다. 

몇몇 동물들이 매우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동

물들이 마찬가지로 수준 높은 감정들을 경험한다.

 Emory 대학의 저명한 영장류 동물학자 Frans B. M. de Waal

은 다양한 동물들이 공감의 감정과 그 밖의 다른 감정들을 느낀다고 

말한다. 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약간의 복통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을 쥐들에게 주사했다. 

 자연스런 행동 반응은 몸을 쭉 펴는 것인데, 주사를 맞은 쥐들은 

주사를 맞지 않은 쥐들 옆에 있을 때보다 주사를 맞은 쥐들 옆에 있을 

때 몸을 더 쭉 폈다. 

 수컷 쥐들은 또한 그들이 모르는 수컷 쥐들 주변에서는 반응을 덜 보

여 주었다. 다시 말해서, 쥐들은 다른 쥐들의 통증에 대해 반응을 보일 뿐

만 아니라 다른 쥐가 누구인지도 중요한 것이다.

정답의 근거  주어진 글에서 동물들이 수준 높은 감정을 경험한다고 했으므로, 

이러한 감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처음 제시하는 (C)가 뒤에 이어지는 것이 자연

스럽다. 이어서 실험 과정에 대한 내용인 (B)가 나오고, 실험 과정 및 결과를 설명

하는 (A)가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구문 분석  Not only do some animals have highly refined 

senses, / but many experience sophisticated emotions / as well.

Words  sense[sens] 감지하다    refined[rifáind] 세련된; 섬세한     

sophisticated[s‰físt‰kéitid] 정교한, 수준 높은    behavioral[bihèivj‰r‰l] 

행동의, 행동에 관한    stretch[stret∫] 쭉 펴다    empathy[èmp‰^i] 공감    

inject[ind,èkt] 주사하다

39 정답 ⑤ 

화장실, 목욕실, 혹은 탈의실 같은 공공장소에 갔을 때, 여러분 중 얼

마나 많은 사람들이 벽에 걸려 있는 거울이 진짜 거울인지 혹은 양방

향 거울인지 확실히 알까? 양방향 거울은 사실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

은 당신을 볼 수 있지만, 당신은 그들을 볼 수 없는 창문 같은 것이다. 

여자 탈의실에 양방향 거울을 설치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저 보기

만 해서는 거울의 표면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 당신이 보고 있는 

거울이 어떤 종류의 거울인지 당신은 어떻게 알아내는가? 당신의 손

톱 끝을 거울의 반사면에 대보아라. 만약 당신의 손톱과 거울에 비친 

손톱의 상 사이에 간격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거울이다. 그러나, 만

약 당신의 손톱이 거울에 비친 손톱의 상에 직접 닿는다면 당신은 양

방향 거울을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부사구  +  조동사  +  주어  +  본동사(도치구문)

S V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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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주어진 문장에 a gap between your fingernail and the 

image of the nail이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이 문장의 앞에는 fingernail과 

the image of the nail에 대한 언급  (Place the tip of your fingernail ~.)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는 주어진 문장과 반대의 경우를 제시하므

로, 주어진 문장은 ⑤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Words  fingernail[fí\g‰÷néil] 손톱    changing room 탈의실    install 

[inst≤;l] 설치하다    determine[ditÁ;÷min] 알아내다; 결정하다        tip[tip] 끝    

reflective surface 반사면

40 정답 ④

옛날에 아주 힘센 나무꾼 한 명이 목재상에 일자리를 부탁해서 자리를 

구했다. 그는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사장이 그에게 도끼를 주며 그

가 일해야 하는 구역을 보여 주었다. 첫날, 그는 나무 열여덟 그루를 가

져왔다. 사장이 말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하게!” 사장의 말에 매우 고

무되어서, 그는 다음날 더 열심히 했지만 열다섯 그루밖에 못 가져왔다. 

날이 갈수록 그는 나무를 점점 더 적게 가져오고 있었다. “나는 힘을 잃

어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라고 나무꾼은 생각했다. 그는 사장에게 

가서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자네가 도끼를 마지막으로 갈

았던 때가 언제였나?”라고 사장이 물었다. “(도끼를) 간다고요? 저는 

도끼를 갈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무를 베느라 무척 바빴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나, 우리는 우리의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데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답의 근거  나무꾼은 일만 열심히 했을 뿐 도끼를 더 날카롭게 다듬는 일을 

하지 않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도 성과는 점점 더 나빠졌다. 적절한 휴식이나 재

충전의 시간 없이 열심히 일만 해서는 우리의 생산 능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교

훈을 담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빈칸 (A)에는 hard work가, 빈칸 (B)에는 to 

maintain our productive capacity가 들어가야 한다.

Words  woodcutter[wùdk>t‰÷] 나무꾼    timber merchant 목재상    

be supposed to ~하기로 되어 있다    motivate[móut‰véit] 동기를 주다, 

자극을 주다

41-42  정답 41 ③  42 ③

정답의 근거  41 체내 시계의 시간이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설명하는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③ ‘당신의 체내 시계는 어떻게 맞춰지는가?’가 가장 적절

하다.  

 ① 건강에 있어서의 빛의 역할     

 ② 가장 좋은 알람 시계는 무엇인가?     

 ④ 비만과 생체 시계     

 ⑤ 무엇이 눈을 빛에 민감하게 만드는가? 

42  실험에서, 파란 빛(햇빛)이 사람들이 깨어나도록 돕는다고 했으므로 잠에는 

깨어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빛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는 

③ ‘충분한 아침 햇살을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     

 ② 충분한 질 좋은 잠을 자는 것     

 ④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     

 ⑤ 식단에서 충분한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 

Words  mammal[m®mÂl] 포유류    located[loukèitid] 위치한    internal 

[intÁ;÷nl] 내부의    regulate[règjuléit] 통제하다    reset[ri;sèt] 다시 맞추다     

automatically[≥;t‰m®tik‰li] 자동적으로    synchronize[sí\kr‰nàiz] 시간

을 맞추다    pathway[p®^wéi] 경로    distinguish[distí\gwi∫] 구분하다     

stimulate[stímjuléit] 자극하다    exposed[ikspóuzd] 노출된    alert[‰lÁ;÷t]  

정신이 초롱초롱한, 기민한    might well ~하는 것도 당연하다

43-45  정답 43 ②  44 ③  45 ⑤

모든 포유류는 뇌 안에 위치한 시계를 가지고 있다. 침대 옆 알람 시계

와 비슷하게, 여러분의 체내 시계는 24시간 주기로 움직인다. 이 주기

는 잠에서 깰 때, 먹을 때, 그리고 잠을 잘 때를 통제하도록 돕는다. 알

람 시계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체내 시계는 다시 맞춰질 수 있다. 사

실, 매일 저절로 다시 맞춰진다. 어떻게?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이용함

으로써 그러하다.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낮의 빛과 밤의 어둠이 우리의 체내 시계를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러 해 동안, 연

구자들은 신체의 시계를 맞추는 신호가 우리가 (사물을) 보기 위해 사

용하는 것과 같은 경로를 통해서 처리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의 발견들은 인간의 눈은 두 개의 분리된 빛 감지 시스템을 갖고 있다

는 것을 보여 준다. 한 시스템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두 번

째 시스템은 우리 몸에 낮인지 밤인지를 알려 준다. 

여러분의 신체 시계에 전해지는 빛의 신호는 여러분에게 졸릴 시간과 

깨어 있을 시간을 말해 준다. 어느 빛이나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시계

  어떻게 천재들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가? 무엇이 역사상의  

아인슈타인, 에디슨, 다빈치, 다윈, 피카소, 미켈란젤로, 갈릴레오, 프로 

이드와 모차르트의 사고 체계를 특징짓는가? 여러 해 동안, 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지능과 천재성 사이의 연관성을 측정함으로써 천재를 연구 

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 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것이

다. Marilyn vos Savant는 지능지수가 228로 최고 기록을 세웠지

만 과학이나 인문에 그다지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Parade 잡지의 문답식 칼럼의 기고가다. 평범한 물리학자들이 노벨

상을 받은 Richard Feynman보다 지능지수가 훨씬 더 높은데도 많

은 사람들은 그를 마지막 위대한 미국의 천재로 인정한다. (그의 지능

지수는 그저 꽤 괜찮은 정도인 122에 불과했다.) 천재는 SAT에서 

1,600점을 받는다거나, 7살의 나이에 14개의 언어를 숙달한다거나, 

지능지수가 특별히 높다거나, 심지어 똑똑하다거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천재가 갖출 필수적인 자질은 무엇인가? 

 보통의 지능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료나 어떤 문제가 주어

지면, 예상 가능한 극히 평범한 답을 생각해 낸다. 예를 들어서, ‘13의 

1/2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 대부분은 바로 ‘6과 1/2’

이라고 답한다. 여러분은 아마도 몇 초 안에 이 답을 구했을 것이다. 

관습적으로, 우리는 즉, 과거에 마주친 비슷한 문제를 기반으로 재생

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전에 효

과가 있었던 과거의 무언가에 고착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는 빛의 다양한 색, 즉 파장을 구분할 수 있다. 파란 하늘의 빛처럼 파

란 빛은 우리 몸의 24시간 주기를 자극하는 데 가장 좋다. 실험에서, 

파란 빛에 노출된 사람들은 덜 졸리고 정신을 더 바짝 차렸다. 

햇빛은 파란 빛의 훌륭한 원천이다. 그래서, 충분한 아침 햇살을 받는 것

이 어떻게 당신을 깨우게 하는지 설명이 당연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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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정답 ④ 

이 도시의 도로 상태가 형편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작은 움푹 

패인 곳이었던 것이 사실상 분화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당신에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조

사 자료를 통해서, 교통부가 올해 도로 보수에 대한 예산으로 120만 

달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희망적인 소

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보수 작업이 이루어질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러한 보수 작업은 우리가 거리와 도로를 다니는 

것을 보다 안전하게 해 줄 것입니다.

정답의 근거  필자는 도시의 도로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문

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담당자에게 요청하는 글이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④이다. 도로 상태가 나쁜 것에 대해 단순히 알리려고 한 글이 아니므

로 ①을 답으로 고르지 않도록 유의한다.

구문 분석  Would you please inform the public, / however, / of 

just what kind of repairs are going to be made?

Words  pothole[p£thòul] (도로의) 움푹 패인 곳    practically[pr®ktikÂli]  

사실상, 실질적으로    crater[krèit‰÷] 분화구    transportation[tr©nsp‰÷tèi∫Ân]  

교통, 운송    budget[b=d,it] 예산을 짜다    promising[pr£misi\] 기대할 수 

있는  ; 전도 유망한    repair[rip¬‰÷] 수리, 보수

19 정답 ④ 

때때로, 나는 내게 서두르라고 강요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한다. 종

종, 나를 서두르게 만드는 그들의 수법 때문에 짜증이 난다. 내가 그

들이 사용하는 단어들과 그들 목소리의 어조,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긴박함에 집중을 하면, 나는 대답을 할 때 짜증이 나고 심지

어는 화가 나기도 한다. 나는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

지만, 내 자신이 어떤 일을 하면서 서두를 때 스스로 느끼는 긴박함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행동 내면에 있는 순수함을 보게 된다. 아주 성

가신 행동의 이면에는 동정을 애원하고 있는 좌절감에 빠진 사람이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많은 행동에도 그러하다. 우리가 이 행동

과 우리 자신 간의 거리를 좀 두고 ‘그 행동 너머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 행동이 나오는 곳에서 순수함을 볼 수 있게 된다.

정답의 근거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남의 행동 그 자체에 초점을 두지 말고, 

정답의 근거  43 연구자들이 지능과 천재성 사이의 연관성을 측정했다는 내용의 

(A) 다음에, 그 결과 지능과 천재 사이에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C)가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설명인 (B)가 

나오고 나서, 대조적으로 (By contrast) 천재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설명

하는 (D)가 나와야 한다. 

44  천재와 평균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의 차이점은 천재는 생산적인 사고를 하

고 평균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은 재생산적인 사고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는 ③ ‘천재의 독특한 특질은 무엇인가?’가 가장 적절하다. 

 ① 지능지수 테스트는 얼마나 믿을 만한가?    

 ②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    

 ④ 노벨 수상자의 평균 지능지수         

 ⑤ 생산과 재생산의 차이 

45  빈칸 뒤에 지능과 천재성에는 크게 관계가 없었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예시

들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⑤ ‘그 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없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천재성은 지능과 관련되어 있다    

 ② 지능을 판단하는 방법은 없다    

 ③ 천재성은 어린 시절에 나타난다    

 ④ 천재성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구문 분석  We ask, / “What have I been taught / in life, 

education, or work / about how to solve the problem?” 

Words  conventional[k‰nvèn∫‰nÂl] 관습적인 ; 극히 평범한      

fixate[fíkseit] 고정하다, 고착하다    analytically[æn‰lítik‰li] 분석적으로     

art[a;÷t] 인문 ; 인문학    run-of-the-mill 평범한    

respectable[rispèkt‰bÂl] 상당히 좋은, 어지간한     

extraordinarily[ikstr≥;÷dÂnèr‰li] 특별하게      

reproductively[rì;pr‰d=ktivli] 재생산적으로

how to부정사: ~하는 방법

현재완료

본문 p. 78~85 

18 ④ 19 ④ 20 ③ 21 ⑤ 22 ② 23 ⑤ 

24 ② 25 ② 26 ④ 27 ⑤ 28 ⑤ 29 ③ 

30 ② 31 ① 32 ④ 33 ③ 34 ② 35 ④ 

36 ② 37 ④ 38 ④ 39 ② 40 ④ 41 ⑤ 

42 ② 43 ③ 44 ⑤ 45 ③

독해 고난도 모의고사 1  0 
회

지에 관해 인생, 교육 또는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라고 묻

는다. 그러고는 분석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향해 분명히 정의된 방향 

내에서 과거의 경험과 일에 근거한 가장 유망한 접근 방식을 선택한

다. 

 그에 반해서, 천재들은 재생산적이 아닌 생산적으로 생각한다. 문

제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보는 방식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풀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 ‘이것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을 배웠는

가?’라고 묻는 대신, 그들은 많은 다양한 응답을 내놓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들 중 일부는 색다르고 다분히 독특하다. 생산적으로 생각하는 사

람은 ‘13’을 표현하는 많은 다양한 방법과 무언가를 반으로 나누는 많

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아래 몇 가지 예가 있다.  

13 = 하나와 셋, THIR TEEN = 반씩 나눈 네 개의 글자 

간접의문문(명사절): of의 목적어

inform A of B: A에게 B를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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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봄으로써 그 행동의 이면에 숨어 있는 순수한 의도를 알

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구문 분석  Underneath even the most annoying behavior is a 

frustrated person [who is crying out for compassion]. 

Words  occasionally[‰kèi,‰nÂli] 때때로    pressure[prè∫‰÷] 압력을 넣다;  

강요하다    hurry along 서두르다    annoying[‰n≤ii\] 짜증나는, 성가신    tone 

[toun] 어조    urgency[Á;÷d,Ânsi] 긴급함    innocence[ín‰sÂns] 순수함; 

무죄    underneath[>nd‰÷ní;^] ~의 아래에    frustrated[fr=streitid] 좌절한     

compassion[k‰mp®∫Ân] 동정

20 정답 ③  

고민거리 때문에 건전한 결혼 관계가 무너질 수도 혹은 형성될 수도 

있다. 고민거리를 어떻게 제시하고 접근하느냐 하는 것이 관계를 보

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떤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해결책을 

원한다면, 당신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그 문제를 배우자에게 긍정

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자기 

방어 태세를 취하고, 말다툼을 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

다. “당신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돈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거예

요.”라고 Sally가 말하면, Jim은 자기도 모르게 방어적인 자세로 반

응하게 되어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싸우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

일까요?”라고 Sally가 말한다면, 그녀는 Jim을 밀어내기보다는 그에

게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 차이는 밤과 낮처럼 상당

히 크다.

정답의 근거  부부 간의 문제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 방어적인 자세, 논쟁 등

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공동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긍정적인 질문을 

던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공동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질문’이다.

① 결혼 생활 위기의 다양한 유형      

② 자신의 잘못에 대해 남을 비난하기 

④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 유지하기    

⑤ 토론과 논쟁의 차이점  

Words  marital[m®r‰tl] 결혼 생활의 ; 부부 간의    phrase[freiz] 말로 표현

하다    defensiveness[difènsivnis] 방어적임, 방어 태세 

21 정답 ⑤ 

이집트 MENA (국영) 통신은 고대 이집트 파라오 Menkaure의 석

관을 찾는 데 수중 로봇이 사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것은 1837년

에 스페인 해안에서 조난 사고를 당해 유실되었다. 이집트와 스페인 

고고학자들은 첨단 기술 로봇의 도움을 받아 심해 탐사를 시작할 것

이다. 다른 고대 유물들과 함께 고대 이집트 왕의 석관을 나르고 있던 

상선 Beatrice는 이집트에서 영국으로 가는 도중 Cartagena 연안

에서 침몰했는데, 그곳에서 대영 박물관에 의해 그 유물들에 대한 몇

몇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집트와 스페인은 이집트  

4대 왕조의 다섯 번째 왕이었던 Menkaure의 석관을 찾는 합작 사

업에 협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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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스페인과 이집트가 첨단 수중 로봇을 이용해 고대 이집트 왕의 석

관을 발굴해내는 데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므로, 글의 주제로는 ⑤ ‘첨단 기술을 

이용한 유물 탐사’가 적절하다.

① 고대 이집트의 정치 제도             

② 고대 유물을 둘러싼 국내 분쟁

③ 이집트와 스페인의 역사적 관계    

④ 고대 이집트 유물의 고고학적 가치

Words  archaeologist[¢;÷ki£l‰d,ist] 고고학자    launch[l∞;nt∫] 착수하다     

antiquity[æntíkw‰ti] (보통 -ies) (고대) 유물    on route 도중에    conduct 

[k‰nd=kt] 수행하다    joint venture 공동 사업  , 합작 사업    locate[loukèit] 

(위치를) 알아내다, 발견하다

22 정답 ② 

당신은 지금 막 조각 그림(퍼즐)을 맞추라는 요청을 받았다. 천 개의 

조각을 모두 쏟아서 큰 탁자 위에 펼쳐 놓는다. 그리고는 무엇을 맞춰

야 하는지 보기 위해 상자 뚜껑을 들어올린다. 그런데 그림이 없다  ! 

어떤 모양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 퍼즐을 어떻게 끝낼 수 있겠는가? 

그것이 없으면, 심지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단서가 없

는 것이다. 이제 당신 자신의 인생과 천 개의 조각을 생각해 보자. 당

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갖고 있는가? 

당신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발전시키는 것

이 좋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목표를 세우

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당신 삶의 운전자이지 승객이 아니기 때문

에,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을 정하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지도를 그

려라.

정답의 근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은 마치 어떤 그림인지 모르는 상

태에서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하고 있다. 후반부의 ‘deciding 

what your values are and setting goals’, ‘decide where you want 

to go and draw up a map to get there’ 등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결정하

고 ② ‘명확한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라는 글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구문 분석  Since you are the driver of your life, / not the 

passenger, / decide where you want to go / and draw up a map 

to get there. 

Words  put together ~을 모으다, 짜 맞추다    jigsaw puzzle 조각 그림〔퍼즐〕  

맞추기    pour[p∞;÷] 쏟아 붓다    spread[spred] 펼치다    pick up 줍다, 들어

올리다; (중간에) 태우다    clue[klu;] 단서    goal[goul] 목적, 목표

23 정답 ⑤

주격 관계대명사

부사구(도치 구문) V

S

~이므로  

V1     O (간접의문문) V2

두 마리의 금붕어가 뉴질랜드의 지진 이래로 수조 안에 먹이나 여과 

장치 없이 134일 동안 살아 남았다. TV 만화영화인 ‘Scooby Doo’

의 등장인물인 Shaggy와 Daphne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그 금붕어

들이 181명의 사상자를 낸, 2월에 Christchurch에서 발생한 파괴

적인 지진의 가장 작은 그리고 가장 강한 생존자들이 되었다. 그것들

은 그것들에게 먹이를 줄 사람 없이 도시의 출입 금지령이 내려진 시

내의 수조 안에 갇힌 채 4달 반을 보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발

견되어 구조되기 전에 그들의 수조 여과 장치에 전력을 공급할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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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①  ~    ④는 ‘two goldfish(두 마리의 금붕어)’를 가리키는 반면, 

⑤는 그 물고기들이 먹이로 했던 ‘algae(조류)’를 가리킨다. 

Words  survive[s‰÷váiv] 살아남다    filter[fílt‰÷] 여과 장치    earthquake 

[Á;÷^kwéik] 지진    survivor[s‰÷váiv‰÷] 생존자    devastating[dèv‰stéiti\]  

파괴적인, 참화를 가져오는    off-limit 출입 금지 지역    rescue[rèskju;] 구조하다    

incredible[inkrèd‰bl] 믿을 수 없을 정도의    algae[®ld,i;] (alga의 복수형) 

조류    munch[m<nt∫] 우적우적 먹다    nutrition[n∆u;trí∫Ân] 영양분 

24 정답 ② 

그들의 2005년 앨범인 ‘Money Business’는 The Black Eyed 

Peas를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힙합 세계의 왕으로 만든 것이다. 그들

은 그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던 2003년의 ‘Elephunk’ 발매로 

이미 왕좌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들의 후속작은 정말로 세상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함께 성장했

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서로 편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007년 

5월에 그들은 무료 ‘일요일 콘서트’를 열어 음악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장려하는 비영리 Peapod 재단을 설립했다. 콘서트의 모든 입장권은 

입장권을 경품으로 주는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배부되었는데, 이는 대

개는 콘서트에 돈을 내고 올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밴드가 공연하는 것

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답의 근거  (A) 5형식 구문으로 2005년에 발매한 앨범이 The Black 

      Eyed Peas (목적어)를 the undisputed kings of the hip-hop 

world(목적격보어)로 만든 것이므로 동사의 과거형 made가 적절하다.

(B)  showed는 목적어를 2개 취하는 수여동사로 the world는 간접목적어이

고, 뒤에 직접목적어가 와야 하므로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앞의 the world를 선행사로 착각하여 관계대명사 that을 고르

지 않도록 한다.

(C)  All tickets ~ ticket giveaways까지가 완전한 문장이므로,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to부정사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Words  undisputed[>ndispjù;tid] 반박의 여지가 없는    throne[^roun]  

왕좌    release[rilí;s] 발매 음반    phenomenon[fin£m‰n¢n] 현상     

follow-up work 후속작, 후속편    launch[l∞;nt∫] 시작하다, 착수하다    

giveaway[gív‰wéi] 경품, 증정품    ensure[in∫ù‰÷] 보장하다    ordinarily 

[≤;÷d‰n¬‰r‰li] 보통 때는, 대개는    afford[‰f≤;÷d] 여유가 되다    attend 

[‰tènd] 참석하다    perform[p‰rf≤;÷m] 공연하다

25 정답 ②

정답의 근거  (A) Poe 작품의 또 다른 ‘측면 (aspect)’인 이상심리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prospect는 ‘전망, 기대’의 의미이다

(B)  normal morality와 irrational desires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므로  

‘~와 상반되는’의 의미가 되어야 하고, desires를 뒤에서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구가 들어가야 하므로 to와 이어지는 contrary가 적절하다.  

contrast는 ‘차이, 대조’의 의미이다.

(C)  Poe가 그의 작품에서 이상심리학을 실감나게 ‘묘사했다  (describe)’는 내

용이다. ascribe는 ‘~의 탓으로 돌리다’의 의미이다.

Words  detective story 탐정 소설, 추리 소설    frequently[frí;kw‰ntli] 

자주    motivate[móut‰véit] 동기를 부여하다    irrational[ir®∫‰nl] 비이성적인 

(↔ rational 이성적인)    morality[m‰r®l‰ti] 도덕(성)    tell-tale[tèltéil]  

고자질쟁이, 밀고자    realistically[rì;ÂlístikÂli]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drive[draiv] 몰아가다

26 정답 ④

60대 중반과 후반에 도달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이 은퇴하기에  

너무 젊고, 특히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일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구

학적 뒤틀림이 수명의 전형적인 분포에 일어나면서, 본질적으로 지난 

세기에 걸쳐 평균 수명보다 10년 내지 20년이 증가했다는 증거가 분

명해지면서, 연구자들은 지금 65~75세의 사람들에 대한 전적으로 새

로운 발달 단계를 탐구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 나이대가 정신

적, 정서적 쇠락으로 특징지어진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사실, 조사에서는 은퇴할 시점에 놓인 많은 미국인들이 과거의 일반

적인 은퇴 나이를 넘어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 하고 생산적인 활

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있으며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자 하는 강렬한 

반감(→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많은 이들이 70대에

도 전업이나 시간제 일을 계속할 계획을 하고 있고, 사실 상당한 수가 

80대에 이르러서조차도 일을 하고 있다!

정답의 근거  은퇴에 직면한 노인들은 바로 은퇴하기보다는 더 일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④의 antipathy(반감, 혐오)는 desire(열

망, 욕구) 등으로 고쳐 써야 한다.

구문 분석  In fact, / surveys show / [that many Americans / 

approaching retirement / want to continue working past 

traditional retirement age / and have a strong desire / to 

remain productive / and set new goals]. 

Words  in the wake of ~에 계속해서, ~의 결과로서    recession[risè∫Ân] 

경기 침체    demographic[dì;m‰gr®fik] 인구학〔인구 통계학〕의    wrench 

[rent∫] 뒤틀림, 꼬임    classic[kl®sik] 전형적인, 고전의    essentially[isèn∫‰li] 

본질적으로    decline[dikláin] 쇠퇴, 쇠약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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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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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Edgar Allan Poe는 대개 아주 초창기에 썼던 몇 편의 탐정 소설로 

칭송을 받고 있다. 하지만 Poe의 작품의 또 다른 측면인 그의 이상심

리학에 대한 이해는 종종 간과된다. 오늘날에는 인간이 정상적인 도

덕과 상반되는 어둡고 비이성적인 욕구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Poe는 21세기가 아닌 19세기에 (이것에 

대해) 작품을 썼던 것이다. 그는 ‘고자질쟁이의 마음’과 ‘검은 고양이’

에서 희생자들의 죽음을 원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잘 알고 있는  

두 명의 등장 인물들을 실감나게 묘사했다. 그들은 이성적 통제가 되

지 않는 잔인한 욕망에 이끌린 것이었다.

도 없었다. 그것은 분명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그럼 그들은 어떻

게 그것을 했나? 그 물고기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26갤런의 대

형 수조 속에서 살았다. 그들에게는 수조 안의 돌과 벽에서 자라고 있

는 먹을 수 있는 조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물고기들은 그것들을 먹

으면서 어느 정도의 영양분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desire 수식 1

desire 수식 2

V́ 1

V́ 2

목적절 Ś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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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정답 ⑤ 

이 그래프는 1975년부터 2000년까지의 세 가지 다른 항목의 패스트

푸드 소비율을 나타낸다.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 이 기간 동안 소비가 

감소한 유일한 항목은 피시 앤 칩스이다. 햄버거 소비는 1975년부터 

1985년 사이에 매해 10번에서 80번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 10년 동

안은 연간 약 20번 정도가 추가로 완만하게 늘어났다. 그러나 1995

년 이후에 햄버거 소비율은 꾸준하게 매해 100번에 머물렀다. 또 다

른 항목인 피자는 1975년에 햄버거와 비슷한 비율로 소비되기 시작

했고, 이후 15년 동안 세 배만 증가했다. 매해 80번의 정체기를 거친 

후, 소비된 피자의 양은 1990년대 말까지 상당히 늘어났다. 

정답의 근거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피자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한  

이후,1995년 이후에 정체기에 접어들었으므로, ⑤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consumption[k‰ns=mp∫‰n] 소비    category[k®t‰g≥;ri] 항목   

overall[óuv‰r∞;l] 전반적인, 종합적인    trend[trend] 동향, 추세     

decade[dèkeid] 십년    rate[reit] 비율    similar[sím‰l‰÷] 비슷한, 유사한    

threefold[^rí;fòuld] 3배의    plateau[plætóu] 정체기, 안정기      

consume[k‰nsù;m] 소비하다    significantly[signífik‰ntli] 상당히, 크게

28 정답 ⑤ 

Mark Twain은 1835년에 Samuel Clemens라는 이름으로 태어

났다. 소년이었을 때, 그는 기회만 있으면 학교를 빼먹었고, 많은 사

람들은 그가 못돼먹었다고 생각했다. Samuel이 겨우 열한 살 때, 그

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의 가족은 사실상 무일푼으로 남겨져서 그

는 학교를 중퇴했다. 20대 초반에, Samuel은 그의 꿈을 이루어서 증

기선 선장이 되었는데, 거기서 Mark Twain이라는 그의 필명이 생

겼다. 몇 년 후에, 그는 작가가 되었다. 그는 여행하는 것을 즐겼고, 

그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의 등장인물들을 만들어 냈다. 그

의 마지막 영광은 그가 열한 살 때 학교를 중퇴했음에도 불구하고 

Oxford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일이었다  !

정답의 근거  마지막 문장을 보면 Mark Twain이 Oxford 대학에서 박사 학

위를 받았다는 내용은 있지만 강의를 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skip school 수업을 빼먹다, 결석하다    spoiled[sp≤ild] 버릇없는, 

못돼먹은    practically[pr®ktikÂli] 사실상, 거의    penniless[pènilis] 무일푼의    

drop out of 중퇴하다, 낙제하다    fulfill[fulfíl] 실현하다, 이루다    steamboat 

[stí;mbòut] 증기선, 기선    pen name 필명    come in contact with  

~와 만나다    glory[gl≤;ri] 영광, 영예    doctorate[d£kt‰r‰t] 박사 학위

29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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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필자는 시내에 있는 멋진 식당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신부의 향수 

냄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가 신부가 감정이 상해서 침묵하자 후회하며 눈치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I should not have mentioned ~. I didn’t have to 

be so honest. 등의 표현에 ③ ‘후회하는(regretful)’ 감정이 잘 드러나 있다.

① 외로운    ② 부러워하는    ④ 기쁜    ⑤ 무관심한 

구문 분석  I pretended to stare straight ahead / trying to 

concentrate on the steady metallic rhythm / of the train cars 

[rolling by]. 

Words  bride[braid] 신부 (↔ bridegroom 신랑)    horrible[h≤;r‰bl]  

끔찍한; 몹시 불쾌한    black pepper 후춧가루    railroad crossing 철도 건널목    

beg[beg] 부탁하다; 청하다    mercy[mÁ;÷si] 자비    pretend[pritènd]  

~하는 척하다    concentrate[k£nsÂntréit] 집중하다    metallic[m‰t®lik] 

금속의

30 정답 ②

주판의 역사는 선사 시대부터 현대에 이른다. 그리스와 이후의 로마 주

판은 조약돌이 놓인 편리하고, 평편한 면에 불과했다. 로마의 계산 판

이 사용되는 방식은 동시대의 삽화에서 보여지고 있으며, 수를 세는 조

약돌은 고고학 장소에서 발견되었다. 로마의 계산 판은 숫자를 나타내

는 데 사용되는 문자를 단 세로줄로 나뉘는데, 그 문자는 M(1000), 

C(100), X(10) 그리고 I(1)이다. 각 부분에는 1에서 9까지의 조약돌 

중 어떤 것이든 놓일 수 있었다. 그러나 한번에 8개나 9개의 조약돌을 

더하는 것은 어려워서, 중간 숫자, 5, 50, 그리고 500을 두 개의 부분

을 나누는 줄에 놓이는 한 개의 조약돌로 나타냈다. 이것은 V(5), 

L(50) 그리고 D(500)라고 표시되었다. 이것은 계산 결과가 5를 나타

내는 하나의 조약돌과 네 개의 조약돌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정답의 근거  하나의 세로줄에 9개까지 조약돌을 놓을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은 

한번에 8개나 9개의 조약돌을 더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서 5의 값을 갖는  

한 개의 조약돌을 두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② ‘5’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구문 분석  The Greek, and later the Roman abacus was / no 

more than a convenient, flat surface / [on which pebbles could 

be placed].  

Words  prehistoric era 선사 시대    pebble[pèbl] 조약돌      

calculate[k®lkjuléit] 계산하다    contemporary[k‰ntèmp‰réri] 동시대의    

illustration[ìl‰strèi∫Ân] 삽화, 도해    archaeological[¢;÷ki‰l£d,ikÂl]  

고고학의    column[k£l‰m] 세로줄    designate[dèzignéit] 지정하다     

at a glance 한눈에, 단번에    intermediate[ìnt‰÷mí;di‰t] 중간의     

calculation[kælkjulèi∫‰n] 계산 결과, 산출

우리 결혼식은 1월 9일이었다. 우리는 잘 차려입고 시내에 있는 가장 

멋진 식당으로 가는 중이었으며 들떠 있었고 행복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향수 냄새를 맡았다. 나는 나의 신부가 가장 끔찍한 향수를 뿌

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독가스와 후춧가루를 섞어 놓은 것 

같은 냄새였다. 우리는 철도 건널목에서 멈춰 섰다. 밖이 추워서 창문

들은 꼭 닫혀 있었고 히터는 계속 작동 중이었다. 내 코와 폐가 조용히 

자비를 호소하자 나는 “자기, 그 향수는 곤충 퇴치 스프레이 같은 냄새

가 나.”라고 말했다. 침묵! 그 순간 나는 그녀의 향수에 대해 언급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렇게 정직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기차가 굴러가며 내는 규칙적인 기계음에 집중하려고 하면서, 앞

을 응시하는 척을 했다. 나는 신부를 곁눈질로 쳐다보았다.

분사구문(~하면서)

단지 ~에 불과한(= only)  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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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고통에 대한 경

험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잠재의식적으로 고통을 가한 물건이나 장소를 피하게 

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④ ‘우리의 잠재의식적인 행동’이 들어

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고통의 의미              

② 고통에 대한 우리의 민감성    

③ 고통을 느끼는 방법    

⑤ 우리 뇌에서 고통을 느끼는 부분  

구문 분석  A severe experience of pain and a conscious 

awareness of [exactly what led to that pain] / may result in 

the development of an aversion to anything / [resembling the 

cause]. 

Words  perception[p‰÷sèp∫Ân] 지각    fundamental[f>nd‰mèntl] 근본 

적인 ; 필수적인    affect[‰fèkt] 영향을 미치다    profound[pr‰fáund] 심오한    

prompt[pr°mpt] 촉구하다    cease[si;s] 중단하다    alter[≤;lt‰÷] 바꾸다    

aversion[‰vÁ;÷,Ân] 혐오    subconscious[s<bk£n∫‰s] 잠재의식의    

twist[twist] 뒤틀다

33 정답 ③

듣기는 우리 대부분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다. 다양

한 연구는 의사소통 능력으로서의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듣기 능력의 부족함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흔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빠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대부분은 분당 약 125단

어의 속도로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분당 

400단어로 말하는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다. 말

하는 속도와 생각하는 속도의 이러한 차이는 우리가 보통 사람의 말

을 들을 때, 단지 우리 정신 능력의 25퍼센트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우리는 여전히 뭔가 다른 것을 할 여유가 있는 75퍼센트

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정신은 딴 생각을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듣기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듣기 행위에 우리

의 정신 능력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

가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우리의 정신이 다른 생각에 빠져 있

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정답의 근거  빈칸 뒤에 듣기 능력이 부족한 원인, 즉 상대방이 말하는 속도보

다 그 말을 이해하는 청자의 속도가 더 빨라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다른 생

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이어진다. 따라서 빈칸에는 ③ ‘우리는 다른 사람

이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우리는 일부 숨겨져 있던 사실들을 회상하는 경향이 있다.

② 우리는 보통 듣는 것의 4분의 1만을 간직한다.

④ 우리는 한 차례의 집중 후에 정신적으로 지친다.

⑤ 우리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화자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다.

구문 분석  However, we have the mental capacity / to 

understand someone / [speaking at 400 words per minute  

(if that were possible)].

31 정답 ① 

우리들 가운데 정말 많은 이들이 서두르고, 두려워하고, 경쟁적이 되

면서 삶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비상사태처럼 여기며 계속해서 살아가

고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보다 평화롭고 사랑이 깃들게 되

면 갑자기 우리의 목표 달성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

다. 우리는 게을러지고 (목표 달성에) 무관심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실제로 그 반대가 사실임을 깨달음으로써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 두려움에 찬 사고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우리 

삶에서 창의성과 동기를 고갈시킨다. 당신이 두려워할 때, 당신은 즐

거움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신의 위대한 잠재 가능성이 실제로 발휘

될 수 없게 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얻는 어떠한 성공도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낸 것이다.

정답의 근거  두려움이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글로, 성공이 두

려움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빈칸에는 ①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②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③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즐거움 때문에  

④  잠재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잠재 가능성을 희생함으로써 

⑤ 창의성의 희생 때문이 아니라, 창의성 때문에 

구문 분석  One of the major reasons [so many of us remain / 

hurried, frightened, and competitive, / and continue to live 

life / as if it were one giant emergency], / is our fear [that if 

we were to become more peaceful and loving, / we would 

suddenly stop achieving our goals].  

Words  frightened[fráitnd] 두려워하는    competitive[k‰mpèt‰tiv] 경쟁

적인    emergency[imÁ;÷d,Ânsi] 비상사태    indifferent[indífÂr‰nt]  

무관심한    enormous[in≤;÷m‰s] 엄청난    drain[drein] 소모하다; 배수하다     

motivation[mòut‰vèi∫Ân] 동기    literally[lítÂr‰li] 글자 그대로; 사실상    

immobilize[imóub‰làiz] 움직이지 않게 하다    potential[p‰tèn∫Âl] 잠재  

가능성    not to mention ~은 말할 필요도 없이 

32 정답 ④   

고통의 인지는 우리의 생존에 너무나 필수적인 것이어서, 심오한 방

식으로 우리의 뇌에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으로, 아픈 곳을 보호하고, 

고통의 근원에서 벗어나게 하고, 아픈 곳을 검사하는 동안 종종 아픈 

곳의 모든 사용을 중지하기 위해서 바로 행동을 취하게 된다. 장기적

으로, 우리의 잠재의식적인 행동이 변한다. 극심한 고통의 경험과 정

확히 무엇이 그 고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의식적인 인지는 그 원인

을 닮은 모든 것에 대한 혐오를 생기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는 

그러한 혐오를 ‘두려움’이라고 부른다. 혐오는 고통을 일으킨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기억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장기적인 잠재의식적 

기억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높은 담에서 떨어져서 고통

스럽게 발목을 삔 때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높은 곳

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은 잠재의식적으로 높은 곳을 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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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stress[stres] 강조하다   at the rate of ~의 속도로    capacity 

[k‰p®s‰ti] 능력, 용량    wander[w£nd‰÷] (생각 등이) 집중되지 않다, 산만해지다    

34 정답 ② 

영양학 전문가들은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기 때문에 미국이 비만과의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기 시

작하고 있다. 만약 수입이 괜찮으면서 살을 뺄 결심을 한다면, 구운 

닭고기, 샐러드, 그리고 신선한 망고를 먹고 테니스를 좀 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임금이 낮은 일을 하거나 두세 가지의 일을 하는 사

람은 그런 것을 할 처지가 못 된다. 정말 싼 것은 정제된 밀가루, 설탕

과 옥수수 시럽이 첨가되거나 지방을 첨가시켜 만든 음식들이다. 실

제로, 감자칩이 보통 신선한 아스파라거스보다 싸고, 대용량 쿠키 제

품이 산딸기보다 더 싸다. 게다가, 가난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운동

하기에 충분한 여가 시간이 없다.

정답의 근거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며, 이어지는 내용은 주제문을 보충 설명

하는 예시에 해당한다. 제시된 예는 임금 수준과 여가 시간이 다이어트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②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면

에서 너무 많이 든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유전적 요인들이 비만에 중요하다

③ 비만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고 있다

④ 패스트푸드 식당이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다

⑤ 사람들은 과거보다 훨씬 활동적이지 못하다

Words  nutrition[n∆u;trí∫Ân] 영양, 영양학    expert[èksp‰;÷t] 전문가     

obesity[oubí;s‰ti] 비만    decent[dí;snt] 어지간한, 상당한    income 

[ínk<m] 소득, 수입    grilled[grild] 구운    refined[ri;fáind] 정제된  ; 세련된    

flour[flau‰÷] 밀가루    asparagus[‰sp®r‰g‰s] 아스파라거스    bulk[b<lk] 

대량으로 판매되는    furthermore[fÁ;÷"‰÷m≥;÷] 게다가, 더욱이

35 정답 ④

의사 결정 분석에서, 당신은 결과를 보고 다른 사람의 의사 결정을 판

단할 수 없다. 대신에, 의사 결정은 의사 결정을 할 때 의사 결정자가 

지니고 있었던 의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의사 결정이 이

루어졌던 시점으로 돌아가야 하고, 의사 결정자가 가지고 있었던 모

든 정보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의사 결정 과정

이 전개되었는지를 보아야 한다. 의사 결정을 사진을 찍는 것과 비슷

한 것으로 생각해 보아라. 언제 초점을 가까이 맞추고 멀리서 잡는지

를 깨닫는 것이 적절한 틀에 도달하는 것의 핵심이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틀을 너무 좁게 잡고 얼마나 많은 공간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초점을 멀리서 잡아보려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초점의 부

족에 너무나 압도되어서 의사 결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다. 요컨대, (다른) 사람의 의사 결정을 알기 위해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답의 근거  (A) 빈칸 뒤의 내용이 의사 결정 분석을 위해서는 의사 결정자의

      관점과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 그 시점에 의사 결정자가 가졌던 모든 

정보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므로, ‘outcome(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B)  빈칸 앞 문장의 내용이 우리가 초점을 너무 좁게 잡고, 초점을 멀리 잡지 않

는다고 했으며, 연결사 Likewise(마찬가지로)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focus(초점)’의 부족에 압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과정 - 초점    ② 과정 - 열정    ③ 동기 부여 - 열정    ⑤ 결과 - 지식 

구문 분석  Developing an awareness of when to zoom in and 

zoom out / is at the heart of arriving / at the appropriate 

frame.

Words  decision analysis 의사 결정 분석    unfold[>nfóuld] 펴다, 펼치다    

awareness[‰w¬‰÷nis] 자각, 인식    appropriate[‰próupri‰t] 적절한    

overwhelm[òuv‰÷¶wèlm] 압도하다, 제압하다

36 정답 ② 

많은 종의 생물들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생태 환경의 유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멸종 위협을 받고 있다. 인간은 기름진 토양과 기후가 온

난한 곳에서 번성해 왔으며, 이러한 곳에 한정되어 서식하는 생물들

은 대개 우리의 농업과 도시로 인해 사라졌다. 예를 들어, 긴 풀이 자

라는 초원을 만들어 내는 환경은 훌륭한 농경지가 되므로, 현재 이러

한 생태계의 천연 동식물은 종종 철로의 철도 용지나 관리되지 않는 

공동묘지와 같은 얼마 안 되는 버려진 장소에 한정된다. 마찬가지로, 

강은 물, 수송을 위한 통로, 쓰레기 처리 장소, 수력 전기 시설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간 활동이 집중되는 곳이며, 그 결과로 강에 서식

하는 많은 생물들, 특히 물고기나 조개류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정답의 근거  (A) 인간이 선호하는 자연 환경에서 인간의 활동 때문에 그곳에 

      서식하는 동식물들이 사라지게 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For example (예를 들어)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B)  앞에 제시된 예와 유사하게 강가에서의 인간의 활동 때문에 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물들도 멸종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빈칸에는 

Similarly (마찬가지로)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① 예를 들어 - 그러나       ③ 대조적으로 - 비슷하게    

④ 결과적으로 - 그러나    ⑤ 결과적으로 - 게다가

Words  extinction[ikstí\k∫‰n] 멸종    fertile[fÁ;÷tl] 비옥한, 기름진     

benign[bináin] 온난한    organism[≤;÷g‰nìzm] 생물, 유기체    restrict 

[ristríkt] 제한하다, 한정하다    prairie[pr¬Âri] 대초원    biota[baióut‰] 생물군, 

한 지역의 동식물    right-of-way 철도 용지    focal[fóukÂl] 초점에 있는     

corridor[k≤;rid‰÷] 통로; 주요 수송 경로    disposal[dispóuzÂl] 처리, 처분    

hydroelectric[hàidrouilèktrik] 수력 전기의    riverine[rív‰ràin] 강의,  

강변의    mussel[m=sÂl] 홍합류, 조개류    jeopardy[d,èp‰÷di] 위험

37 정답 ④ 

이집트인들은 죽은 자들이 내세를 위해서 육체를 필요로 한다고 믿었

기 때문에 시체를 살아있는 모습처럼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

다. 그들은 시체를 건조시켜 보호 덮개 안에 넣어서 보존했다. 초기 

작업자들은 건조시킨 시체를 매트로 감쌌다. 후기에는 건조시킨 시체

를 나무나 돌로 된 관에 넣었다. (어떤 경우에는 무덤 도굴꾼들이 값

나가는 물건들이나 미라 자체를 훔치기도 했다.) 유족의 재산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미라가 만들어졌지만, 최소한의 방부 처리만 한 시

체조차도 뜨겁고 건조한 모래 속에 곧바로 매장되었을 때 오랫동안 

보존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S(동명사) of의 목적어

고난도독해-정답(1-96)OK.indd   77 14. 11. 29.   오전 1:50



정답의 근거  이집트인들이 미라를 만든 이유와 과정, 그리고 형태에 대해 설명

하는 글로, 무덤 도굴꾼들이 유품이나 미라를 도굴했다는 내용인 ④는 글의 흐름

에서 벗어난다.

구문 분석  The Egyptians devoted great effort / to preserving 

the lifelike appearance of corpses / because they believed / 

[that the deceased needed physical bodies / for the next life]. 

Words  devote[divóut] (시간·노력 등을) 바치다; 헌신하다    preserve 

[prizÁ;÷v] 보존〔보호〕하다    lifelike[làifláik] 살아 있는 것 같은    corpse 

[k∞;÷ps] 시체    deceased[disí;st] 사망한    protective[pr‰tèktiv] 보호 

하는    practitioner[præktí∫Ân‰÷] (특정 분야의) 견습자, 작업자    wrap[ræp] 

싸다, 두르다    coffin[k≤;fin] 관    mummy[m=mi] 미라    mummification 

[m>mifikèi∫Ân] 미라화(化)    embalm[imb£;m] (시체에) 방부 처리하다  ; ~을 

미라로 만들다

38 정답 ④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텔레비전을 본다고 말

한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서야 과학자들이 텔레비전을 잠재적인 중

독성 습관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일련의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매

일 3시간 이상의 텔레비전 시청으로 정의된 과도한 텔레비전 시청이 

피실험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피실험자들은 만성적인 신체 질환의 비율이 증가함을 보여 주었

고, 텔레비전을 좀처럼 보지 않는 사람들보다 상당히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우울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이런 감정들에도 불구하고, 평균보다 텔레비전을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은 (텔레비전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텔레비전 시

청 습관을 줄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답의 근거  주어진 문장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텔레비전을 더 

많이 시청한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언급한 후에, 이것이 사실은 텔레비전의 중독

성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이어져야 하므로 (C)가 가장 먼저 나오고, 이어서  

(C)의 해로운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A)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B)의 

Despite these feelings에서 these feelings는 (A)에서 언급된 걱정되고  

불안한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A) 뒤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글의 순

서는 (C) - (A) - (B)가 된다.

구문 분석  Despite these feelings, / people [who watched 

more television than average] / found it to be difficult, if not 

impossible, / to decrease their viewing habits. 

Words  subject[s=bd,ikt] 피실험자    display[displèi] 나타내다    

chronic[kr£nik] 만성인    ailment[èilm‰nt] (가벼운) 병, 질병    

depressed[diprèst] 우울한    rarely[r¬‰÷li] 좀처럼 ~하지 않는    

potentially[p‰tèn∫Âli] 잠재적으로    addictive[‰díktiv] 중독성의    

psychological[sàik‰l£d,ikÂl] 심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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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정답 ②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진보는 교통 통제에 있어서 새로운 응용 기술

을 만들어 냈다. 군대에 의해 항해 목적으로 개발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이라고 불리는 위성 시스템은 이제 모든 운송 형태의 교

통 통제에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철도 산업에서 기관차에 장착된 

위성 추적 장치는 GPS를 사용하여 열차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낼 

수 있다. 철로 배차원들은 같은 노선인 열차들 간의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 열차의 위치에 대한 이 정보를 사용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열차의 위치와 속도가 항공 관제탑에 상응하는 열차 통제소로 보내진

다. 통제 센터에서는, 컴퓨터가 열차의 위치와 속도를 탐지하고 위험

을 예측하며 열차 승무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정답의 근거  주어진 문장은 GPS를 이용하여 열차의 위치를 파악하는 실례를 

들기 시작하는 부분이므로, 열차에서의 GPS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는 문장 앞인 ②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 분석  A satellite system / [developed by the military 

for navigation, called the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  

is now being applied to traffic control / in all forms of 

transportation.

Words  application[©pl‰kèi∫Ân] 적용, 응용 (프로그램)    navigation 

[n©v‰gèi∫Ân] 항해, 비행    satellite-tracking 위성 추적    mount[maunt] 

설치하다    locomotive[lòuk‰móutiv] 기관차    identify[aidènt‰fài] 확인

하다, 식별하다    dispatcher[disp®t∫‰÷] 배차원  ; 운행 관리자    equivalent 

[ikwív‰l‰nt] ~에 상응하는 것; ~에 상응하는    scan[skæn] (유심히) 살피다    

predict[pridíkt] 예측하다    hazard[h®z‰÷d] 위험    crew[kru;] 승무원

40 정답 ④

인공위성의 측정값에 따르면 태양은 여전히 밝다고 한다. 하지만, 점

점 더 적은 양의 햇빛이 지구에 도달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에 도

달하는 햇빛의 양이 최근 몇 년 사이에 20퍼센트까지 감소했다고 말

한다. 아시아, 미국, 그리고 유럽과 같은 몇몇 지역에서는 감소량이 

훨씬 더 급격하다. 과학자들은 너무 과도한 오염으로 인해 더 적은 태

양 광선이 지표면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태양 광선이 대

기 중의 오염 물질과 부딪히면 우주 밖으로 되돌아 간다고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오염은 햇빛을 어둡게 한다.

 태양 광선의 양은 주로 대기 오염 때문에 감소해 왔다.

정답의 근거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공기 중의 오염 물질로 인해 지표면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따라서 이 글은 ‘대기 오염(air  

pollution)’으로 인해 태양 광선의 양이 ‘감소하고(decreased)’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Words  satellite[s®tÂlàit] 인공위성    measurement[mè,‰÷m‰nt] 측정(값)     

remain[rimèin] ~의 상태이다    as ever 여전히, 변함이 없이    decrease 

[di;krí;s] 감소하다      steep[sti;p] 급격한    ray[rei] 광선    pollutant 

[p‰lù;tnt] 오염 물질    outer[áut‰÷] 바깥쪽의    dim[dim] 어둡게 하다

가목적어V      목적격보어

진목적어

주격 관계대명사 S

∧
(it is)

V

S

A satellite system 수식

devote A to B(명사): A를 B에 바치다

the  ＋  형용사  =  복수 보통명사  (= the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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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정답 41 ⑤  42 ② 

현미경의 발명은 우리의 세상이 보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빠르게 밝혀

냈다. 이것은 오로지 인간의 수준에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

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인간이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겨왔던 많은 것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인간의 수준에서, 암소는 단순해 보인다. 여러분이 암소에 풀을 먹이

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우유로 되갚는다. 이것은 속임수인데, 그 비밀

은 암소와 몇몇 다른 포유류에 국한되어 있다(대부분은 풀을 소화할 

수 없다). 여러분은 그 과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세부 사항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생물학이라기보다는 화학이나 연금술과 같은, 

풀에서 우유로의 간단한 변화이다. 그 나름대로 이것은 마술이지만, 

믿을 만하게 작용하는 합리적인 마술인 것이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전부는 약간의 풀과 암소, 그리고 실질적인 노하우이다. 

그러나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이 모든 것은 더 복잡해진다. 더 가까이 

볼수록, 그것은 더 복잡해진다. 우유는 하나의 물질이 아니며, 많은 것

의 혼합체이다. 풀은 너무나 복잡해서 우리가 아직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암소의 복잡함은 훨씬 더 크다. 특히, 암소는 (황소와 

함께) 새로운 새끼 소의 세대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수준에서

는 단순한 것이지만, 현미경의 수준에서는 점점 더 복잡해진다. 

정답의 근거  41 현미경이 발명된 이후에 단순하게만 보였던 세상이 사실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제목으로는 

⑤ ‘현미경 아래의 복잡한 세상’이 적절하다. 

 ① 현미경을 사용하는 방법    

 ② 나쁜 시력을 위한 안경  

 ③ 현미경 대 망원경            

 ④ 현미경의 짧은 역사 

42   사람의 눈에는 단순하게 보이는 세상이 사실은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

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② ‘우리의 세상은 보기와는 다르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인간의 시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③ 과학은 생존에 필수적이다 

 ④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⑤ 인간은 세상의 진정한 지배자이다 

Words  microscope[máikr‰skòup] 현미경    function[f=\∫Ân] 기능 

하다    solely[sóulli] 오로지, 단지    mammal[m®mÂl] 포유류    digest 

[did,èst] 소화하다    exploit[èkspl∞it] 이용하다    straightforward 

[stréitf≤;÷w‰÷d] 간단한, 복잡하지 않은    transformation[tr©nsf‰÷mèi∫Ân] 

변화    chemistry[kèm‰stri] 화학    alchemy[®lk‰mi] 연금술    in its way 

그 나름대로    rational[r®∫Ânl] 합리적인    complicated[k£mpl‰kéitid]  

복잡한    substance[s=bstÂns] 물질

43-45  정답 43 ③  44 ⑤  45 ③

정답의 근거  43 주어진 글 (A)가 신체 만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실험 참여자에게 설문지를 작성하게 했다는 내용이므로, 그 다음에는 참여

자들을 연구실로 데리고 가서 컴퓨터를 통해 잡지를 보게 했다는 내용의 

(C)가 와야 한다. 이어서 외모에 불만이 있던 사람인 경우 이상적인 몸매의 

모델이 나온 잡지를 보는 시간이 월등히 많았다는 내용의 (D)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마지막으로 (D)의 내용과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는 (B)의 내용이 와야 한다.

44  (a)  ~  (d)는 모두 ‘전체 실험 참여자’들을 가리키는 반면, (e)는 ‘몸매에 불만

이 있는 실험 참여자들’을 가리킨다. 

45  실제 실험에서 잡지는 컴퓨터를 통해 화면에 보여지는 자료였으므로 ③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분석  Included were questions about body satisfaction, / 

along with questions about other aspects of life, / which were 

added so that they would not guess the purpose of the study.

Words  questionnaire[kwèst∫‰n√‰÷] 설문지, 질문지    regardless of ~에  

관계 없이, ~을 개의치 않고    evaluate[iv®ljuéit] 평가하다    via[vái‰]  

~을 통해    feature[fí;t∫‰÷] 특색으로 하다    unrelated[>nrilèitid] 관계없는    

improvement[imprù;vm‰nt] 향상    browse[brauz] 훑어보다, 대강 읽다     

striking[stráiki\] 눈에 띄는    linger[lí\g‰÷] 오래 남다    dissatisfied 

[diss®tisfàid] 불만스러워 하는    appearance[‰píÂr‰ns] 외모    editorial 

[éd‰t≤;ri‰l] 사설의, 논설의

~하기 위해서(목적)

   도치구문(= Questions about ~ of life were included)     

= and they(= questions about other aspects of life)

  Knobloch-Westerwick는 예전에 Ohio 주에서 대학원생이었

던 Joshua Paul Romero와 함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그들

은 169명의 젊은 성인을 그들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에서, 참

여자들은 삶의 만족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했다. 신체 만족에 관한 질

문들이 삶의 다른 면에 관한 질문과 함께 포함되었고, 그것들은 그들

이 연구의 목적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추가되었다. 

 그러고 나서, 참여자들은 연구실로 갔고, 거기서 그들은 그들이 

컴퓨터를 통해 보여지는 잡지를 평가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21쪽의 

잡지에는 16쪽의 광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광고 페이지 중에서 반은 

이상적인 몸매의 모델을 다루었고 반은 좀 더 평균적인 몸매의 모델을 

다루었다. 그들은 두 잡지 중 하나를 보았는데, 하나는 다이어트와 운

동에 관한 기사를 다룬 데 반해, 다른 하나는 건강이나 몸매 향상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흥밋거리 기사를 다루었다. 

 참여자들은 5분 동안 컴퓨터 상의 잡지를 훑어보았다. 소프트웨

어 프로그램이 그들이 잡지의 각 페이지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는지를 

정확히 측정했다. 연구자들은 적어도 자신의 몸매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상적인 몸매의 모델의 광고에 얼마나 오랫동안 시선이 머

무는지에 대해 눈에 띄는 차이점을 밝혀냈다. 자신의 외모에 불만족

스러움을 내비친 사람들은 편집된 내용물이 몸매 향상에 관한 것이었

을 때 이상적인 몸매를 보면서 보내는 시간이 약 50퍼센트 이상 더 많

았다. 

 반면에, 자신의 몸매에 만족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읽고 

있는 잡지와는 상관없이 이상적인 몸매를 보면서 보내는 시간이 (다

른 내용물을 보는 시간과) 같았다. 남자와 여자가 사진에 반응했던 방

식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오로지 그들의 몸매에 불만을 갖고 있

는지와 어느 잡지를 그들이 읽었는지에 달려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이상적인 몸매의 사진을 보는 것이 다른 맥락에서 볼 때 자신의 

몸매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왜 몸매 관리

와 미모 관리에 관한 잡지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

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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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정답 ⑤     

애완동물 가게 소유주들께 좋은 소식입니다! 저희 ABLE Shipping

은 물고기를 고객에게 보낼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저

희는 살아 있는 물고기를 전국 각지로 보낼 수 있는데, 물고기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모든 물고기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여기 그 비밀이 있습니다. 저희는 산

소로 충전한 비닐 백에 충분한 물과 함께 물고기를 한 마리씩 포장해 

물고기가 느긋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게다가 각각의 비

닐 백은 완충제로 싸여 운송 상자 안에 놓입니다. 여러분의 물고기는 

고객의 집 앞까지 가는 전 여정을 즐기게 됩니다. 1-800-456-4959

로 전화주시거나 fishlove@ableshipping.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세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정답의 근거  운송업체가 애완동물 가게 소유주들에게 물고기를 안전하게 배송

하는 운송 시스템을 개발했음을 알린 뒤 이를 이용하라고 광고하고 있다. 

Words  ship[∫ip] 운송하다    customer[k=st‰m‰÷] 고객    ensure 

[in∫ù‰÷] 보장하다    pack[pæk] 포장하다    oxygen-inflated 산소가 충전된    

wrap[ræp] 싸다    journey[d,Á;÷ni] 여정, 이동

19 정답 ①     

유아들의 초기 학습의 상당 부분은 말하고, 말을 이해하며, 읽고 쓰

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이 언어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일단 어떤 능력이 습득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어기술을 발달시

키는 것을 멈춘다. 연구들은 낱말이나 어휘의 폭과 관련된 사람들의 

능력과 선택된 분야에서의 성공 사이에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

었다. 자신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지적이고 더 지

위가 높은 사람으로 인식된다. 우리는 왜 우리가 어린 시절의 대부분

을 할애했던 것을 하기를 중단하는가?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언어능

력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일단 우리가 읽기, 쓰기, 말하기

를 숙달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는 정신

의 도구 상자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를 습득해 왔다. 우리는 온갖 종

류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그것에 의존하지만, 그것을 연마하는 데

는 좀처럼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 도구를 유지, 신장, 확장하는 것

이 더 이치에 맞다.

정답의 근거  언어능력을 습득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연마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구문 분석  However, / once a certain competence / has been 

acquired / most people stop / developing verbal skills. 

Words  proportion[pr‰p≤;÷∫Ân] 비율, 부분, 몫    competence[k£mp‰tÂns] 

능력, 적성    correlation[k≥;r‰lèi∫Ân] 상관관계    enhance[inh®ns] 향상 

시키다

20 정답 ⑤      

실수에 대한 여지가 없는 실제 상황에서, 우리는 의사소통에 있어 모호

함을 피하도록 배웠다. 예를 들어, 소방서장은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자

신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상상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너무 구

체적인 것이 상상력을 제한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 동일한 소방서장이 

당신에게 그의 소방서의 한쪽 면에 그림을 그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가

정해 보자. 만약 그가 그것이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지 당신에게 마지

막 세부 사항까지 이야기한다면, 그는 당신에게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여

지도 주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그 임무에 대해 다소 모호하게 이야기했

다면, 당신은 생각할 여지가 더 많아져서 보다 창의적이 될 것이다. 

정답의 근거  실수의 여지가 없는 실제 상황에서는 구체적이고 명료한 의사소

통이 필요하지만, 창의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모호한 진술이 생각과 상상력의 

여지를 더 많이 부여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⑤가 요지로 가장 적절하다.  

구문 분석  However, / if the assignment were stated somewhat 

vaguely, / then you would have more room / [to think and be 

more creative]. 

Words  vagueness[vèignis] 모호함    issue[í∫u;] (명령 등을) 발표하다, 내

리다    absolute[®bsÂlú;t]  절대적인    clarity[kl®r‰ti]  명료함    

imaginative[im®d,Ân‰tiv] 상상의, 상상에 관한    specificity[spés‰fís‰ti] 

구체성, 한정성    state[steit] 말하다, 구술하다    vaguely[vèigli] 모호하게

21 정답 ②      

많은 선박들은 무게가 선체에 더해지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있을 수 

있다. 이 무게는 밸러스트라고 불린다. 선박들은 보통 물을 밸러스트

로 사용한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에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이것은 또

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항구에서 선박 안으로 퍼 올려진 물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식물이나 동물 종들을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선

박이 다른 항구에 도착해서 평형수를 배출할 때, 그 종들도 내려지게 

된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토착종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지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동물의 한 예

가 가시물벼룩이다. 이 자그마한 동물은 빠르게 번식하고 많은 새끼 

물고기가 먹는 것과 똑같은 먹이를 먹는다. 가시물벼룩이 새로운 지역

에 들어갈 때, 만일 토착 물고기가 충분한 먹이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

은 죽게 된다. 이런 종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몇몇 국가

들은 선박들이 평형수를 퍼 올릴 때 특정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한다.

정답의 근거  선박의 안정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평형수가 한 지역의 바다 생물

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토착 생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일부 국가에

서는 평형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② ‘평형수: 토착 생물

에 대한 위협’이 제목으로 적절하다.  

본문 p.86~93 

18 ⑤ 19 ① 20 ⑤ 21 ② 22 ⑤ 23 ⑤ 

24 ⑤ 25 ⑤ 26 ⑤ 27 ② 28 ④ 29 ④ 

30 ① 31 ② 32 ⑤ 33 ① 34 ⑤ 35 ⑤ 

36 ① 37 ④ 38 ③ 39 ④ 40 ② 41 ⑤ 

42 ② 43 ③ 44 ② 45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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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하게 되면

가정법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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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과 바다 생물: 이웃 조력자     

③ 가시물벼룩의 신비로운 일생    

④ 평형수가 선박에 작용하는 방식    

⑤ 바다 동물 번식의 비밀

구문 분석  One example of an animal / [that can cause 

problems / if brought to a new area] / is the spiny water flea. 

Words  ballast[b®l‰st] 밸러스트, (배의) 바닥짐    pump[p<mp] 퍼 올리다    

dump[d<mp] 버리다, 비우다    native[nèitiv] 토종의, 토착의    spiny 

[spáini] 가시로 덮인, 가시 모양의    breed[bri;d] 번식하다, 자라다

22 정답 ⑤     

부모의 통제로부터 스스로를 성공리에 해방시키려면 아이는 부모의 

애정 어린 권위로 나타나는 부모의 영향력 안에서 안전해야만 한다. 

부모가 그 권위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면 할수록, 아이는 더욱 안심

하며, 부모로부터 떠나 자신의 삶을 향해 더욱 잘 나아 갈 수 있다. 이

러한 긴 과정 동안, 위협을 느낄 때마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권위

라는 안전한 곳으로 되돌아온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말 그대로 또 

비유적으로 부모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 아이

가 성공리에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그것은 그

의 부모 스스로도 자신의 위치를 알 것을 요구한다. 만일 ‘부모’가 자

신의 위치를 모른다면, 다시 말해서 자신의 권위에 대해 자신이 없다

면, 그들은 자기 아이에게 안전함을 전달해줄 수 없고 아이는 부모로

부터 성공적으로 떠나갈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이가 (부모에

게) 매달리거나 반항하거나, 혹은 두 가지 모두를 하게 된다.

정답의 근거  필자는 아이가 부모로부터 떨어져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랑과 권위 안에서 안정감을 느껴야 하며, 그 권위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⑤ ‘아이의 독립을 위해 아이

에게 부모의 권위를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①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부모 개입의 필요성 

②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권위의 역할 

③ 아이의 독립을 위해 부모의 관리를 제공하는 것의 결과

④ 아이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요건

Words  represent[réprizènt] 표현하다, 나타내다    lengthy[lè\k^i] 긴    

threatened[^rèt‰nd] 위협당한    literally[lít‰r‰li] 말〔문자〕 그대로    

figuratively[fígjur‰tivli] 비유〔상징〕적으로   insecure[ìnsikjù‰÷] 자신이 없는, 

불안정한    clingy[klí\i] 매달리는    disobedient[dìs‰bí;di‰nt] 거역하는,  

반항하는

23 정답 ⑤     

정답의 근거  ①  ~  ④는 모두 재봉틀을 발명한 Elias Howe를 가리키지만, ⑤

는 Howe의 특허권을 도용한 Isaac Singer를 가리킨다.

구문 분석  Arriving penniless in Boston, / he discovered / that 

in his absence / a man [called Isaac Singer] / had stolen his 

patent / and set up a sewing machine factory. 

Words  sewing machine 재봉틀    work one’s passage 배삯 대신 배에

서 일하다    patent[p®tÂnt] 특허, 특허권    royalty[r≤i‰lti] 특허권 사용료 

24 정답 ⑤     

스노클링을 하러 가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물고기 떼 전체가 하나가 

되어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장면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른다. 새 

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모두 한 지도자의 명령을 따

르고 있는 것인가? 연구자들은 지도자나 통제 세력은 없다는 것을 밝

혀냈다. 오히려, 개개의 물고기나 새가 (물고기) 떼나 (새) 무리에서 

자신의 옆에 있는 동료들의 움직임에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개체라도 방향 전환과 같은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고, 

이것은 ‘움직임 파장’을 내보내는데, 이것(움직임 파장)은 놀라운 속도

로 집단 내에 퍼져 나간다. (각) 개체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파장

을 보거나, 혹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러한 사전 감지가 

없을 때보다 더 빨리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눈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일종의 ‘이웃을 따르라’라는 행동인 것이다.

정답의 근거  ①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의 과거 사실에 대한 불확실한 추

    측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may have p.p.」를 사용한다.  

②  부사는 부사를 수식하므로 instantly를 수식하는 부사 almost가 오는 것은 

적절하다. 

③ any가 긍정의 평서문에서 사용될 경우, ‘어떤 ~라도’의 의미이다. 

④  앞에 나온 명사인 the wave를 수식하는 come은 wave와 능동의 관계이

므로 현재분사 coming이 알맞다. 

❺  접속사 That 이하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 없으므로 관계대명사인 

What이 쓰여, What appears to us as simultaneous의 형태로 문장

의 주어가 되어야 한다. 

구문 분석  What appears to us / as simultaneous / is actually 

a kind of / “follow your neighbor” behavior / [moving faster 

than the eye can see].

Words  a school of fish 물고기 떼    flock[fl°k] (새·양 따위의) 무리, 떼    

command[k‰m®nd] 명령, 지휘    initiate[iní∫iéit] 시작하다, 착수하다    

astounding[‰stáundi\] 믿기 어려운, 놀라운    advance[‰dv®ns] 사전의    

simultaneous[sàimÂltèini‰s] 동시에 발생하는

19세기의 발명가들은 종종 사기를 당해서 인생의 상당 부분을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정 싸움을 하며 보냈다. 가엾은 Elias Howe의 운명을 

살펴보자. 1846년에, 이 젊은 Boston 토박이는 최초의 사용 가능한 

재봉틀을 만들어냈다. 문제는 아무도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었

다. 실패에 낙담하여, Howe는 영국으로 갔는데, 그는 거기서 그 발

명품이 더 열렬한 환영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렇

지 못했다. 괴로운 2년을 보낸 후, 그 좌절한 발명가는 고향으로 돌아

가기 위해 어느 상선에서 뱃삯 대신 일을 해야 했다. 무일푼으로 

Boston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자신이 없는 동안 Isaac Singer라는 

사람이 그의 특허 기술을 도용해서 재봉틀 공장을 세웠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Howe는 Singer를 법정에 세웠는데, 거기서 두 가지가 

분명해졌다. Singer는 도둑이었지만, 매우 부유해서 가장 영리한 변

호사를 고용할 수 있었다. Howe는 지루한 공방 후에야 Singer에게

서 특허권 사용료를 받아낼 수 있었다. 
= if it is brought V

S

분사구문(~하자마자) discovered의 목적절 

~라고 불리는 과거완료(대과거)

∧
(had)

VS(~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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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답 ⑤     

많은 사람들은 여행 중이거나 휴가 중에, 혹은 삶의 중요한 기념행사

에서 나중을 위해 그 경험을 보존해 두려고 수많은 사진을 찍는다. 그

러나 사진사 역할이 실제로는 현재의 즐거움을 빼앗아 갈 수 있다. 나

는 첫 아이이자 외동아이의 출생 사진을 찍는 데 열성적으로 몰두했

던 한 아버지를 안다. 그 사진들은 아름다웠지만, 그는 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첫 순간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나중에 안타까워했

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것은 그를 현장에서 분리되게 했다. 

그는 체험자가 아니라 그저 관찰자였다. 사물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에 주목함으로써, 계속 진행 중인 당신의 경험

을 등한시하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학습하라.

정답의 근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찍지만, 사진을 찍다 보면 그 순간에 느낄 수 있는 실제 경험에서 멀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경험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카메라를 사용하라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따라서 ⑤ neglects(등한시하다)를 enhances(강화시

키다) 등으로 고쳐야 한다.

Words  numerous[n∆ù;m‰r‰s] 수많은    celebration[sél‰brèi∫Ân] 축하 ; 

기념 (행사)    preserve[prizÁ;÷v] 보존하다    earnestly[Á;÷nistli] 열성적으로, 

진지하게    lament[l‰mènt] 한탄하다    afterward[®ft‰÷wË÷d] 후에, 나중에    

detached[dit®t∫t] 떨어진, 분리된    ongoing[£ngòui\] 계속 진행 중인

26 정답 ⑤     

이 그래프는 우리 회사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얼마나 많은 쓰

레기가 배출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매년 배출된 쓰레기 총량은 2006년

과 2008년 사이에는 1만 톤 이상이었는데, 2009년부터 1만 톤 이하

로 떨어졌다. 재활용 쓰레기 비율은 5년 동안 증가하여 2010년에는 

97퍼센트에 달했다. 한편, 재활용 쓰레기의 양은 2008년에 최고점에 

달했다. 반면에, 매립지에서 처리된 쓰레기는 2006년부터 2010년까

지 그 양이 줄어들었다. 특히 2008년에는, 매립 쓰레기의 양이 전년

도 매립 쓰레기 양의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정답의 근거  2008년 매립 쓰레기의 양(747톤)은 전년도 매립 쓰레기 양

(1,364톤)의 절반보다 많으므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한 ⑤는 도표의 내

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meanwhile[mí;n¶wàil] 한편, 그러는 동안에    recycle[ri;sáikÂl] 

재활용하다, 재생하다    peak[pi;k] 최고치, 절정    dispose of ~을 처리하다, 처

분하다    landfill[l®ndfìl] (쓰레기) 매립지    previous[prí;vi‰s] 이전의

27 정답 ②

정답의 근거  월간 자선 소풍 준비를 도와주기로 약속하여 시간에 맞추어 행사

장에 가야 하는데, 딸 Lily가 계속해서 가고 싶지 않다며 시간을 끌자 필자는 인

내심을 잃기 시작했고 마침내 Lily를 재촉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필자의 

심경으로는 ② ‘짜증이 나는’이 가장 적절하다.

① 지루한    ③ 부러워하는    ④ 무관심한    ⑤ 아주 기뻐하는

Words  charity[t∫®r‰ti] 자선(단체); 자비    urge[‰;÷d,] 재촉하다, 몰아대다    

pull on (옷 등을 잡아당겨) 입다    patience[pèi∫Âns] 인내(력), 참을성

28 정답 ④     

1960년대부터, 사람들이 동굴과 강 그리고 절벽을 탐사하기 위해 전

에는 공장 도시였던 Chattanooga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곧 그 도시

를 둘러싸고 있는 3,800개 이상의 동굴들이 발견되었다. 근처에 있는 

Ocoee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노를 저었던 강에 속했으

며, 여섯 개의 주요 등반 장소가 도시 경계에서 차로 한 시간 이내의 

거리에 생겨났다. 그러나 이러한 무한한 야외활동의 잠재력에도 불구

하고, Chattanooga 본래의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이것은 

산업화 이후의 황폐한 지역에서, 방문은 하겠지만 결코 살고 싶지 않

은 종류의 도시라는 점이었다. 최근에서야 비로소 그렇지 않은 곳이 

되었다. 지난 10년간, Chattanooga는 어마어마한 도시로 변모하였

다. 전기 버스와 유기농 시장이 생겼고, 지난해에는 1억 2천만 달러를 

들인 강변지역 복구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게다가, 최첨단의 박물관

과 새롭게 개조된 수족관과 같은 아름다운 현대식 건축물이 

Chattanooga의 변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답의 근거  지난해에   1억 2천만 달러를 들인 강변지역 복구 사업이 마무리

되었다고 했으므로 ④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분석  But in spite of this boundless outdoors potential, /  

there remained / the problem of Chattanooga proper, / a  

post-industrial wasteland / [that made the city the kind of 

place / [you would visit but would never want to live in]]. 

Words  flood into ~로 몰려들다    paddle[p®dl] 노를 젓다    spring 

[spri\] 솟아오르다; 생기다    boundless[báundlis] 무한한    potential 

[po¨tèn∫Âl] 잠재력    proper[pr£p‰÷] 본래의, 진정한    post-industrial  

산업화 이후의    incredible[inkrèd‰bÂl] 믿을 수 없는, 굉장한    comeback 

[k=mb©k] 복귀, 회복    riverfront[rív‰÷fr>nt] 강변지대    restoration 

[rést‰rèi∫Ân] 복구    aquarium[‰kw¬Âri‰m] 수족관

29 정답 ④

나는 자선 소풍에 자원하였으며, 시간에 맞추어 그곳에 가야 했다. 자

선 단체의 회장인 Green 여사가 혼자서 이 월간 행사를 준비하고 있

었다. Lily는 “엄마, 오늘은 가고 싶지 않아요. 올해에 다섯 번 넘게 

참석했잖아요.”라고 투정을 부렸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식사

를 했다. 나는 “Lily, 우리가 지난달에 Green 여사를 도와주기로 약

속했던 것 기억나지 않니? 가서 옷을 챙겨 입으렴.”이라고 말하며 그

녀를 재촉했다. 나는 문 옆에 서서 시계를 가리켰다. Lily는 천천히 

Patience Lovell Wright는 유명 인사들의 밀랍 모형을 만드는 일을 

전문으로 하던 성공한 예술가였다. Patience는 정규교육을 거의 받지 

스웨터를 입고, “그래도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나는 인

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나는 “너는 Green 여사가 오늘 소풍을 위해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모르니? 너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할 때

란다.”라고 대답했다.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내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명사 뒤) 본래의,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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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글의 중반부에서 Patience는 자신의 고객들뿐만 아니라 종종 친

교를 나누었던 여성들로부터 정보를 쉽게 얻었다고 했으므로 ④가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① 유명 인사들의 밀랍 인형을 만드는 일을 전문으로 하던 성공적인 예술가였다.

② 예술에 관해서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 대부분 독학으로 습득했다.

③ 전쟁이 일어났을 때, 즉시 Continental Army를 위해 일했다.

⑤ (영국) 왕을 전복시키려는 음모에 깊이 개입했다.

Words  specialize in ~을 전문으로 하다    wax figure 밀랍 모형    devoted 

[divóutid] 헌신적인    Continental Army (독립전쟁 당시의) 미국군    thrive 

on ~을 즐기다    American Revolution 미국 독립전쟁    overthrow 

[òuv‰÷^róu] 전복시키다, 타도하다    backing[b®ki\] 후원, 지원

30 정답 ①     

심리학자들은 ‘혁신적인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애쓰며 수년을 보냈다. 이 주제에 관한 가장 면밀한 

연구들 중 하나에서 하버드의 연구원들은 답을 알아 내기 위해 6년 동

안 3천 명의 경영진들을 인터뷰했다. 그들의 결론이 흥미롭긴 하지

만, 연구원들이 간단히 Steve Jobs에게 물어보았더라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혁신적인 사람들을 

창의적이지 못한 전문가들과 구별시키는 첫 번째 능력은 ‘연결 짓기’

인데, 이것은 겉보기에 관련이 없는 각기 다른 분야의 질문, 문제, 또

는 생각들을 성공적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이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다양할수록, 뇌는 더 많은 연관을 지을 수 있다. 새로운 정보가 새로

운 연상을 일으킨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연상들이 새로운 아이

디어로 이어진다.’

정답의 근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관 

짓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이런 연관 짓기, 즉 연상이 ① ‘새로운 아

이디어’로 이어진다는 흐름이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② 과학적 증거    ③ 도덕적 교훈    ④ 문화적 다양성    ⑤ 잘못된 결론 

구문 분석  Their conclusions / are interesting, / but the 

investigators / could have saved themselves / a lot of time / by 

simply asking Steve Jobs. 

Words  innovator[íno¨véit‰÷] 혁신자    executive[igzèkjutiv] 경영진, 

간부    associate[‰sóu∫iéit] 관련시키다, 연상하다    trigger[tríg‰÷] 일으키다, 

유발하다    novel[n£vÂl] 새로운, 신기한 

31 정답 ②     

요즘에는 어느 시점에서, 부모가 그의 아이가 좌편향이라는 것을 깨닫

는다. 그 부모는 당황한다. 그 아이는 놀림을 받을까? 글을 쓰는 데 힘

이 들까? 배제 당할까? 과거에는, 부모가 이런 경향을 몰아내기 위해

서 가능한 모든 것을 했을 것이다. 오늘날, 더욱더 많은 부모들이 그것

은 괜찮으며 심지어 특별한 것일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어깨를 으쓱한

다. 또는 그것을 말리는 그들의 시도는 더 온화하다. 이것은 고립된 반

응이 아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개별성을 억누르기보다는 축하하는 쪽

으로의 더 커다란 추세의 일부이다. 아이들에게 유치원생으로 성장할 

여분의 시간을 주는 것에서부터 그들의 채식주의적인 입맛을 수용하

는 것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부모들은 그 반대 방식이 아닌, 아이들에

게서 힌트를 얻고 있다. 왼손잡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오늘날

의 세상에서, 육아는 아이들로 하여금 그 자신의 인격체로 발전하도록 

놔두는 것이며, 획일적인 틀로 찍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의 근거  예전에는 부모가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장

하도록 양육했지만, 오늘날에는 아이들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양육한다

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② ‘아이들의 개별성을 억누르기보다는 축하

하는’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① 개인적인 특성을 강화시키기보다는 무시하는 

③ 부모의 감독을 관리하기보다는 단념하는 

④ 그들의 아이의 장난을 간과하기보다는 분석하는 

⑤ 조기교육을 비난하기보다는 옹호하는

Words  tend[tend] 경향이 있다    panic[p®nik] 당황하다    exorcise 

[èks∞;÷sàiz] 몰아내다    shrug one’s shoulders 어깨를 으쓱하다    

discourage[diskÁ;rid,] (무엇을 반대하여) 막다〔말리다〕    kindergartener 

[kínd‰÷g¢;÷tn‰÷] 유치원생    accommodate[‰kám‰déit] 수용하다     

take one’s cue from ~에게서 힌트를 얻다; ~가 하는 행동을 본보기로 하다    

stamp[stæmp] 찍어내다    mold[mould] 틀    conformity[k‰nf≤;÷m‰ti] 

획일성

32 정답 ⑤       

연극 관람객들이 자신의 연극을 의도한 대로 자동으로 이해할 것이라

고 모든 작가들이 믿었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은 극장 방문이 

단순히 오락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무대에서 제공되는 연극으로부터 

교훈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는 것을 대중에게 분명히 하려고 반복적으

로 시도했다. 그러므로 내용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관객은 

무대 위의 행위로부터 거리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러한 생

각은 Bertolt Brecht에 의해 그의 ‘서사 연극’과 함께 발전되었으며,   

이 ‘서사 연극’은 희곡의 인물들과 대중의 동일시를 방해하기 위한 전

략으로써 소외를 이용하였다. 예를 들면, 연극 내내 드문드문 있는 서

술과 해설을 통해서, 관객들은 공연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관객들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결론을 열어 

둔 가운데, 관객들은 연극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받게 

된다. 

정답의 근거  연극 작가들이 관객들로 하여금 연극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채

택한 전략을 설명한 글이다. 마지막 부분에서 관객들이 연극 공연으로부터 한 발

짝 떨어져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했다고 했으므로, 관객들이 ⑤ ‘무대 위의 행

위로부터 거리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흐름이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못했고 그녀가 예술에 대해 아는 것은 대부분 독학을 통한 것이었지만, 

그녀는 매우 솜씨가 좋았고, 그녀의 작품은 빠르게 인기를 얻었다. 그

녀는 또한 헌신적인 애국 단원이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녀는 즉

시 미국군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고객들뿐만 아니라 

종종 친교를 나누었던 여성들로부터 정보를 쉽게 얻었다. Patience는 

위험을 즐겼다. 독립전쟁이 끝날 무렵, 그녀는 (영국) 왕을 전복시키려

는 음모에 깊이 개입했다. 재정적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음모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Patience는 미국 독립전쟁에

서 애국단의 가장 화려한 스파이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신이 했던 역할

을 인식함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could have p.p.: ~할 수 있었을 것이다 by -ing: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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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우의 공연을 모방하는 것    

② 미리 연극에 관해 배우는 것    

③ 자신을 무대 위의 배우와 동일시하는 것    

④ 그 자신과 배우 사이의 차이를 메우는 것 

구문 분석  Thus, / they repeatedly attempted / to make it clear 

to their public / that visiting the theater was / not merely for 

the purpose / of entertainment, / but rather to draw lessons / 

from the play / [offered onstage].  

Words  in the intended manner 의도된 방식대로    draw lessons 교훈

을 끌어내다    onstage[¢nstèid,] 무대 위에서    facilitate[f‰síl‰téit] 용이하

게 하다    interpretation[intÁ;÷pr‰téi∫Ân] 해석, 이해    content[k£ntent] 

내용    epic theater 서사 연극    alienation[éilj‰nèi∫Ân] 소외, 이간    

strategy[str®t‰d,i] 전략    identification[aidént‰fikèi∫Ân] 동일시    

scattered[sk®t‰÷d] 산발적인, 드문드문한    draw a conclusion 결론을 내리다

33 정답 ①

때때로 고객들이 어느 한 부분에서 얻어내고자 노력하는 모든 결과가 

다른 결과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일은 회사가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바쁠 때 매우 흔한 일이다. 예를 들어, 외

판원들은 더 작은 휴대전화를 원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작은 

전화기가 사용하기 얼마나 힘들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목수들은 그것이 더 이상 보다 어려운 몇몇 작업들을 해낼 힘이 없을 

거라는 사실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가벼운 원형 톱을 요청할지도 모른

다. 고객들은 새로운 제품의 특성을 요구할 때, 보통 한 가지 문제만을 

해결하는 데에 집중해서 자신들이 요구한 해결책이 어떻게 다른 제품

이나 서비스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에서 고객들은 새로운 특성을 요구하지만, 자신들의 제안에서 파생된 

문제를 깨닫게 되면 결과물로 나온 제품을 거부한다. 즉, 추가된 특성

은 그것이 불러일으킨 문제점들로 인해 결국 쓸모없이 되어버린다.

정답의 근거  고객들이 요구하는 제품 특성을 반영하는 경우, 고객들은 일반적

으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른 제품이

나 서비스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지’이다.

② 획기적인 제품의 도입을 늦춘다

③ 다른 고객들이 추가적인 요구를 하도록 유도한다

④ 회사들 사이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

⑤ 회사가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한다

Words  outcome[áutk>m] 결과    carpenter[k£;÷p‰nt‰÷] 목수    

lightweight[láitwéit] 가벼운, 경량의    saw[s∞;] 톱    get through ~을 하다

〔끝내다〕    feature[fí;t∫‰÷] 특성, 특징    turn out ~임이 드러나다     

worthless[wÁ;r^lis] 가치 없는, 쓸모없는    impact[ímpækt] 영향을 미치다   

34 정답 ⑤

정답의 근거  길을 잃었지만 지역 주민에게 길을 묻지 않고 지도와 나침반만을 

가지고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처럼, 과학자들은 길을 알지 못한 채 인류를 인도

하는 여행 가이드와 같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과학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가설을 만들고 버리면서 원을 그리며 주행한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빈칸에는 ⑤ ‘연속적인 가설을 만들고 버리면서’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묻기 위하여 지역 지식인들을 기다리면서   

② 지역 주민들의 지식을 축적하고 검토하면서  

③ 우리의 실증적 조사의 결과에 반대하면서  

④ 승객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면서

구문 분석  Guys / [lost on unfamiliar streets] / often avoid 

asking / for directions / from locals.

Words  tough out 곤란을 참고 견디다    compass[k=mp‰s] 나침반     

a grain of truth 진실의 일면    metaphor[mèt‰f≥;÷] 비유, 은유    principle 

[príns‰pl] 원리    geography[d,i;£gr‰fi] 지리    empirical[impírikÂl] 경

험의, 실증적인    arrogant[®r‰g‰nt] 거만한    vista[víst‰] 풍경, 경치    

enlighten[inláitn] 계몽하다, 일깨우다

35 정답 ⑤     

어떤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할 때, 그 회사의 경쟁사들은 일반적으로 그 

제품이 자신들의 판매를 잠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면서 방어 태세를 취한다. (그들의) 반응들에는 마케팅에 

노력을 더 기울이는 것, 유통 체계 협력자들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경쟁사의 발전을 방해할 법규를 위해 로비하는 것까

지도 포함될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그러한 조치들은 잘못된 것

이다. 경쟁사의 (신제품) 출시가 (자사의) 이익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일반 통념이 흔히 맞기도 하지만, 내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경쟁사가  

(신제품을) 출시한 후에 때로는 회사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 기저에 깔린 메커니즘은 아주 단순한데, 어떤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하면, 그 회사는 흔히 기존 제품들의 가격을 올린다. 이것은 신제

품이 더 저렴해 보이고, 따라서 (기존 제품들과) 비교하여 (신제품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의도된 것일 것이다. 그 회사가 가격 책

정을 조절할 때, 경쟁사들도 가격에 대한 고객 이탈 위험 없이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다.

정답의 근거  (A) 어떤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할 때, 경쟁사들도 그 제품이 자신

      들의 제품 판매를 잠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reduce가 적절하다. 

낯선 거리에서 길을 잃은 사람은 지역 주민에게서 길을 묻는 것을 종종 

피한다. 우리는 지도와 나침반으로 그것을 참고 견딘다. 길을 잃었다

고 인정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고정

관념이지만, 커다란 진실의 일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또한 인문 과

학에서 간과되는 커다란 문제에 대한 좋은 비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인

간 본성의 어두운 대륙에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 과학자

들은 나머지 인류를 위해 버스를 운전하는 여행 가이드로서 돈을 받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인간 마음 여기저기의 길을 알고 있을 거라고 기

대하지만, 우리는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길을 묻지 

않고, 아는 체 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지리(‘이론’)라는 첫 번째 원리

로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만든 지도(‘실증적 조사’)로 길을 찾으려고 한

다. 길가는 지역 주민들로 붐비고, 그들의 두뇌는 지역의 지식으로 가

득하지만, 우리는 길을 묻기에는 너무 거만하고 쑥스럽다. 그래서 우

리는 관광객들을 즐겁게 하고 일깨울 아름다운 경치를 어디에서 찾을

지에 관해서 연속적인 가설을 만들고 버리면서 원을 그리며 주행한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가목적어

S′ (동명사구) V′ (단수동사)진목적어절

avoid -ing: ~하는 것을 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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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어떤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한 후, 기존 제품들의 가격을 올리게 되면 신제품

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 보이게 되므로, cheaper가 적절하다.

① 추정하다 - 뛰어난         ② 추정하다 - 더 인상적인    

③ 제거하다 - 더 개선된    ④ 줄이다 - 최신식의 

Words  product[pr£d‰kt] 생산품, 제작물    competitor[k‰mpèt‰t‰÷] 경

쟁자, 경쟁 상대    defensive[difènsiv] 방어의 자세, 변호    odds[°dz] 가능성, 

확률    offering[≤;fÂri\] 팔 물건, 매물    channel[t∫®nl] 유통 체계, 경로    

expansion[iksp®n∫Ân] 발전, 확장    misguided[mìsgáidid] 잘못된, 오도된    

conventional wisdom 사회적〔일반적〕 통념    underlying[>nd‰÷láii\] 기초

가 되는, 근원적인

36 정답 ①     

완곡어법이라는 용어는 ‘좋은 말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 단

어에서 유래한 것이며, 무언가를 말하는 직설적이거나 더 직접적인 

방식을 더 기분 좋고 불쾌감이 덜한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과 관련되

어 있다. 왜 사람들은 완곡어법을 사용하는가? 그들은 아마도 삶의  

‘거친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하는 것을 돕기 위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만하게 하고 불쾌한 것을 덜 불쾌하게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한다. 

하지만 완곡어법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 내는 

데 사용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치가가 자신의 말 

중 하나가 ‘다소간 진실과 모순 관계에’ 있었다고 넌지시 말할 수도 있

는데, 이것은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훨씬 더 심각한 

예로 썩어가는 빈민가를 ‘표준 이하 주거’라고 묘사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비참한 상태를 합당해 보이도록 만들고 조치의 필요성을 덜 중

요하게 만든다.

정답의 근거  (A) 빈칸 앞에는 완곡어법의 긍정적인 측면이 나오고, 뒤에는 

      완곡어법의 사용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므로, 역접의 

연결사 However가 적절하다.  

(B)  완곡어법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 내는 데 사용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앞 문장의 내용에 이어 구체적인 예가 나오므로, For 

example이 적절하다.

구문 분석  They do so probably / to help smooth out / the 

‘rough edges’ of life, / to make the unbearable bearable / and 

the offensive inoffensive. 

Words  derive from ~에서 유래하다    objectionable[‰bjèk∫Ân‰bÂl] 불

쾌한    blunt[bl<nt] 직설적인    smooth out (문제 등을) 없애다    edge 

[ed,] 가장자리    offensive[‰fènsiv] 불쾌한    at variance with ~와 모순

되는    slum[sl<m] 빈민가    substandard[s>bst®nd‰÷d] 평균 이하의

37 정답 ④

정답의 근거  변화무쌍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롤러코스터 타기에 비유 

하고 있는 글이다. ④는 놀이공원을 설계할 때 롤러코스터의 위치를 신중히 고려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문장이다.

Words  bump[b<mp] 충돌    shaky[∫èiki] 흔들리는    upside down  

거꾸로 뒤집힌    location[loukèi∫Ân] 위치

38 정답 ③     

대부분의 사전에서 객관성은 인식하는 사람의 의식에 속한다기보다는 

마음의 외적 영역과 관련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감정이나 견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외적인 대상과 관련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인들에게는 객관성이 이것을 의미하지 않

는다. 본질적으로, 객관적 보도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언론인은 보

도 자료의 사실 주장으로부터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은 보도 자료로부터 모든 가치 판단을 배제

시키는 것과는 다르다. 그보다는, 뉴스 보도에서의 사실과 의견이 그 

언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것이어야 함을 요구한다.

 이러한 이유로, 칼럼, 사설, 그리고 다른 형태의 뉴스 분석은 결

코 객관적 보도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 언론인의 목소리

가 너무 크거나 너무 중심적이어서 그것들은 객관적이지 못하다.

정답의 근거  객관성의 사전적 정의를 제시한 주어진 문장 다음에, 자신의 주장

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는 언론인의 보도 자세에 대해 언급한 (B)가 이어져

야 한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해 부연 설명한 (A)가 온 다음에, 이러한 이

유 때문에 언론인의 목소리가 너무 큰 보도는 객관적일 수 없다는 내용의 (C)가 

마지막으로 와야 자연스럽다.

구문 분석  For most dictionaries, / objectivity relates / to what 

is external / to the mind / rather than belonging / to the 

consciousness / of the perceiver; ~.

Words  objectivity[¢bd,ektív‰ti] 객관성    journalist[d,Á;÷nÂlist] 언론

인, 저널리스트    file[fail] (기사 따위를) 보내다    editorial[éd‰t≤;ri‰l] 사설    

qualify[kw£l‰fài] 적합하다, 자격이 있다

39 정답 ④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을 수 있다. 오르내림, 빠르고 느린 

부분, 부딪침과 흔들리는 부분, 그리고 심지어 거꾸로 뒤집힐 때가 존

재한다. 당신은 어떤 방향으로 선로가 (혹은 이 경우에는 인생의 사건

들이) 당신을 이끌어갈지를 조절할 수 없다. 밑바닥에 있을 때는 오로

지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지만, 꼭대기에 도달할 때는 전체 모

습을 훨씬 더 잘 볼 수 있다. 출발했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을 받아들

우리는 권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그릇된 복종을 하

는 유일한 종이 아니다. 엄격한 지배 서열이 존재하는 원숭이 군집에

서는, 유익한 혁신들이 지배적인 원숭이에게 먼저 학습되지 않으면 

무리 전체로 빠르게 퍼져 나가지 않는다. 서열이 낮은 원숭이가 새로

운 개념을 먼저 배울 때, 군집에 있는 나머지는 대개 그것의 가치에 

대해 알아차리지 못한다. 일본원숭이에게 새로운 음식맛을 처음 접하

게 한 것에 대한 한 연구는 좋은 실례를 제공한다. 한 무리에서, 이 새

로운 음식을 지위 계층이 낮은 어린 원숭이들의 식사에 처음 선보임

이고 타고 가는 것을 즐기려고 노력하라.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원

을 설계할 때는 롤러코스터의 위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비록 

처음에 시작했을 때 타는 것이 정말 재미있다는 것을 알 수 없을지라

도 그것을 마칠 때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부사적 용법(목적)

부사적 용법(목적)

= use euphemisms

make  +  목적어  +  목적격보어: ~을 …으로 만들다

∧
(make)

~와 관련이 있다

~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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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주어진 문장에서 this new food에 해당하는 것은 일본원숭이에

게 맛을 처음 접하게 한 새로운 음식(new food)이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일

본원숭이 사이에서 새로운 음식맛이 퍼져 나가는 실험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부

분인 ④에 들어가야 알맞다. 또한 ④ 뒤의 문장의 The taste for caramels에

서 정관사 The가 쓰였다는 것에 주목한다.  

Words  wrongheaded[r≤;\hèdid] 잘못된, 그릇된      

dominance[d£m‰n‰ns] 지배, 우월   hierarchy[háiÂr¢;÷ki] 서열, 계층     

oblivious[‰blívi‰s] 의식하지 못하는    illustration[ìl‰strèi∫Ân] 실례, 예증    

minor[máin‰÷] 어린 새끼 동물    ladder[l®d‰÷] 단계; 사회적 지위    

inch[int∫] 조금씩〔서서히〕 움직이다

40 정답 ②     

수년 전에, 심리학자들이 고리 던지기 장난감 세트만을 준 채 여러 명

의 사람들을 한 방에 넣고 실험을 했다. 고리 던지기는 아이들 장난감

의 일종으로 바닥에서 수직으로 세운 작은 나무 기둥과 둥근 고리 묶

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실험자들은 되도록 최대한 스스로 즐길 수 

있도록 간섭받지 않았다. 예상대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 피실험자들

은 기둥 주변에 고리를 던지기 시작했다.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리 던지기를 하기 위해 적당히 어렵지만 너무 

어려워서 의욕이 완전히 꺾일 정도는 아닐 만큼의 거리를 두고 기둥

에서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다시 말해, 그들(피실험자들)은 의욕 상실

과 지루함 사이에서 신중하게 위치를 잡았다. 긴장감이 번갈아 생성

되고 해소되는 과정이 활동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피실험자들은 의욕 상실과 지루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둥까지

의 거리를 다양하게 취하여 적절한 긴장감을 생성함으로써 고리 던지

기 활동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답의 근거  고리 던지기를 하는 실험을 통해 사람들은 너무 쉬워서 금방 질리

거나 너무 어려워서 쉽게 포기하게 만들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 의욕 상실과 

지루함의 균형을 맞추어 (balance) 긴장감 (tension)을 만들어 냈다는 내용의  

글이다.  

① 긴장  －  창조하다    ③ 경쟁  －  늘리다    

④ 힘  －  숨기다          ⑤ 힘  －  증가시키다

구문 분석  What the psychologists discovered / was / [that 

most of the people / moved far enough / away from the post /  

so that tossing the rings around it / was challenging / but not 

so difficult / as to be totally frustrating].  

Words  psychologist[saik£l‰d,ist] 심리학자    deliberately[dilíb‰r‰tli] 

신중히    stimulate[stímj‰léit] ~을 자극하다  

41-42  정답 41 ⑤  42 ②

규범은 문화적인 것일 수 있지만, 교통 또한 그 자체의 문화를 만들 수 

있다. 뉴욕 시와 코펜하겐의 무단 횡단의 예를 생각해 보라. 두 곳 모

두에서, 무단 횡단, 즉 신호를 무시한 길 건너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

어 있다. 두 곳 모두에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교통 위반 통지서를 

발급받는다. 하지만 오늘날 두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은 상반되는 충격

적인 연구거리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무단 횡단이라는 용어가 대중화

된 곳인 뉴욕 시에서 오늘날 신호를 기다리는 것은 시골에서 온 사람

이라는 표시이다. 반대로, 보통의 코펜하겐 주민은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을 문화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진다. 다양한 문화의 용

광로이자 개인주의의 온상인 뉴욕 시에서는, 무단 횡단이 군중으로부

터 당신 자신을 구별하고 앞서 나가는 방법이다. 보행자들은 신호가 

아니라 차를 주시한다. 무단 횡단은 또한 지나치게 혼잡한 교차로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공동체 기반의 인구

로 구성된 코펜하겐에서는, 무단 횡단은 상스러운 행동이며, 공동체

를 유지시켜 주는 화합으로부터의 불필요한 이탈이다. 신호가 바뀌기

를 기다리는 것은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 침착한 스칸디나비아 사람들

의 정신에 대한 시험으로 보인다. 어느 덴마크 계 노르웨이 소설가는 

그가 자란 덴마크의 작은 마을에서 영감을 얻은 일련의 규칙들을 기

술했다. 그것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었는데, 이

는 당신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

한 규칙들은 스칸디나비아 사회의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속성을 설명

하기 위한 여전히 대중적인 간단한 설명이고, 그 규칙들이 교통에 적

용되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과속이나 과도한 차선 변경처

럼, 무단 횡단은 조화로운 공동체의 삶을 저해하는 자기중심주의의 

한 형태이다.

정답의 근거  41 뉴욕 시와 코펜하겐에서의 무단 횡단 실태에 대해 설명하면

서 문화에 의해 교통 문화도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⑤ ‘무단 

횡단: 문화적 현상’이 제목으로 적절하다.

 ① 사생활에 관한 다양한 기준           

 ② 교통이 인간 생활을 향상시킨다    

 ③ 당신의 운전 스타일은 어떠한가?    

 ④ 교통과 차량의 관계 

42   자신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스칸디나비아 사회에서 무단 횡단을 

한다는 것은 조화로운 공동체 생활을 저해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

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조화로운 공동체의 삶’이다.  

 ① 개인적인 관심 분야    

 ③ 근무 환경    

 ④ 즐거운 실내 활동       

 ⑤ 경제 발전

Words  norm[n∞;÷m] 기준, 규범    jaywalking[d,èiw≥;ki\] 무단 횡단    

prohibit[pro¨híbit] 금지하다, 금하다    study[st=di]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 

볼만한 것     hotbed[h£tbéd] 온상, 소굴    pedestrian[p‰dèstri‰n] 보행자    

intersection[ìnt‰÷sèk∫Ân] 교차로    departure[dip£;÷t∫‰÷] 이탈; 출발    

shorthand[∫≤;÷th©nd] 속기; 빠른 설명 방법    lane[lein] 차선    disrupt 

[disr=pt] 방해하다, 지장을 주다    pleasurable[plè,Âr‰bl] 즐거운

으로써 캐러멜 맛보기가 전개되었다. 캐러멜 맛보기는 서서히 계층 

위쪽으로 이동했다. 일 년 반이 지난 후에, 그 군집의 겨우 51퍼센트

만이 캐러멜 맛을 알게 되었고, 여전히 우두머리 원숭이들은 어느 누

구도 그것(캐러멜 맛)을 알지 못했다. 이것을 밀이 우두머리에게 먼저 

소개되었던 두 번째 무리에서 일어났던 것과 대조해 보라. 이때까지 

이 원숭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밀 섭취는 네 시간도 되지 않아 무리 

전체로 퍼져 나갔다.

S″ V″ S.C.″ 

보어절VS(단수 취급)

~하기 위해서

너무 ~해서 …할 정도의

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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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정답 43 ③  44 ②  45 ④

  일하는 예술가의 작업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기억은 우리 가족 모두가 수년째 소중히 여기고 있는 식기류 세트

를 만들었던 도예가인 Grey Stone의 작업장으로 우리 가족이 갔던 

여행이다. 내가 다섯 살쯤이었을 때, 우리 가족은 가족의 소장품 중에

서 손으로 만든 여러 가지 종류의 도자기 몇 점을 가지고 그의 작업장

으로 차를 몰고 갔었다. 우리는 Grey가 우리가 수년에 걸쳐 모은 작

품들을 하나로 아우를 세트를 만들어 주기를 바랐다. 

 그 어린 나이에도, Grey의 집과 작업실 건물을 둘러보면서 나는 

그가 가족을 곁에 두고 집에서 일하며, 자기 자신의 손으로 물건을 만

들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근사하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요청을 수락

한 뒤, 그는 즉시 작품들 중 하나를 작업하기 시작했다. 그는 준비된 

점토 한 덩어리를 집어 든 후에, 그것을 발 물레에 올려놓았다. 평범

한 점토가 어떻게 아름다운 도기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은 너무

나 매혹적이었다. 

 나는 그 과정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어서 몇 달 후에 완성된 식

기를 찾으러 다시 가는 것을 몹시 기다렸다. Grey가 만든 각각의 작

품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특징 중 하나는 그 작품들이 자세히 살펴 

보자마자 밑면, 잘 다듬은 받침 부분 바로 안쪽에 몇 개의 표식으로 

각각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커다란 밑면을 갖고 

있는 각 작품마다 도예가의 서명, 주소 그리고 날짜뿐만 아니라 독특

한 격언이나 어구를 새겨놓을 공간이 있었다. 

 그런 다음에 손님들이 찾아와서 ‘멋진 도자기’를 꺼냈을 때 좋아

하는 가족 소일거리 하나가 생겼다. 음식을 대접하기 전에 아버지는 

손님들에게 접시를 뒤집어 밑면에 있는 것을 읽어 보라고 권하곤 하

셨다. 아버지의 영향 덕분에, 어린 시절의 소일거리가 그 이후로 습관

이 되어버렸다. 나는 아직까지도 모든 손으로 만든 도자기 작품들을 

만지자마자, 혹시 새겨 넣은 것이 있는지 보기 위해, 또는 적어도 도

예가의 표시를 찾기 위해 그것들을 뒤집어 본다.

정답의 근거  43 글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A) 가족들이 Grey 

Stone의 작업장에 찾아갔다. → (C) 작업장을 둘러보고 Grey의 작업 과

정을 지켜보았다. → (D) Grey가 만든 도자기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 (B) 도자기에 새겨진 문구를 찾아서 읽는 습관이 생겼다.

44  (a), (c), (d), (e)는 모두 Grey Stone을 가리키지만, (b)는 my father를 

가리킨다. 

45  필자는 Grey가 평범한 점토를 아름다운 도기로 변하게 하는 과정을 보고 

너무나 매혹적이었다고 했으므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 분석  One of my favorite features / of each piece / [Grey 

had made] / was / [that, / upon close inspection, / one could 

see / [that the pieces had been individually inscribed / with 

some marks / on the underside, / just inside the trimmed 

foot]]. 

Words  potter[p£t‰÷] 도공, 도예가    dinnerware[dín‰÷w√‰÷] 식기류    

miscellaneous[mìs‰lèini‰s] 잡다한, 갖가지의    stoneware[stóunw√‰÷] 

석기, 도자기    flip[flip] 뒤집다    complex[k‰mplèks] 복합 건물   

treadle[trèdl] 발판, 디딤판    inspection[inspèk∫Ân] 조사, 검사    

inscribe[inskráib] (문자·기호 따위를 비석·금속판에) 적다, 새기다    foot 

[fut] (물건의) 받침 부분, 대(臺)    inscription[inskríp∫Ân] 비명, 비문

S

V S′ V ′ 보어절

see의 목적절

본문 p.94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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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정답 ①     

저는 늘 Redbug Cameras의 광팬이었습니다. 하지만 귀사의 가장 

최근 모델인 Superimage 2000을 구입했을 때, 저는 더할 나위 없

이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금년 6월 3일에 구입했는데 그것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카메라의 렌즈가 초점을 정확히 잡지 

못해 그 결과로 나온 사진들이 흐릿하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 지역 서비스 센터에 갔지만, 제가 거기서 받은 형편없

는 서비스는 문제를 악화시키기만 했습니다. 카메라의 전체적인 열등

한 품질에 덧붙여 질 낮은 수리가 이루어진 데 대해 저는 극도로 실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액 환불을 받기를 주장합니다. 원래의 영수증

과 수리비 계산서의 사본을 동봉합니다.

정답의 근거  카메라의 렌즈가 초점이 맞지 않아서 서비스 센터에 갔으나, 제대

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이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의 글이다.

구문 분석  Enclosed / is / a copy of the original receipt / and the 

repair bill.  

Words  huge[hju;d,] 대단한, 엄청난    purchase[pÁ;÷t∫‰s] 구입하다    

blurry[blÁ;ri] 흐릿한    complicate[k£mpl‰kéit] 복잡하게 하다, 악화시키다    

refund[rí;f<nd] 환불    receipt[risí;t] 영수증

19 정답 ③     

Henri Matisse는 늦게 그림에 입문했는데, 그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변호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수술에서 회복하며 병원에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물감 한 상

자와 입문서 한 권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이로써 세상은 한 명의 

변호사를 잃고 한 명의 화가를 얻었다. “마치 제가 부름을 받은 것 같

았지요,”라고 그는 회고했다. “이후로 나는 내 삶을 이끌지 않았습니

다. 삶이 나를 이끌었지요.” Matisse가 미술을 공부하려고 파리로 떠

날 때, 그의 아버지는 “넌 네가 굶어 죽는 꼴을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

이냐?”라고 소리쳤다. 그는 야수파 화가들의 1905년 전시회의 리더

로서 명성을 얻었다. 1917년에 Matisse는 Vence에서 겨울을 보내

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그는 그가 직접 설계를 한 예배당을 기부했는

데 그것은 유럽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종교 건물 중 하나이다. 1940

년대에 그 지역의 수녀들이 중병에 걸린 그를 줄곧 간호해 주었고, 이

에 감사했던 Matisse는 그 예배당의 모든 세세한 일들을 헌신적으로 

챙겼다.

S.C. V S(도치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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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①, ②, ④, ⑤는 모두 Matisse를 가리키지만, ③은 his father, 

즉 Matisse의 아버지를 가리킨다.

구문 분석  Matisse left for Paris / to study art, / with his father 

shouting, / “Do you want me / to see you starve?”

Words  surgery[sÁ;÷d,Âri] 수술    how-to book 입문서    attorney 

[‰tÁ;÷ni] 변호사    henceforth[hénsf≤;÷^] 이후로    Fauve[fouv] 야수파 화가    

donate[dóuneit] 기부하다    chapel[t∫®pÂl] 예배당    religious[rilíd,‰s] 

종교적인    devote[divóut] 헌신하다, 바치다

20 정답 ④      

나의 몇몇 세미나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은 둥글게 앉았고, 각 학생은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름을 말했다. 소개가 한 바

퀴 끝나고, 학생들은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한 많은 다른 학생들의 

이름을 적도록 요청받았다. 거의 모든 경우, 학생들은 그들로부터 멀

리 떨어져 앉은 학생들의 이름을 적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가

까이 앉은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 결과는 그들의 양쪽

에 앉은 학생들에게 가장 저조했다. 그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

일까? 다음으로 소개할 순서의 학생은 명백히 안절부절못했고, 소개

를 끝낸 후에는 자신의 긴장을 가라앉히는 데 사로 잡혀 있었다. 그 

결과는 명백히 전체 그룹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바로 전후에 그들이 

경험했던 사회적 불안 때문이었다.

정답의 근거  학생들에게 둥글게 앉아 자신들의 이름을 소개하게 했을 때, 학생

들은 자신의 차례가 오기 직전과 지나간 직후에 불안감 때문에 자신들의 양쪽에 

앉은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해 내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이 글의 제

목으로 ④ ‘불안감과 그것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절하다.

① 신경과민에 대처하는 방법          

② 더 나은 기억을 위한 유용한 전략

③ 흔치 않은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    

⑤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좌석 배치  

Words  far away 멀리, 멀리 떨어진    recall[rik≤;l] 기억해 내다, 상기하다    

effect[ifèkt] 결과; 효과    finding[fáindi\] 결과, 결론    on edge 흥분하여, 

안절부절못하여    preoccupy[pri;£kj‰pai] 뇌리를 사로잡다    calm[k°;m] 

진정시키다    nerve[n‰;÷v] 신경, 긴장    anxiety[æ\zái‰ti] 불안, 염려 

21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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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필자는 현대에 음높이 표준으로 사용되는 A가 440 Hz의 진동수

에 고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임의적이라서 얼마든지 다른 진동수로 A

를 고정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예로 Led Zeppelin과 순수주의자들의 주장

을 들고 있다. 따라서 ① ‘‘A’가 늘 440 Hz에 맞춰져야 하는가?’가 글의 제목으

로 가장 적절하다.   

② 임의적인 음 조율: 음악에서의 새로운 경향

③ 주파수 값을 바르게 측정하는 방법      

④ 음악가들은 어떻게 음높이 차이를 찾아내는가?

⑤ 불안정한 음높이: 음악에서의 공통된 맥락

구문 분석  Led Zeppelin, / a band popular in the 70s, / often 

tuned their instruments / away from the modern A440 

standard / to give their music an uncommon sound, / and 

perhaps to link it / with the European children’s folk songs / 

[that inspired many of their compositions]. 

Words  pitch[pit∫] 음 높이    frequency[frí;kw‰nsi] 주파수    value 

[v®lju;] 값; 가치    note[nout] 음    arbitrary[£;÷b‰tréri] 자의적인, 임의의    

precise[prisáis] 정밀한, 정확한    overall[óuv‰r≥;l] 전반적인    tune[t∆u;n] 

음을 맞추다, 조율하다    uncommon[>nk£;m‰n] 흔하지 않은    inspire 

[inspái‰÷] 영감을 주다    composition[k¢mp‰zí∫Ân] 작품 ; 작곡    purist 

[pjùÂrist] 순수주의자    period instrument 시대 악기(작곡 당시에 쓰였던 양식의 

악기)    deem[di;m] 여기다

22 정답 ③     

‘그거 대단하지, 그거 굉장해, 그거 참 근사하다니까….’ 이런 말에서 

직장 동료가 자신의 새 차에 대해서 말하는지, 아니면 십 대 아들이 

당신이 사 주기를 바라는 새 전화기를 설명하는지 구별할 수 있는가? 

틀림없이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유를 말해 주는 경우에만 

여러분의 경험이 대단하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았는가? 들었는가? 만졌는가? 맛보았는가? 

냄새 맡았는가? 그로 인해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었는가? 무엇이  

생각나게 되었는가? 다른 사람들이 ‘대단해’, ‘굉장해’, ‘나빠’, ‘지독해’

라고 말할 때 잘 지켜보라. 다른 사람들을 얼마 동안 지켜보고 나면, 

이런 의미 없는 말들을 쓰는 나쁜 습관을 바꾸고 싶어질 것이다. 자, 

연습해 보자. 오늘은 어땠지요? 샌드위치는요? 그 영화는요? ‘대단했

죠.’라고 불쑥 말하지 말고 이런 질문들에 가능하면 생생하게 대답하

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달인 이야기꾼이라고 부르기 시작할 것이다.

정답의 근거  자신의 경험에 대해 아무런 생각 없이 막연하게 이야기하기보다

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여 말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구문 분석  Once you’ve spent some time / observing others, / 

you will want to change your own bad habits / of using these 

meaningless words. 

음높이의 명칭은 특정한 주파수 값과 관련이 있다. 현재 체계는 

A440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우리가 A라고 부르는, 피아노 건반

의 가운데에 있는 음이 440 Hz의 주파수를 가지도록 고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임의적이다. 가령 439나 424처럼 어떤 주

파수에도 ‘A’를 고정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오늘날과는 다른 기

준이 모차르트가 살았던 시대에 사용되었다. 어떤 이들은 정확한 주

파수가 악곡의 전반적인 소리와 악기의 소리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

한다. 70년대의 인기 밴드였던 Led Zeppelin은 자신들의 음악에 흔

하지 않은 소리를 입히고 아마도 자신들의 많은 작품에 영감을 주었

던 유럽의 민속 동요와 그것(자신들의 음악)을 연관시키려고 현대 

A440 표준에서 벗어나게 악기의 음을 맞추었다. 많은 순수주의자들

은 시대 악기로 바로크 음악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그 악기들이 다른 소리를 지니고 있고, 그것들이 원래의 조율 기준, 

즉 순수주의자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음악을 연주하도록 설

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각동사(see)  +  목적어  +  동사원형

with ＋ 목적어 ＋ 분사 : 

~가  …한 채로

부사적 용법(목적)leave for: ~을 향해 떠나다

부사적 용법2(목적)

~에서 떠나서

부사적 용법1(목적)

동격

일단 ~하면 spend  +  시간  +  (in) -ing: (시간)을 ~하면서 보내다

~하는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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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remind A of B A에게 B가 생각나게 하다    meaningless[mí;ni\lis] 

무의미한    blurt out 불쑥〔무심결에〕 말하다    vividly[vívidli] 생생하게    refer 

[rifÁ;÷] 언급하다, 입 밖에 내다(to)

23 정답 ③     

처음으로 일일 마감에 맞춰 보도한 것이 어땠는지 기억합니까? 혹은 

처음으로 시의 공무원을 인터뷰했던 것은요? 혹은 컴퓨터 출판 프로

그램을 쓰기 시작했던 것은요? 우리 대학의 언론학 프로그램이 당신

에게 이런 많은 첫 경험들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

다. 우리는 여전히 이런 중요한 첫 경험들을 젊은 신진 작가들과 편집

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

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는 교육의 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것들 중 하나가 특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 기금에 후하게 기부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

다. 당신이 이 분야에서 미래의 지도자 양성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정말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정답의 근거  (A) 셀 수 있는 명사인 these firsts를 수식해야 하므로, many

     가 적절하다. 

(B)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구가 나와야 하므로, to contain

이 적절하다. 

(C)  분사구문이 나와야 하는데, 주절의 주어 You와 능동의 관계이므로 현재분

사인 knowing이 적절하다.

구문 분석  We’ve done everything / [we can] / to contain costs / 

without compromising quality.

Words  maneuver[m‰nù;v‰÷] 가동시키다, 교묘히 다루다    desktop  

publishing program 컴퓨터 출판 프로그램    budding[b=di\] 신진의,  

싹이 트는    compromise[k£mpr‰màiz] 훼손하다, 타협하다    financial 

[fin®n∫Âl] 금융〔재정〕의    generously[d,ènÂr‰sli] 후하게, 아낌없이     

contribute[k‰ntríbju;t] 기부〔기증〕하다    

24 정답 ④     

교사인 Carol Tateishi는 자신이 받은 아시아식 교육에서 침묵은 자

립과 힘의 표시라고 배웠다고 쓴다. 그녀는 민족적 배경이 다른 다섯 

명의 아시아계 미국인 중등학교 학생들을 인터뷰했다. 그들의 가문이 

이민 생활을 한 기간은 100년이나 되지만, ‘말을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말은 결례와 마음에 거슬리는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라는 등의 주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였다. 영어 학습자로 미국의 학

교에 입학한 여학생들은 자신들의 언어 능력에 대해 남의 시선을 의

식하고 있었으므로 소리 내어 말하기를 두려워했다. 또 다른 여학생

은 여자 아이들은 ‘누가 말을 걸어오지 않으면 먼저 말해서는 안 된

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말을 하는 것은 지적인 

참여와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에, 말하기에 있어

서 절제는 이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가치 있게 여겨진다.

정답의 근거  ① that 이하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므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

    사 that은 적절하다.  

②  emerged는 자동사로서 ‘생겨나다, 부상하다, 부각되다’의 의미를 가지므로 

문맥상 적절하다.

③  ‘여학생들 (The girls)이 소리 내어 말하기를 두려워했다’는 내용이므로 능동

태가 알맞다.

❹  의미상 unless 뒤에 they were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수동태의 의미를 나

타내는 spoken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⑤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말하는 것이 ‘지적인 참여와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으

로 생각되어지는 것’이므로 수동태가 알맞다.

Words  upbringing[=pbrì\i\] 양육, 교육    self-reliance[selfrilái‰ns] 

자립, 독립    ethnic[è^nik] 민족의, 인종의    immigration[ìm‰grèi∫Ân] 이주, 

이민    recurrent[rikÁ;r‰nt] 되풀이 되는, 재발하는

25 정답 ①     

가치에는 내재적인 것과 도구적인 것이라는 두 가지 범주가 있다. 내

재적인 가치들은 그 이득이나 손실에 상관없이 우리가 옹호하는 것들

이다. 가치로서의 애국심은 희생을 요구하고 때때로 개인의 행복에 

있어서는 이익(→ 불이익)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심은 내재

적 가치이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자

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죽었다. 대조적으로, 우리가 그 가치가 직접

적으로 우리에게 이롭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할 때 그 가치는 도구적

이다. 한 나라가 경제 성장에 전념하고 이것 때문에 일과 생산성 그리

고 투자를 강조한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발전에 유리한 결정이 증대

된 부 같은 경제적 속성의 도구적 가치에만 부합한다면, 그 나라의 노

력은 그만큼의 부가 얻어지자마자 쇠락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재

적 가치가 지속적인 발달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이유이다.

정답의 근거  내재적인 가치로서의 애국심은 이득이나 손실에 상관없이 옹호하

는 가치이므로, 때로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 글의 흐름상 자연

스럽다. 따라서 ① advantageous(이로운, 유리한)를 disadvantageous 

(불리한) 등으로 고쳐야 한다.

구문 분석  Patriotism, / as a value, / demands sacrifices / and is 

sometimes disadvantageous / as far as individual well-being / is 

concerned. 

Words  intrinsic[intrínsik]  본질적인, 내재하는    instrumental 

[ìnstr‰mèntl] 수단이 되는, 유효한    uphold[<phóuld] 지지하다, 떠받치다    

patriotism[pèitri‰tìzÂm] 애국심    beneficial[bén‰fí∫‰l] 유익한, 이로운    

sustained[s‰stèind] 지속된

26 정답 ⑤     

위의 그래프는 1971년과 2007년의 세계 전력 생산의 에너지원에  

따른 비율을 보여 준다. 그래프에 의하면 1971년과 2007년 모두 전

력 생산의 주요 에너지원은 석탄과 토탄이었으며, 전체 전력 생산의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했다. 석유는 전력 생산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

으며, 그것은 1971년에 20.9퍼센트에서 2007년에 5.6퍼센트로 떨어

졌다. 가장 크게 증가한 에너지원은 원자력이었으며, 그것은 1971년에 

without -ing: ~없이

부사적 용법(목적)

(that)
∨

S V1

as far as ~ is concerned:   

~에 관한 한

V2~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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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수력은 1971년에 23퍼센트를 차지했지만, 2007년에는 15.6 

퍼센트로 20퍼센트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⑤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generation[d,én‰rèi∫Ân] 생성, 발생    hydro[háidrou] 수력 (전기)    

coal[koul] 석탄    peat[pi;t] 토탄    account for ~을 차지하다     

27 정답 ③     

The Nature Foundation의 회원이 되세요

The Nature Foundation은 자연 환경 보존에 전념하는 세계적인 

기관입니다. 오늘 가입하셔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연간 50달러만으로 

회원의 모든 혜택을 누리세요.

회원 혜택:

•일 년간 저희의 월간 잡지 ‘Nature World’

•재단이 주최하는 다가올 행사에 관한 주간 뉴스레터

•자연 역사와 환경 과학에 대한 특별 강연회 초대

회원 추가 혜택:

•재단에서 발행하는 책 10퍼센트 할인

•‘Nature Kids’와 같은 저희의 다른 잡지 20퍼센트 할인

•국립공원 입장 할인

회원 혜택에 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987-555-4567로 전화를 

하시거나 웹 사이트 www.naturefoundation.org를 방문해 주세요.

정답의 근거  기관 주최 행사에 대한 주간 뉴스레터(weekly newsletter)를 

받는다고 했으므로 ③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foundation[faundèi∫Ân] 재단    dedicated to ~에 전념하는    

preservation[préz‰÷vèi∫Ân] 보호, 보존    publish[p=bli∫] 출판하다

28 정답 ④     

남극 대륙의 얼음 수 마일 아래에 액체 상태의 호수들이 있다. 이들 

중 가장 큰 것은 Vostok 호수인데, 캐나다의 Ontario 호수와 비슷

한 넓이이지만 네 배나 더 깊다. Vostok 호수는 지질상의 단층선을 

따라 형성되었다. 위쪽에 있는 빙하의 압력과 아래쪽에 있는 단층에

서 나오는 열로 인해 그 호수는 액체 상태를 유지한다. Vostok 호수

는 50만 년 동안 지구의 대기로부터 차단되어 온 것으로 여겨진다. 

3.2킬로미터 이상 두께의 빙하 아래에 위치한 Vostok 호수의 수표면 

근처에서 채취한 얼음 표본에는 호수 내부에서 기원한 것으로 생각되

는 미생물이 들어 있다. 과학자들은 현대 세계에서 오염을 끌어들이

지 않는 방식으로 호수에서 물 샘플을 떠서 고생물이 있는지 조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답의 근거  Vostok 호수의 수표면 근처에서 채취한 얼음 표본에 미생물이  

들어 있다고 했으므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Samples of ice 

~ contain microbes thought to have come from inside the lake.)

구문 분석  Scientists are working / to create technology / [that 

will allow them / to remove water samples / from the lake / 

and examine them / for ancient life] / in a way / [that does not 

introduce contamination / from the modern world]. 

Words  Antarctica[ænt£;÷ktik‰] 남극 대륙    geologic[d,ì;‰l£d,ik] 지질

학의    atmosphere[®tm‰sfì‰÷] 대기    glacier[glèi∫‰÷] 빙하    microbe 

[máikròub] 미생물, 세균    contamination[k‰nt©m‰nèi∫Ân] 오염

29 정답 ②     

학교 연극에서 무대 위에 섰을 때, Tom은 청중들의 주시하는 눈을 

느낄 수 있었다. 환한 조명 속에 있는 것은 그에게 긴장감을 느끼게 

했다. 그는 대사를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잘 전달하려고 애썼지

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갑자기 그는 한 문장을 빠

뜨린 것을 깨달았다. 되돌아가지 않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해 나갔다. 그러나 그가 끝낼 무렵에 그의 두 손은 땀범벅이 되었

고 그의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있었다. 그의 연극 선생님 외에는, 아무

도 그의 실수에 대해 평하지 않았다. “잘했구나.”라고 선생님이 말했

다. “연극이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과 비슷하단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못할 수도 있어. 몇 번은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다시 올라탈 

때마다 더 잘 해내잖아. 네 공연은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대

단했어.” 선생님의 위로의 말이 Tom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왔다.

정답의 근거  voice shaking, missed a sentence, hands felt sweaty 

and his heart racing에서 Tom이 무대 위에서 긴장한(nervous) 것을 알 

수 있으며, 자신의 역할을 끝내고 나서 선생님이 위로하는 말을 듣고 미소를 찾

은 것에서 안도한(relieved) 것이 나타나므로 ②가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하다.

구문 분석  Being in the spotlight / made him feel tense. He 

tried to deliver his lines / as best as he could, / but he could 

feel his voice shaking. 

Words  spotlight[sp≤tlàit] 스포트라이트, 환한 조명    tense[tens] 긴장한    

deliver[dilív‰÷] (연설·강연 등을) 하다    line[lain] 대사    comment 

[k£;ment] 비평하다, 의견을 말하다    apart from ~ 이외에는(= except)

30 정답 ⑤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수많은 설명이 존재하지만, 더 심층적인 원

인은 토양의 비옥함이 줄어들고 농작물의 생산이 감소한 데 있다. 로

마의 통치가 시작될 때 이탈리아는 숲으로 빽빽이 뒤덮여 있었다. 하

지만 로마의 통치 말기 무렵, 이탈리아는 뒤덮인 삼림을 벌채했다. 목

재가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었고, (삼림이 벌채된) 그 땅은 농경지와 

목초지로 바뀌었다. 개간된 토양은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했고 상당

한 양의 농작물 생산을 제공했다. 안타깝게도, 삼림 벌채는 토양이 혹

독한 날씨에 노출되게 했다. 바람이 황량한 풍경을 가로질러 불었고, 

물이 산꼭대기와 산비탈로부터 흘러내리며 흙을 가져가 버렸다. 가축

의 지나친 방목은 더 심한 토양 악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로마의 농

업 생산은 로마의 사회 기반과 시민들의 복지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없었다. 

2.1퍼센트에서 2007년에 13.8퍼센트로 올라갔다. 1971년에 수력은 

두 번째로 큰 전력 생산 에너지원이었지만, 2007년에는 가스가 두 번

째로 큰 에너지원이었으며, 전체 전력 생산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

했다. 석탄과 토탄을 제외하고, 수력은 1971년과 2007년 모두에서 

전체 전력 생산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 유일한 에너지원이었다.

~을 찾기 위해 살펴보다 = samples

allow+목적어+to부정사: ~가 …하도록 허락하다

= scientists

(will)
∨

S(동명사구)

지각동사(feel) ＋ 목적어 ＋ 현재분사

사역동사(make) ＋ 목적어 ＋ 동사원형

동⃝ (연설 등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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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로마 통치 말기에는 삼림 벌채로 토양이 소실되고 가축의 지나친 

방목으로 토질 악화가 심해져 결국 농업 생산이 로마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⑤ ‘농업 생산’이 가장 

적절하다. 

① 울창한 숲    ② 기후 변화    ③ 관개 시설    ④ 인구 감소 

Words  yield[ji;ld] 산출, 수확량    forested[f≤(;)ristid] 숲으로 뒤덮인    

imperium[impíÂri‰m] 주권, 통치권    strip[strip] 벗기다    convert 

[k‰nvÁ;÷t] 바꾸다    pastureland[p®st∫‰÷lænd] 목장, 목초지    clear[kli‰÷]  

(토지 따위를) 개간하다    substantial[s‰bst®n∫Âl] 상당한    deforestation 

[di;f≥;ristèi∫Ân] 삼림 벌채    barren[b®rÂn] 척박한, 황량한    deterioration 

[ditìÂri‰rèi∫Ân] (질, 가치) 저하   

31 정답 ②     

당신은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라’라는 말을 늘 듣는 것에 싫증이 났

는가? 당신은 당신의 낙관적인 친구가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고 당신

이 부정적이 되도록 놔두기를 바라는가? 만약 당신이 이러한 질문 중

에 어떤 것이든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면, 당신은 효율적인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어떤 최악의 상황을 마음 속

에 그려보는 전략인, Norem 박사가 방어적 비관주의라고 부르는 것

을 사용함으로써 현대의 삶의 압박에 대처하는 법을 배운 수백만 명

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일 수 있다. 기차가 늦게 와서 당신이 면접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당신이 참석할 파티에

서 당신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 기말시험에서 당

신이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 Norem 박사는 부정

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이 실제로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함으로

써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믿는다. 사실상, 그녀는 

부정적인 생각이 종종 걱정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기 때문

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강요받을 때 좀 더 형편없

이 수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정답의 근거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거나 가정하여 그에 대비함으로써 최상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②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이다.   

① 직관에 의존하는 것               

③ 불안과 우울함을 줄이는 것  

④ 정확한 미래 예측을 하는 것    

⑤ 작은 잘못과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

구문 분석  Dr. Norem believes / indulging in negative thoughts / 

actually helps people / go on to do their best / by preparing for 

the worst. 

Words  optimistic[¢pt‰místik] 낙관적인    pessimism[pès‰mìzÂm] 비

관론, 비관주의    intuition[ìnt∆uí∫Ân] 직관    indulge[ind=ld,] 탐닉하다, 즐기다 

32 정답 ③

정답의 근거  사람들의 청각은 문장을 들을 때 잡음으로 끊긴 부분을 채워서 듣

는 특성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③ ‘그 나름대로의 지각 완성 

방식을 가지고 있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부정확한 발음을 인식한다    

② 말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④ 언어가 다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⑤ 청각 신호와 시각 신호를 동시에 분석한다  

Words  auditory[≤;dit≥;ri] 청각적인    psychologist[saik£l‰d,ist] 심리

학자    demonstrate[dèm‰nstréit] 입증하다    burst[b‰;÷st] 분출    

static[st®tik] 잡음    fill in 메우다, 채우다    uninterrupted[>nint‰r=ptid] 

중단되지 않은, 방해받지 않은    perceptual[p‰;÷sèptju‰l] 지각의, 지각력의    

group[gru;p] 무리를 형성하다, 집단을 이루다

33 정답 ①      

많은 음악가와 비음악가 둘 다에게 있어서 음표가 휴지(休止)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흔한 오해이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 아닌데, 그 이유

는 음악을 음표 사이의 조용한 순간보다는 선율을 만들어 내는 소리

와 연관시키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휴지(休止)는 조용하기 때

문에, 사람들은 종종 이 비어있는 순간을 중요하지 않다고 잘못 해석

한다. 그러나 만약 노래가 휴지(休止) 없이 오직 음표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라. ‘휴지(休止)는 당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일 것이다’(말장난이 의도됨)라는 사실과는 별도로, 음악

에 있어서 기준점이나 식별할 수 있는 중추가 없는 소리의 벽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소리들 사이의 공간이 작품의 기준이 되는 선과 대

조를 제공하고, 음악에 구조와 질감을 주기 때문이다. 사실, 휴지(休

止)의 완전한 박자는 맹렬한 음표의 완전한 박자보다 더 많은 음악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은 경력 있는 음악가들 사이에서는 흔한 격언이다. 

cf. ‘Rests would be history.’라는 표현에서 rest는 ‘나머지’의 의미

로, ‘나머지는 당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일 것이다.’의 의미이다. 본문에서

는 rest를 ‘휴지(休止)’의 의미로 사용하여, 말장난을 하고 있다. the rest 

is history: 그 나머지는 역사가 되었다(모두가 다 안다)

정답의 근거  음악에서 음표가 휴지(休止)보다 더 중요하다는 오해가 있지만 사

실은 그렇지 않다는 내용으로 빈칸에는 오해의 내용이 와야 한다. 따라서 ① ‘음

표가 휴지(休止)보다 더 중요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② 휴지(休止)는 음악에 직접적인 기준점을 제공한다  

③ 침묵은 음악의 소리만큼 의미가 있다  

④ 선율은 소리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  

⑤ 구조와 질감은 음악의 가장 중요한 면이다

Words  misconception[mìsk‰nsèp∫Ân] 오해    note[nout] 음표     

misinterpret[mìsintÁ;÷prit] 잘못 해석하다    pun[p<n] 말장난      

인간의 청각 체계는 그 나름대로의 지각 완성 방식을 가지고 있다. 

Richard Warren이라는 한 심리학자는 이를 특별히 잘 입증했다. 

그는 한 문장을 녹음한 후 녹음 테이프에서 그 문장의 일부를 떼어냈

다. 그는 비어있는 부분을 같은 시간 동안 지속되는 잡음의 분출로 대

체했다. 변경된 녹음 내용을 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문장과 잡음을 

모두 들었다고 보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잡음이 

어디에서 들렸는지를 보고할 수 없었다! 청각 체계가 사라진 발화 정

보를 채워서 그 문장은 중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 것이었다. 대부분

의 사람들은 잡음이 있었고 그것은 발화된 문장과는 분리되어 존재했

다고 알렸다. 잡음과 문장은 이들에게 이 둘을 따로 구분짓게 하는 음

질의 차이 때문에 분리된 지각의 흐름을 형성했다.

by -ing: ~함으로써  help  +  목적어  +  (to) 동사원형: ~가 …하는 것을 돕다

Ś

고난도독해-정답(1-96)OK.indd   91 14. 11. 29.   오전 1:50



정
답

과
 해

설
·

채
움

  92

reference point 기준점    discernible[disÁ;÷n‰bÂl] 식별할 수 있는    

baseline[bèislàin] 기준선    texture[tèkst∫‰÷] 질감, 외면적인 느낌     

measure[mè,‰÷] 박자, 가락, 소절    blistering[blíst‰ri\] 맹렬한

34 정답 ⑤

수학은 그것이 매료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이지만, 과학

에 대한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과학

은 원리에 있어서는 보편적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극히 소수의 사람

에게만 전달된다. 수학은 이른바 마찰이 없는 가장 고차원적인 유형

의 소통 기술로 간주될 수 있는데, 수학과는 정반대 편에서 과학의 성

과들은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 실제적 이득을 보여 준다. 하지만 그러

한 성과들은 양면적 성격을 갖는다. 과학으로서의 과학은 ‘말로 전달

되지’ 않는데,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과학자들이 서로 의사소통할 때 

모든 과학의 개념들은 수학화되는 것이고, 과학이 과학적 산물을 과

학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과학은 설득력에 의지할 필요도 

없고 사실 의지할 수도 없다. 과학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전달되면 

그것은 더 이상 과학이 아닌 것이며, 그러한 과학자는 수학의 정확성

을 약화시키는 선동자가 되거나 그런 일을 하는 선동자를 고용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학자는 화려하면서 애매모호한 표현과 은유

적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학적 정확성을 추구하는 자신의 욕구를 

뒤집게 되고, 그리하여 자신에게 과학자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지적인 

행위의 규약을 어기게 된다.

정답의 근거  수학이 소통 기술을 통해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반면, 과학은 

말로 전달될 수 없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하는 글이다. 이러한 글의 전체 흐름으

로 볼 때, 빈칸에는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말을 통해 전달하려고 노력할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빈칸에는 ⑤ ‘자신에게 과

학자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지적인 행위의 규약을 어기게 된다’가 들어가야 가장 

적절하다. 

①  능숙한 상술(설득력)에 필요한 과학적 용어를 사용하는 자신의 능력을 떨어뜨

리게 되다

② 과학과 수학을 연관시킴으로써 과학에 대한 장벽을 극복하게 되다

③  불가피하게 수학을 잘 못하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과학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하다

④  과학과 일반 대중들 간에 벌어진 간격을 메우는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되다 

Words  overcome[òuv‰÷k=m] 이겨내다, 극복하다    frictionless 

[frík∫Ânlis] 마찰 없는    so to speak 말하자면, 이른바    ambivalent 

[æmbív‰l‰nt] 양면성이 있는    mathematize[m®^m‰tàiz] 수학화하다, 수학

적으로 만들다    resort to ~에 의지하다    salesmanship[sèilzm‰n∫ìp] 상술, 

판매수완; 설득력    publicist[p=blisist] 선동자, 선전 담당자    dilute[dilù;t]약

화시키다, 희석시키다    reverse[rivÁ;÷s] 뒤집다, 반대로 하다    rhetorical 

[rit≤;rikÂl] 수사법의, 화려한    vagueness[vèignis] 애매모호함, 불분명함    

metaphor[mèt‰f≤;÷] 은유적 표현

35 정답 ②

정답의 근거  (A) 뒤에 언급되는 Confirmation bias(확증 편향)라는 용어의 

      개념과 Crow 부족 사람들의 생각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두뇌가 두 가

지 상반된 생각을 동시에 담고 있으면서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것과는 ‘반대

(opposite)’ 방향으로 맞추어졌음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B)  Crow 부족 사람들이 들소가 사라진 것 때문에 절망감에 빠져 헤어나지 못

한 것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뇌가 ‘거부했다(rejected)’

는 것을 보여준다.

① 반대 - 유지했다    ③ 잘못된 - 입증했다    

④ 같은 - 조작했다    ⑤ 같은 - 간과했다    

Words  first-rate 최상의    function[f=\∫Ân] 기능하다, 작용하다     

bias[bái‰s] 편향적 심리, 편견    contradiction[k¢ntr‰dík∫Ân] 모순, 반대    

disregard[dìsrig£;÷d] 무시하다    refute[rifjù;t] 반박하다    testimony 

[tèst‰mòuni] 증언    despair[disp¬‰÷] 절망

36 정답 ④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심미적이고 도덕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실

질적인 고려사항들도 또한 있다. 우리는 의식주, 산소, 그리고 토양의 

비옥함을 많은 다른 종에 의존하는데, 그 목록은 계속 된다. 미국에서

는, 약국에서 조제되는 모든 처방약의 25퍼센트가 식물에서 얻은 물

질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호지킨병과 특정한 다른 형태의 암에 

효과가 있는 두 가지 물질들은 Madagascar 섬이 원산지인 화초 rosy 

periwinkle에서 나온다. Madagascar에만 약 8,000여 종의 화초들

이 자생한다. 불행히도, Madagascar는 80퍼센트의 산림과 약 50퍼

센트의 토착종을 잃었다. Madagascar의 딜레마는 개발되고 있는 세

계의 많은 부분의 딜레마를 대표하고 있다. 그 섬은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고향인데, 그들 중 대부분은 몹시 가난하고 전혀 환경 보존

에 관심을 둘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러나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Madagascar 사람들은 파괴되고 있는 생물의 다양성으로부

터 중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정답의 근거  (A) 빈칸 뒤에는 약국에서 처방되는 약들 중 식물에서 얻은 물질 

      을 포함하고 있는 약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이어지므로, 빈칸에는 For 

instance (예를 들면)가 적절하다. 

(B)  Madagascar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내

용 다음에, 이 섬의 생태계가 보존되어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대조적인 

내용이 이어지므로, Yet (그러나)이 적절하다.

F. Scott Fitzgerald는 최상의 지능에 대한 평가 기준은 두 가지 상

반된 생각을 동시에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서 계속 정상적으로 사고하

는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오랜 세월은 우리의 뇌를 반대 방향으로 가

도록 맞추었다. 확증 편향은 정신이 모순된 사실에 직면하는 것을 조

직적으로 회피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를 과대평가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증거를 평가절하하거나 또는 단순히 무시함으로써 그러한 

일을 수행한다. Crow 부족 구성원들의 그들 문화의 파멸에 대한 증

언은 이에 대한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사례를 제시해 준다. Plenty 

Coups라는 이름의 남자는 “들소가 사라졌을 때 부족 사람들은 몹시 

낙담하게 되었고 활기를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 일

도 일어나지 않았어요.’”라는 말을 전했다. 그 사람만이 그러한 깊은 

절망감을 역사의 종말로 설명한 것은 아니었다. “그 이후에는 아무 일

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살았어요.”라고 또 다른 Crow 

부족의 전사가 말했다. 그 감정이 너무나 강렬하여 그것을 누그러뜨

릴 수도 있었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증거를 

뇌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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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조적으로 - 실제로    ② 대조적으로 - 그러므로    

③ 요약하면 - 마침내        ⑤ 예를 들면 - 유사하게도

Words  aesthetic[es^ètik] 심미적인    ethical[è^ikÂl] 윤리적인     

biodiversity[bËioudaivÁrs‰ti] 생물의 다양성    fertility[f‰;÷tíl‰ti] 비옥함    

prescription[priskríp∫Ân] 처방약    harbor[h£;÷b‰÷] 정박하다, 자생하다

37 정답 ③     

‘좋은 책’은 교육적이고 학문적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

한다. 그러나 책의 질과는 관계없이 문자 언어의 본질 그 자체가 학문

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오로지 즐거움

만을 제공하는 책조차도 학생들의 자신감을 증가시킬 것이고, 그들이 

학교에서 보다 전문적인 읽기 자료를 읽도록 격려할 것이다. 만화, 잡

지, 오디오북, 그리고 인터넷상의 흥미로운 화제들이 때때로 ‘진정한’ 

읽을거리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학생들은 사전에서 새로운 단어

들을 찾아보기보다는 읽어 가면서 그것들의 의미를 추측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읽을거리는 학생들이 읽기의 즐거움을 만

끽하고 정보, 글을 읽고 쓰는 기술 등을 얻게 한다. 이러한 ‘가벼운’ 읽

기는 실제로 매우 유익한데, 그 이유는 그것이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읽기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읽기의 능숙함을 향상시킨다.

정답의 근거  책의 질과는 관계없이 즐거움을 위해 가볍게 책을 읽어도 학생들

에게는 유익하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학생들이 책을 읽을 때 새로운 단어들의 의

미를 사전에서 찾기보다는 읽으면서 추측해야 한다는 내용의 ③은 글의 전체 흐

름과 관계가 없다.

구문 분석  However, these materials let students enjoy / the 

pleasure of reading / and gain information, literacy skills, and 

more. 

Words  regardless of ~에 상관〔관계〕없이    confidence[k£;nfidÂns] 자

신감    encourage[inkÁ;rid,] 격려하다, 부추기다    look up ~을 찾아보다    

literacy[lítÂr‰si] 읽고 쓰는 능력    fluency[flù;‰nsi] 능숙함, 유창성

38 정답 ②     

당신은 자신의 건강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가? 범죄, 전쟁, 혹은 테러

리스트들의 공격이 경제와 당신의 안전을 파괴할까 봐 두려운가? 

 이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타당한 걱정이다. 우리는 

어렵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들은 현실적

인가? 텔레비전에서 많은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그들의 안녕에 대한 위

협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연구에서 보여 주고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텔레비전이 세상을 실제보다도 더 위험한 장소처럼 보이

게 만드는 뉴스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에서 묘사되는 세상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은 가까운 가족들과 함께 그들의 가정에 머물면서 

그들의 이웃들과 유대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더 취약해진다. 하지만, 우리들 자신을 두려움

의 벽으로 둘러싸는 것이 해답은 아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 더 연결되는 것이고, 이 연결은 두려움과 고립

을 줄여 줄 것이다.   

정답의 근거  건강과 안전에 대한 걱정에 대해 제시한 주어진 문장 다음에, 앞

에서 언급된 걱정들은 텔레비전의 영향과 관련 있음을 처음으로 언급한 (B)가 

이어져야 한다. 그러고 나서 텔레비전에서 보여지는 위협을 과대평가하는 이유

가 나온 (A)가 온 다음에,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인 (C)가 마지

막으로 와야 한다. 

구문 분석  It’s / because television focuses on news / [that 

makes the world seem like a more dangerous place / than  

it actually is]. 

Words  disrupt[disr=pt] 파괴하다    legitimate[lid,ít‰mit] 정당한,  

합법적인    overestimate[òuv‰rèst‰méit] 과대평가하다    vulnerable 

[v=lnÂr‰bÂl] 공격받기 쉬운, 취약한

39 정답 ⑤     

잉카의 상위 계층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4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치

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달리기 경주였

다. 달리기 시험이 시행되는 첫째 날이 되면, 후보자들은 Cuzco의 커

다란 광장에 모였다. 가족들과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은, 물과 날옥수

수만으로 이루어진 엄격하게 절제된 식사를 하고 의식을 행하며 춤을 

추기 위해서 Huanacauri 산으로 갔다. 며칠 후, 후보자들은 

Huanacauri의 성스러운 언덕까지 5마일의 경주를 했다. 경주 전날, 

경주 주최자들은 암염으로 조각된 동물 조각상들을 언덕 정상에 놓았

는데, 그것이 결승선이었다. 그 조각상들은 매, 독수리, 야생 오리, 벌

새, 여우, 뱀 등의 모습이었다. 경주자들이 도착하면 그 조각상들을 집

었는데, 첫 번째로 도착한 경주자는 가장 고귀한 새들을 집었고, 마지

막에 도착한 경주자는 쓸모없는 파충류 동물을 집었다. 이렇게 해서 각 

경주자들은 자신의 강인함이나 약함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가져왔고, 

구경꾼들은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조롱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정답의 근거  주어진 문장은 경주자들이 결승점에 도착하여 동물의 조각상을 

집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결승점에 여러 가지 동물의 조각상을 갖다 놓았다는 

내용과 경주자들이 집은 동물상에 의해 경주자들의 강인함과 약함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 사이인 ⑤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Words  reptile[rèptail] 파충류    candidate[k®nd‰déit] 후보자    summit 

[s=mit] 정상    depict[dipíkt] 형상화하다, 묘사하다    falcon[f®lk‰n] 매, 송골매

40 정답 ②

 

let에 걸림

사역동사(let) ＋ 목적어 ＋ 동사원형

그것은 ~때문이다

비교급

~에 초점을 두다

= the world

사역동사(make)  +  목적어  +  동사원형

가격을 일부러 낮게 매기는 정책은 두 사람이 합의를 한 다음에 한 사

람이 비용이 상대방에 의해 발생되도록 비용을 증가시키는 (판매) 기

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자동차를 8천 달러에 구매하는 데 

동의하면 판매자는 세금으로 100달러, 그리고 타이어 값으로 200달

러를 추가하기 시작한다. 이런 추가 비용은 비유적으로 판매자가 소

비자에게 던지는 ‘낮은 공’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매기는 것의 효과는 자기 지각 이론으로 설명된다. 소비자가 원래의 

계약 조건으로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하게 되면, 소비자는 자기가 

한 행동을 바탕으로 자신이 그 제품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고 미루

어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이끌어 내게 되는 제품에 대한 진심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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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소비자는 일부러 낮게 매긴 가격으로 제품 구매를 합의한 후에는 

추가비용 발생이라는 구매 조건에서 변화가 약간 생겨도 한번 내린 결정은 바꾸

지 않아 가격을 낮게 매기는 것이 판매를 하는 상황에서는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다. 이는 소비자가 낮은 가격으로 합의된 구매를 취소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구

매 결정을 ‘정당화시키는 ( justify)’ 경향이 있거나 자신의 ’체면 (face)’을 유지하

려고 하기 때문이다.

① 정당화시키다 - 시간     ③ 소중히 여기다 - 시간 

④ 바꾸다 - 체면              ⑤ 바꾸다 - 고생

Words  low-balling 가격을 낮게 매기는 것 (고의로 싼값을 붙이고 나중에 여러 명목

으로 값을 올리는 판매 기술)    incur[inkÁ;÷] (비용을) 발생시키다    metaphorical 

[mét‰f≤;rik‰l] 비유적인    in terms of ~라는 말로    self-perception 

[sélfp‰rsèp∫‰n] 자기 인식    infer[infÁ;÷] 나타내다, 의미하다    foster 

[f≤;st‰÷] 불러일으키다; 기르다

41-42  정답 41 ⑤  42 ②      

태초부터, 꿈의 불가사의한 성질로 인해 꿈이 다른 세상으로부터의 

메시지라고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꿈은 적절하게 해석되면 우리가 

미래를 예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예언적인 소통으로 간주되었다. 그

러나 이 이론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병을 앓고 있는 사

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협과 같은 정신적 외상을 초

래할 정도의 일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꿈을 더 많이 꾸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

다. 만약 그 꿈을 꾼 사람이 전화를 걸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는 것을 알게 되면, 그가 그 꿈이 그 죽음의 예고였다고 생각하는 것

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은 오류이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강하

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과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건의 발생 사이의 

우연의 일치이다. 

예고하는 꿈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증거를 얻어야 한

다. 우리는 꿈속에서의 생활에 관하여 사람들이 표본이 되고, 이 꿈속

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실생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일치시켜보도록 

전문가들에게 요청하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발생

하는 문제는, 예고의 꿈을 믿는 사람들이 ‘꿈이 딱 들어맞은 사건’의 

눈에 띄는 한두 사례를 제시할 수는 있지만, 얼마나 많은 예고의 꿈이 

‘빗나갔는지’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꿈

의 예언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꿈과 깨어 있는 현실 사이

에서 우연의 일치가 얼마나 흔히 발생하는지에 대한 토대를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증거를 갖게 될 때까지, 그 가정이 틀렸다고 

믿는 것이 더 낫다.

정답의 근거  41 꿈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내

용이므로, 이 글의 제목으로 ⑤ ‘꿈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가?’가 가장 적

절하다.  

 ① 사람들은 왜 꿈을 꾸는가?    ② 꿈을 해석하는 방법    

 ③ 꿈 예언의 기원                  ④ 꿈의 과학적 역사 

42   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내용으로, 꿈에서 일어난 일과 현실에서 일어난 일

의 일치는 ‘우연의’ 일치라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빈칸에는 공통적으로 

② ‘우연의’가 들어가야 한다.

 ① 가까운    ③ 필연적인    ④ 논리적인    ⑤ 과학적인

구문 분석  Dreams have been regarded / as prophetic 

communications / [which, when properly decoded, / would 

enable us / to foretell the future].

Words  prophetic[pr‰fètik] 예언적인    decode[di;kóud] 해석하다, 해독

하다    traumatic[traum®tik]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정도의, 대단히 충격적인    

premonition[prì;m‰ní∫Ân] 예고    correspondence[k≥;r‰sp£nd‰ns] 일치    

obtain[‰btèin] 획득하다, 얻다    assumption[‰s=mø∫Ân] 가정, 가설

43-45  정답 43 ④  44 ④  45 ③    

 

  고교 시절에, 운동은 Kazazic의 취미였다. 그녀는 프로 운동선

수가 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다 1993년, Bosnia 내전 중 크로아

티아 분리주의자들의 폭탄이 그녀가 있던 건물 마당에서 폭발했다. 

그녀와 이야기하고 있던 여섯 명의 친구들은 사망했고, 16세의 

Kazazic은 중상을 입었다. 그 폭탄 사고는 그녀의 왼팔과 양쪽 다리

를 못 쓰게 만들었다.

   임시 병원에서, 그녀의 왼쪽 다리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무릎 바로 아래까지 절단되었다. 전쟁 중 많은 아이들을 탈출시킨 영

국의 사회 운동가인 Sally Becker는 치료를 위해 그녀를 미국으로 

데려가도록 주선하였다. Kazazic은 Maryland의 한병원에서 거의 2

년을 보냈다. 몇 달 후, Kazazic은 첫 번째 의족을 달았으나, 걷는 것

은 매우 고통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Maryland에 있

는 한 고등학교를 가까스로 졸업했다. 18세에, 그녀는 퇴원하여 동료 

난민과 함께 아파트로 옮겼다.

 그녀의 부모가 마침내 Maryland로 왔지만, Kazazic은 이미 너

무나도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후, 그녀

는 한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고, 마침내 자신의 웹 사이트 개발 회사를 

설립했다. 수십 번의 수술 후, 그녀는 가끔씩 골프를 칠 수 있을 정도

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완전한 다리 때문에 절뚝거렸고, 

어떤 활동을 할 때마다 며칠씩 고통에 시달리곤 했다. 마음을 추스르

기 위해, 그녀는 집 근처 Clearwater Marine Aquarium에서 돌고

래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곤 했다.

 게잡이용 어망에서 꼬리를 잃은 Winter라는 어린 돌고래가 

Kazazic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 돌고래는 돌고래라기보다는 새우처

럼 헤엄쳤어요. 나는 그 돌고래와 나를 동일시했어요.” 조련사들은 실

리콘 플라스틱으로 덮인 유연한 철제 관절인, 첨단 기술로 만든 꼬리

를 Winter에게 붙여주고 있었다. 그들이 작업을 끝냈을 때, Winter

는 물결을 가르며 빠르게 헤엄쳤다. Kazazic은 매료되었다. ‘만약 

Winter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라고 그

녀는 생각했다. 10일 안에 그녀는 부드러운 안감과 여러 활동에 알맞

관심은 소비자로 하여금 증가 비용을 수용할 수 있게 한다.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매기는 것의 효과에 관한) 다른 설명은 인상 관리 이론

이다. 만약 소비자가 합의 조건에 ‘약간의’ 변화가 있은 후 그 거래를 

취소한다면, 그는 이러한 소요 비용을 모르는 무책임한 소비자로 다

소 바람직하지 않은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가격을 일부러 낮게 매기는 정책은 (제품) 판매 상황에 있어서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그 거래를 취소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는 그의 

구매 결정을 정당화시키는 경향이 있거나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

문이다.

be regarded as: ~로 여겨지다

enable  +  목적어  +  to부정사: ~가 …할 수 있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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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의 근거  43 Kazazic이 Bosnia 내전 중 크로아티아 분리주의자들의 폭

탄에 의해 중상을 입고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내용인 주어진 글 (A) 다음에 

그로 인해 미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Maryland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

다는 내용인 (D)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 다음, 대학 졸업 후 사

업가로 살면서 마음의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수족관에 가서 돌고래들이 노

는 것을 구경하곤 했다는 (B)가 오고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인공 꼬리를 달

고 빠르게 헤엄칠 수 있게 된 어린 돌고래를 보고 Kazazic도 특수 제작된 

의족을 갖게 된 후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내용의 (C)가 오는 것이 자

연스럽다.

44  (d)는 수족관에서 Kazazic이 본 a young dolphin, Winter(어린 돌고

래, Winter)를 가리키지만, 나머지는 모두 Kazazic을 가리킨다.

45  돌고래 Winter에게 인공 꼬리를 붙여준 것은 Kazazic이 아니라, 수족관

의 조련사들이었으므로 ③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Trainers 

were fitting Winter with a high-tech tail ~.)

구문 분석  A young dolphin, Winter, / [who had lost her tail / in 

a crab trap], / caught Kazazic’s eye: / “She swam more like a 

shrimp / than a dolphin.  

Words  separatist[sèp‰réitist] 분리주의자    hobble[h£bÂl] 절뚝거리며 

걷다    riddle[rídl] 엉망으로 만들다    streak[stri;k] 번개처럼 달리다, 질주하다    

liner[láin‰÷] 안에 대는 것, 안감    makeshift[mèik∫ìft] 임시의, 간이의    

amputate[®mpjutéit] 절단하다    evacuate[iv®kjuéit] 대피시키다, 후송하다

게 맞추어진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내장된 새로운 의족을 가지게 되었

다. 그녀에게 영감을 주고 16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준 것은 바로 장애가 있는 그 돌고래였다.

more like A than B: 

B보다는 A와 더 비슷하게

동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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