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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여자가 할 말로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① 아뇨. 당신은 연체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1. ②

2. ④

3. ②

4. ③

5. ①

6. ③

11. ①

12. ⑤

13. ⑤

14. ①

15. ④ 16. ④

21. ② 22. ③

23. ③

24. ⑤

25. ① 26. ④

31. ① 32. ③

33. ④

34. ① 35. ⑤

41. ④ 42. ③

43. ③

44. ⑤

7. ⑤

8. ⑤

9. ①

17. ④

18. ③

19. ⑤

20. ①

③ 이제 제 차례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27. ② 28. ④

29. ④

30. ⑤

⑤ 왜 안 되겠어요? 여기서 기다리시면 제가 당신을 위해 가서 그 책을 찾아볼게

39. ②

40. ②

요.

36. ② 37. ②

38. ④

10. ②

45. ⑤

② 좋아요. 지금 지불하고 그 책을 나중에 가져갈게요.

[Words and Phrases]
copy (책의) 부, 권

check out 대출하다

in that case 그렇다면

waiting list 대

기 명단
1. [출제 의도] 짧은 응답 고르기
[해석]

3. [출제 의도] 짧은 응답 고르기

여: 여보, 내일 소풍용으로 샌드위치를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해석]

남: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여: 아빠, 저녁 식사에 늦어서 죄송해요. 집에 오는 길에 가벼운 자전거 사고가 있

여: 글쎄, 달걀이 좀 필요한데 냉장고에 달걀이 없어요.

었어요. 제가 쓰레기통에 충돌했어요.

남: 이런!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좀 사올게요.

남: 오, 이런! 네가 심하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구나. 어쩌다 그런 사고를 냈니?

[풀이]

여: 그게, 다소 창피한데요. 길을 건너가는 귀여운 강아지 때문에 정신이 분산되었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도울 일이 있느냐는 남자의 질문에 여자는 달걀이 필요한데

어요.

없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② ‘이런!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좀 사올게요.’가 남

남: 네가 길에서 눈을 떼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가 할 말로 가장 적절하다.

[풀이]

① 그래요. 우리가 새 냉장고를 살 필요가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을 건너가는 강아지 때문에 정신이 분산되어 쓰레기통과

③ 물론이죠. 그것들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충돌했다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남자가 할 말이므로 ② ‘네가 길에서 눈을 떼지 말

④ 와! 이 샌드위치가 정말로 맛이 좋네요.

았어야 했는데.’가 남자가 할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⑤ 예. 이곳은 소풍오기에 좋은 장소예요.

① 소중한 강아지의 상실을(강아지를 잃은 아픔을) 견디는 것이 힘들어요.

[Words and Phrases]

③ 너는 항상 늦는 습관을 버려야 해.

fridge 냉장고

④ 걱정하지 마. 집중해서 하면 해 낼 수 있어.

right now 지금 당장

⑤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나! 막 네 집을 들르려던 참이었어.
2. [출제 의도] 짧은 응답 고르기

[Words and Phrases]

[해석]

minor 가벼운

남: ‘로미오와 줄리엣’을 찾고 있어요. 이 도서관에 그 책이 있나요?

crash 충돌하다

여: 알아볼게요. [타이핑치는 소리] 그 책이 한 권 있네요. 지금은 대출 중이지만

distract (주의를) 흩뜨리다

수요일에는 반납이 될 겁니다.

embarrassing 창피한, 당황스러운

남: 오, 그렇다면, 대기 명단에 저를 넣어 주세요.

endure 견디다, 참다

여: 알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대기 명단에 넣을 거니까, 당신이 그 다음 차례가

take one's eyes off ~에서 눈을 떼다

될 겁니다.
[풀이]

coincidence 우연
drop by 잠깐 들르다

남자가 대출 중인 책의 대출 대기 명단에 자신을 올려달라고 하고 있으므로 ④ ‘알
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대기 명단에 넣을 거니까, 당신이 그 다음 차례가 될 겁니

4. [출제 의도] 목적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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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put - in great danger ~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다

남: 안녕하세요. 저는 King Yoga Center의 관리자, Simon Peterson입니다. 샤워

만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

last but not least 마지막이지

구역과 휴게실을 포함하여 저희 시설을 새롭게 수리하는 동안에 인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차장이 꽤 협소하기 때문에 이제 주차장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6. [출제 의도] 대화의 주제 추론

주차장 확장 공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되어 12월 내내 지속될 것입니다. 다

[해석]

음 달 동안, 이 건물의 주차장이 폐쇄될 것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100대의 차를

남: 오, 이런! 내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아요!

수용할 충분한 주차 공간이 마련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주차장 공사에 관하여

여: 그거 이상하네요. 제가 어제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을 때는 잘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게시판 공지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불편함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작동하고 있었는데요.
남: 예, 그랬어요.

[풀이]

여: 저기, 최근에 컴퓨터의 먼지를 청소한 적이 있나요?

요가 센터에서 이용객들에게 드리는 안내의 말이다. 샤워 시설과 휴게실 시설 공사

남: 뭘 청소해요?

에 이어 주차장 확장 공사를 시작하여 12월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므

여: 먼지요! 컴퓨터 내부를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어야 해요.

로, 남자가 한 말의 목적은 ③ ‘주차장 확장 공사를 안내하려고’가 가장 적절하다.

남: 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전혀 없는데요.

[Words and Phrases]

여: 먼지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송풍기에 들러붙으면, 이게 공기의 흐름을 차단해요.

patience 인내

renovation 수리, 수선

lounge 로비, 휴게실

construction 공사

남: 오,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컴퓨터에서 먼지를 청소해야 하는 군요.

last 지속되다

accommodate 수용하다

upcoming 다가오는

refer to 참조하다

여: 맞아요. 청소하지 않으면 컴퓨터에 있는 먼지가 부품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bulletin board 게시판

inconvenience 불편

요.
남: 알겠어요. 당장 먼지를 청소하기 시작할게요.

5. [출제 의도] 담화의 주제 추론

여: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해석]

[풀이]

여: 요즈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낚시하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는데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근사한 낚싯대를 고르지만 종종 안전을 간과합

는 남자의 말에, 여자는 컴퓨터에 있는 먼지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부품 고

니다. 낚시를 하러 나가기 전에 안전 장비가 배에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

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에 남자가 당장 먼지를 청소하겠다고

니다. 첫째, 모든 배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명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말을 하고 있으므로 ③ ‘컴퓨터 내부 먼지 제거의 중요성’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

하나 필요한 것은 적절한 소화기입니다. 배에 불이 불으면, 배를 버리는 것은 여

제로 가장 적절하다.

러분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므로 불을 끄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그러

[Words and Phrases]

나 구조선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쉽게 발견될 수 있도록 경적이나 호루

anti-virus software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

라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이지만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배에서

기

lead to ~로 이어지다

component 부품

stick to ~에 들러붙다

fan 송풍

failure 고장

재미있고 안전한 낚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에
게 적절하게 맞는 구명 재킷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7. [출제 의도] 의견 추론

[풀이]

[해석]

배에서 안전하게 낚시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로 조명, 적절한 소화기, 호루라기,

여: 안녕하세요, Taylor씨. 당신이 읽고 있는 게 뭐죠?

구명 재킷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① ‘배낚시 전 확인해야 할 안전 장비’가 여자가 하

남: 안녕하세요, Austin부인. 장난감 총에 관한 기사에요.

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여: 흥미로운 내용이라도 있나요?

[Words and Phrases]
take up 삼다, 채택하다
충돌

남: 예. 장난감 총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수 있다고
fancy 근사한

fire extinguisher 소화기

rod 낚싯대

catch fire 불이 나다

overlook 간과하다

collision

abandon 버리다, 포기하다

하네요.
여: 오, 그것이 사실일 리가 없어요! 전 장난감 총이 아이들에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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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 장난감 총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9. [출제의도] 대화자의 관계 추론

남: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사에 따르면, 장난감 총을 가지고 노

[해석]

는 것은 아이들이 분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대요.

남: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 글쎄, 제 생각에는 장난감 총은 그저 아이들에게 전쟁과 폭력에 대해서 가르칠
뿐이에요.

여: 이 책을 바꾸러 왔어요. 어제 이 책을 샀어요. 여기 영수증이요.
남: 알겠습니다. 이 책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 그럴 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게 이 기사가 말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여: 네. 보세요! 16쪽이 빈 페이지에요.

여: 글쎄, 믿을 수가 없군요. 전 아직도 장난감 총이 아이들에게 해롭다고 생각해요.

남: 정말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출판사에 이것을 돌려보내겠습니다. 환불이나 다

[풀이]

른 책을 원하시나요?

장난감 총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이들이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기

여: 전 새 것을 원합니다.

사의 내용에 대해 여자는 장난감 총을 가지고 노는 것은 폭력과 전쟁만을 가르칠 뿐

남: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서가에서 한 권을 가져오겠습니다. 오

이어서 아이들에게 해롭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므로 ⑤ ‘장난감 총은 아이들
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가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하다.

남: 알겠습니다. [잠시 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음번 구매 때 쓰실 수 있

[Words and Phrases]
article 기사

늘 찾고 싶은 다른 책은 없으신가요?
여: 아뇨, 괜찮습니다. 이 책의 새 것만 주세요.

have a positive effect on ~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다

according

to ~에 따르면

는 할인 쿠폰입니다. 이곳까지 일부러 발걸음 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여: 괜찮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풀이]

8. [출제 의도] 그림 불일치 고르기

여자가 책에 문제가 있어 다른 새 책으로 교환을 원하고 남자가 서가에서 책을 찾

[해석]

아다 주고 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① ‘서점직원 -고객’이

여: Brandon, 제가 우리 아이들의 연극 무대를 만들었어요. 한 번 봐 주실 수 있어

다.

요?

[Words and Phrases]

남: 물론이죠, 제가 볼게요. 아주 좋은데요.

receipt 영수증

여: 고마워요. 아시다시피, 이야기는 숲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나무 두 그루를 무

한 부

blank 공백의, 백지의

publisher 출판사

copy (책・신문 등의)

대에 설치했어요.
남: 그리고 또한 이야기가 밤에 일어나지 않나요? 배경에 달과 별들이 보이네요.

10. [출제의도] 화자가 할 일 파악하기

여: 맞아요. 연극 장면과 완전히 어울리도록 보름달을 만들었어요.

[해석]

남: 좋은 생각이에요. 세 개의 별 또한 아름다워 보이네요.

여: Parker씨, 뭐하고 계세요?

여: 고마워요. 집의 굴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 안녕하세요, Brown씨. 동물원에서 가져온 팸플릿을 훑어보고 있어요.

남: 줄거리와 완벽하게 잘 어울려요.

여: 와! 팸플릿이 정말 많아요. 이것들로 무엇을 하려고 하세요?

여: 그리고 정사각형 모양의 연못은 어때요?

남: 동물원 현장학습을 위한 약간의 읽기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학생들이 현장학습

남: 아주 마음에 들어요. 연극에 완벽하게 보여요.

전에 동물에 관해 배우면 좋겠어요.

[풀이]

여: 재미있게 들리네요. 그건 그들을 더 신나게 할 거예요.

여자는 연못의 모양이 정사각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림에서는 타원형 모양이므

남: 그런데 이 자료들이 여전히 지루할까 봐 걱정이에요.

로 ⑤가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여: 그럼 그 자료에 만화를 추가하는 것은 어때요?

[Words and Phrases]
take place 일어나다
거리

match 어울리다

남: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전 만화를 그리는데 능숙하지 않아요.
show 연극

chimney 굴뚝

story line 줄

여: 문제없어요. 그저 주제만 선택하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할게요.
남: 정말 감사해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B형) 정답 및 해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B형) 정답 및 해설

여: 천만에요. 학생들이 그 자료를 보고 좋아할 거라 생각해요.

12. [출제의도] 이유 파악하기

[풀이]

[해석]

학생들을 위한 동물원 현장학습을 위한 읽기 자료에 만화를 추가하고 싶은 남자가

여: 제주 Seaside 호텔이 수석 주방장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니?

만화를 그리는데 능숙하지 못하다고 말하자 여자가 자신이 해주겠다고 했으므로 여

남: 아니. 그런데 나 그 일 정말 하고 싶어. 그 일자리에 대해 말해봐.

자가 남자를 위해 할 일은 ② ‘만화 그려주기’이다.

여: 음, 다음 주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고,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해.

[Words and Phrases]
look through 훑어보다, 검토하다

남: 좋아. 할 수 있어. 어떤 종류의 경력이 필요하니?
cartoon 만화

theme 주제, 테마

여: 호텔 주방장으로서 최소 5년(의 경력이 있어야 해).
남: 그 경력이 있지. 그리고 올해 국제 요리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잖아.

11. [출제의도] 화자가 부탁한 일 파악하기

여: 오, 잘됐네. 그들은 사실 요리 대회의 수상자들이 지원하기를 바랄거야.

[해석]

남: 좋아. 내가 더 알아야 할 것은?

남: 여보, 내가 출장 가 있는 동안 잘 지냈어요?

여: 프랑스어가 유창해야 해.

여: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남: 정말? 왜?

남: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여: 그들은 많은 프랑스 손님들을 맞이하니까.

여: 어젯밤에, 누군가가 주차장에 있는 내 차를 받고서 쪽지 한 장 남겨놓지 않고

남: 오, 안 돼! 난 그 일자리에 지원할 자격이 안 되겠다. 난 프랑스어를 전혀 못하

가버렸어요.

거든.

남: 정말요? 보안 카메라를 점검해봤어요?

[풀이]

여: 불행히도, 내 차가 주차된 곳에는 한 대도 없었어요.

제주 Seaside 호텔의 수석 주방장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해야

남: 오, 이런! 당신 차에 전자기록장치를 설치해야겠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한다고 여자가 말하자 남자는 프랑스어를 전혀 못한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head

것이 있을까요?

chef에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⑤ ‘프랑스어를 못해서’이다.

여: 네. 주민 회의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어요.

[Words and Phrases]

남: 아,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언급하길 원하는군요.

position (일)자리

dormitory 기숙사

fluent 유창한, 능숙한

여: 네.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이번 수요일에 고객과의 약속이 있어요. 그
래서 당신이 대신 주민 회의에 참석해서 이 문제를 제기해줄 수 있어요?

13. [출제의도] 언급하지 않은 내용 파악하기

남: 그럼요. 내가 가서 더 많은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야한다는 것을 요구할게요.

[해석]

여: 고마워요.

여: Mike, 무슨 일이죠?

[풀이]

남: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당신이 추천한 전시회에 방문했어요, 하지만 그 예술 작

수요일에 고객과의 약속이 있어서 주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여자가 남자에게

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보안 카메라 설치 증설 문제에 대해 말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할 것을 부탁하고 있

여: 정말요?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왜 어렵다고 생각하죠?

으므로 정답은 ① ‘문제에 대해 말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하기’이다.

남: 글쎄요, 그것들은 모두 내게 똑같아 보였어요.

② 사고를 녹화할 장치를 차 안에 설치하기

여: 오, 알겠어요. 당신이 예술 작품을 감상하길 원한다면, 그것들의 주제를 아는

③ 그녀가 다시 오기 전에 손상된 자동차 수리하기

것이 중요해요.

④ 그녀의 고객과 함께 출장을 준비하기

남: 일리가 있네요.

⑤ 누가 그 차를 받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비디오 판독하기

여: 당신이 작가의 가정환경이나 종교와 같은 작가에 대한 몇 가지 개인적인 정보

[Words and Phrases]
device 장치, 설비
꺼내다

resident 주민, 거주자

demand 요구하다

를 찾아본다면, 그것도 좋아요.
bring up (문제를) 제기하다, (화제를)

남: 알겠어요. 내가 예술 작품의 역사적 맥락을 알았다면 그것 또한 도움이 되겠죠?
여: 물론이죠. 예술 작품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가 무엇인지 약간의 조사를 해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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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그러면 나의 관점과 그들의 관점을 비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총 금액은 ① ‘$500’이다.

여: 네, 바로 그거에요.

[Words and Phrases]

남: 정말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

available 이용 가능한

discount 할인

passport 여권

[풀이]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자는 작품의 주제, 예술가의 개인

15.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정보, 작품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언급하고 남자는 작품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해석]

언급하고 있으나, 작품에 사용된 재료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언급하고 있지 않

남: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학 미술 동아리 Amazing Art Lovers의 회장 Mike

으므로, 두 사람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⑤ ‘작품에 사용된 재료’이다.

Howard입니다. 43년의 역사를 가진 이 훌륭한 동아리를 대표하게 되어 정말 자랑

[Words and Phrases]
exhibition 전시회

artworks 예술작품

스럽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지역 사회에서 자원 봉사를 해왔습니다. 일주
appreciate 감상하다

context 맥락

point of view 관점

일 전에, 시의회로부터 공장 벽의 일부에 그림을 그려 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하지
만 우리는 지금 그 작업을 할 충분한 동아리 회원이 없습니다. 동아리를 함께 할
더 많은 학생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미술을 전공하고 우리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

14. [출제의도] 지불할 금액 파악하기

는 일에 대해 적극적인 신입회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처럼 들린다면, 우

[해석]

리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번호는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화 주세요.

남: Sunshine Airline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앉으세요.

[풀이]

여: 감사합니다. 3월 2일에 베이징으로 가족여행을 가려 해요. 네 개의 좌석이 필요

미술을 전공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해요.
남: 알겠습니다. 제가 살펴볼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그 날 이용 가능한 좌석
이 많습니다.
여: 잘됐네요. 표는 얼마예요?

것은 ④ ‘전공에 관계없이 신입 회원을 찾고 있다’이다.
[Words and Phrases]
represent 대표하다
공하다

community 공동체

city council 시의회

major in ~을 전

enthusiastic 적극적인, 열정적인

남: 비즈니스 클래스는 400달러이고 일반석은 200달러입니다.
여: 그럼 일반석으로 할게요.

16.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남: 4명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해석]

여: 네. 어른 2명과 아동 2명이에요.

여: 오늘은 아프리카의 열대 지역에서 발견되는 소시지 나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

남: 자녀들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12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50% 할인해 드립니

다. 이 나무는 비가 연중 내리는 곳에서 늘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다.

지역에서 소시지 나무는 관상용 나무로서 재배됩니다. 그것은 해질 녘에 빨갛게 피

여: 그거 잘됐네요. 딸은 14살이고 아들은 11살이에요.

는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에 박쥐에 의해 수분되며, 수분이 이루어지면

남: 그럼 아들에 대해서는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꽃은 그다음 날 아침에 떨어집니다. 거대한 열매가 그 자리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 좋아요. 그리고 제 좌석을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 마일리지를 사용할게요. 여기

열매가 떨어질 때 차량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지나가는 행인들을 다치게 할 수 있

회원카드가 있어요.
남: 당신의 마일리지를 살펴볼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네, 무료티켓 한 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습니다. 이름이 암시하듯이 열매는 소시지를 닮았지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지역민
들은 악령을 쫒아내고 피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열매를 사용합니다.
[풀이]

여: 좋아요. 여기 여권이 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지불할게요.

열매는 소시지를 닮았지만 먹을 수는 없다고 했으므로 ④는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

[풀이]

지 않는다.

여자는 베이징 가족여행을 위해 200달러인 일반석 4장을 구입하려는데 아들은 12

[Words and Phrases]

세 이하로 50% 할인을 받아 100달러에 구입하고 여자의 표는 마일리지를 사용하

ornamental tree 관상용 나무

여 무료 티켓을 받고 나머지 2장은 각각 200달러에 구입했으므로 여자가 지불할

지다

edible 먹을 수 있는

pollinate 수분하다

bat 박쥐

drop off ~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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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제의도] 특정 정보 파악하기

남: 그러면 네가 이번에는 시험을 쉽게 통과하겠구나.

[해석]

[풀이]

여: Tom, 이 광고 전단을 보세요. 가정용 전자제품들을 이번 주에 할인 판매를 하

여자는 처음에는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연습을 많이 했고 지난번

네요.

에 떨어진 이유를 알고 있다고 했으므로 이에 대해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남: 음. 사무실에 쓸 새로운 커피 메이커를 사는 게 어때요? 우리 것이 너무 오래
되어서 자주 작동이 안 되네요.

응답은 ③ ‘그러면 네가 이번에는 시험을 쉽게 통과하겠구나.’이다.
① 너의 운전면허를 갱신해야만 해.

여: 생각해 두신 특정한 제품이 있으세요?

② 네가 중간고사를 두 번 치르도록 해줄게.

남: 음, 저는 커피 맛이 신선하도록 분쇄기가 내장되어 있는 것이 좋아요.

④ 암기가 최고의 공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여: 그런데 저희는 이미 분쇄기가 있잖아요.

⑤ 시험 결과에 대해 네가 궁금해 하는 것도 당연해.

남: 아, 맞네요. 그러면 분쇄기는 없지만 보온기가 있는 것으로 고릅시다.

[Words and Phrases]

여: 좋은 생각이에요.

rush away 쏜살같이 달아나다[가버리다]

남: 그러면 컵이 12개인 것과 8개인 것, 어느 것을 선호하세요?

갱신하다

nervous 긴장한, 불안해하는

renew

no wonder ~하는 것도 당연하다

여: 사무실에 사람이 많으니까 컵이 12개인 것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남: 그래요. 그리고 5달러 차이가 나네요.

19.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여: 말할 필요도 없이, 더 싼 것이 난 더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석]

남: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선택할 것이 하나 남았네요.

여: 아빠,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여: 좋아요. 그것을 사요.

남: 무슨 문제니?

[풀이]

여: 제가 다음 주까지 해야 하는 큰 역사 연구과제가 있는데,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분쇄기는 없지만 온열 장치가 있고, 컵이 12개인 것 중에서 5달러 더 싼 것으로 하
겠다고 했으므로, 두 사람이 선택한 제품은 ④이다.
[Words and Phrases]
flyer 광고 전단
분쇄기

여: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home appliance 가정용 전자제품

warmer 보온기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 해야 할 정원 일이 많을 때 내가 하는 대로 너도 해보는 게 어떠니?

built-in 내장된

grinder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남: 너도 알다시피 우리 정원이 너무 커서 그것을 돌보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
해.
여: 네, 그런데 그것을 절대로 모두 한 번에 하시지는 않잖아요.

18.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남: 그것이 내 말의 요점이란다. 나는 그저 매일 20분씩만 정원 일을 한단다.

[해석]

여: 아, 그래서 그 일을 작은 작업들로 나누시는 거군요.

남: Laura, 요즘 매우 바쁜 거 같구나. 학교가 끝나면 쏜살같이 가버리는구나.

남: 바로 그거야! “나눠서 정복하라”라는 방법을 나는 사용한단다.

여: 음,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Smith 선생님.

여: 아, 알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셔서 정원 가꾸는 일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

남: 아, 정말이니? 언제 시험을 치니?
여: 내일이요. 중간고사 시험 바로 직후에요.
남: 이번이 처음 시험을 치는 거지, 그렇지 않니?

지는 않으시군요.
남: 맞아. 그래서 너도 너의 역사 연구과제를 끝내려면 “나눠서 정복하라”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여: 아니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여: 그래서 매일 조금씩 그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네요.

남: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통과하지 못해. 너는 아마 그저 긴장했던 것일 거야.

[풀이]

여: 네, 그랬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 연습도 더 필요했었구요.

남자는 어떤 큰일을 할 때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하라고 말하고

남: 그래서 이번에는 시험을 위해 연습을 많이 했니?

있으므로 이에 대해 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응답은 ⑤ ‘그래서 매일 조금

여: 예,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연습했고요, 지난번에 제가 왜 떨어졌는지 알고

씩 그것에 노력을 기울여야겠네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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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리고 그것이 허락되어있는지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자연의 반복에 보조를 맞추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낮과 밤

② 그러면 저의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정원 가꾸기를 해야겠네요.

이 미치는 영향은 동물들이 음식을 섭취하는 행동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③ 우유부단함을 이겨낸다면 저는 더 잘할 수 있어요.

다른 시각에 잠을 깨기 때문에 동물들은 먹이를 위한 경쟁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

④ 정원에서 더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할게요.

다. 저는 여러분이 분명히 나비와 나방 모두가 꽃을 먹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라

[Words and Phrases]

고 보지만, 나비는 낮에 나타나는 반면에 대부분의 나방은 어두워진 뒤에 활동합니

due ~하기로 되어 있는[예정된]
다, 분해하다
부단함

all at once 모두 동시에

conquer 정복하다

relieve 줄이다, 완화하다

break up ~나누

다. 동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수의 리듬에 관해서는 새는 좋은 예입니다. 조수가

indecision 우유

낮을 때 어떤 새들은 물가를 따라 걸으면서 작은 동물들을 낚아챕니다. 조수가 높

work on ~에 노력을 들이다

을 때는 그들은 먹이를 먹는 것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조수는 번식하기 위
해 엄청나게 큰 한사리(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의 밀물이 가장 높은 때)를 이용하는

20. [출제의도] 담화의 상황에 맞는 표현 추론하기

물고기의 번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사리가 최고조일 때 그들은 짝짓기를 하고

[해석]

해안가에 알을 낳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번 한사리 동안 알은 부화되고 어린 물

여: Paul은 Jennifer와 함께 ABC 출판사에서 일합니다. 그는 어젯밤 그녀의 사무실

고기들은 바다로 쓸려가게 됩니다.

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새로운 책이 다음 주에 출판되기로 예정 돼 있어서 그 모

[풀이]

임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거의 자정이 되어서 그는

21. 담화에서 남자는 낮과 밤 그리고 조수와 같은 자연의 반복에 영향을 받는 동물

작가와의 만남을 위해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그

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자연

는 우연히 Jennifer의 사무실에 있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두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에서 반복되는 변화들이 동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서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Paul은 자기 사무실로 돌아간 Jennifer에게 전화를

① 먹이를 위한 동물들의 극심한 경쟁의 이유

걸어 한 시간 후에 필요하므로 그에게 그 서류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③ 자연에 동물들이 적응하는 데 있어서의 결점

이 상황에서 Paul은 Jennifer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④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방법

[풀이]

⑤ 중대한 환경의 변화에서 야기되는 위협의 종류들

Paul은 서류를 Jennifer의 사무실에 두고 온 뒤 그것을 깨닫고는 Jennifer에게 전화

22. 담화에서 남자가 언급한 동물은 나비, 나방, 새, 물고기이다. 따라서 언급되지

를 걸어 그 서류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Paul이

않은 동물은 ③ ‘개구리’이다.

Jennifer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곧장 그 문서를 내게 팩스로 보내줄 수

[Words and Phrases]

있나요?’이다.

repeated 반복되는

② 모임을 위해서 그 문서를 복사해주시겠어요?

수정하다, 바꾸다

③ 서두르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치게 되실 겁니다.

~을 쓸어 내다

tide 조수
moth 나방

extreme 극심한

keep pace with ~와 보조를 맞추다
when it comes to ~에 관한 한
drawback 결점

modify

sweep out

adaptation 적응

④ 당신 사무실을 방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⑤ 제가 보낸 팩스를 받았는지 확인해주세요.

23. [출제의도] 요지 파악

[Words and Phrases]

[해석]

publishing house 출판사
document 서류, 문서

in a hurry 급히, 서둘러

accidentally 우연히

have no choice but to ~하지 않을 수 없다

착한 자녀, 불평하지 않는 직원, 협조적인 환자가 되려고 노력할 때, 많은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동조함으로써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함정에 빠진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영역과 욕구를 잊어버리는데,

21~22. [출제의도] 긴 담화 듣기

이러한 것에 대한 대가는 상징적으로,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 건

[해석]

전한 한계를 설정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우리의 관계에 고통을 야기한다. 하지만 우

남: 인생은 반복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자연에서 주위를 둘러보시면 여러분은 낮과

리가 진정한 자아에 대해 ‘예’라고 말하기 위하여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 ‘아니

밤 그리고 또한 조수들의 반복된 변화에 의해 동물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쉽게

오’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면, 자신에게 자율권이 있다고 느끼게 되며 다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동물들이 그들의 행위들을 수정해가면서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아진다. 그러므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B형) 정답 및 해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B형) 정답 및 해설

그 순간에 하던 말을 급히 멈추고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진실한 목소리를

figuratively 비유[상징]적으로

내기 위해 애쓰라.

insecure 자신이 없는, 불안정한

[풀이]

clingy 매달리는

자신의 한계와 욕구를 잊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에 동조하여 그

disobedient 거역하는, 반항하는

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다 보면 삶에 문제가 생기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
서 거절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③이 글의 요지

25. [출제의도] 제목 추론

로 가장 적절하다.

[해석]

[Words and Phrases]
cooperative 협조적인, 협동의
범하다]

음 높이의 명칭은 특정한 진동값과 관련이 있다. 현재 체계는 A440이라고 불리는
fall into the trap of ~하는 함정에 빠지다[오류를

go along with ~에 동조하다, 찬성하다

데, (그것은) 우리가 A라고 부르는, 피아노 건반의 가운데에 있는 음이 440 Hz의
진동수를 가지도록 고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의적이다. 가령
439나 424처럼 어떤 진동수에도 ‘A'를 고정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오늘날과

24. [출제의도] 주제 추론

는 다른 기준이 모차르트가 살았던 시대에 사용되었다. 어떤 이들은 정확한 진동수

[해석]

가 악곡의 전반적인 소리와 악기의 소리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70년대의 인

부모의 통제로부터 스스로를 성공리에 해방시키려면 아이는 부모의 애정 어린 권위

기 밴드였던 Led Zeppelin은 자신들의 음악에 흔하지 않은 소리를 입히고 아마도

로 나타나는 부모의 영향력 안에서 안전해야만 한다. 부모가 그 권위를 효과적으로

그것(자신들의 음악)을 자신들의 많은 작품에 영감을 주었던 유럽의 민속 동요와

전달하면 할수록 아이는 더욱 안심하며 그 자신의 삶을 향해 부모로부터 좀 더 잘

연관시키려고 현대 A440 표준에서 벗어나 악기의 음을 맞추었다. 많은 순수주의자

떠나갈 수 있다. 이러한 긴 과정 동안, 위협을 느낄 때마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들은 시대 악기로 바로크 음악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그 악기가 다

권위라는 안전한 곳으로 되돌아온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말 그대로 또 비유적으로

른 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고 그 악기들이 원래의 조율 기준, 즉 순수주의자들

부모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 아이가 성공리에 스스로를 해방

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음악을 연주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그것은 그의 부모 스스로도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

[풀이]

을 필요로 한다. 만일 ‘부모’가 자신의 위치를 모른다면, 다시 말해서 자신의 권위에

필자는 현대에 음높이 표준으로 사용되는 A가 440 Hz의 진동수에 고정되어 있는

대해 자신이 없다면, 그들은 자기 아이에게 안전함을 전달해줄 수 없고 아이는 부

데 이것은 전적으로 자의적이라서 얼마든지 다른 진동수로 A를 고정할 수 있다고

모로부터 성공적으로 떠나갈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이는 (부모에게) 매달리

말하면서, 그 예로 Led Zeppelin과 순수주의자들의 주장을 들고 있다. 따라서 ①

거나 거역하게 되고, 혹은 두 가지 모두를 하게 된다.

‘‘A’가 늘 440 Hz에 맞춰져야 하는가?’가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풀이]

② 자의적인 음 조율: 음악에서의 새로운 경향 ③ 진동수 값을 바르게 측정하는 방

필자는 아이가 부모로부터 떨어져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법 ④ 음악가들은 어떻게 음 높이 차이를 찾아내는가 ⑤ 불안정한 음 높이: 음악에

부모의 사랑과 권위 안에서 안정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⑤ ‘아이

서의 공통된 맥락

의 독립을 위해 아이에게 부모의 권위를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이 글의 주제로 가

[Words and Phrases]

장 적절하다.

pitch 음 높이

①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부모 개입의 필요성 ② 아이의 사회성 발

의의

precise 정밀한

달에 있어서 부모의 권위의 역할 ③ 아이의 독립을 위해 부모의 관리를 제공하는

않은

inspire 영감을 주다

것의 결과 ④ 아이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요건

instrument 시대 악기(작곡 당시에 쓰였던 양식의 악기)

frequency value 진동수, 주파수
overall 전반적인

note 음

arbitrary 자의적인, 임

tune 음을 맞추다

composition 작품, 작곡

uncommon 흔하지

purist 순수주의자

period

deem 여기다

[Words and Phrases]
represent 표현하다, 나타내다

26. [출제의도] 지칭 추론

lengthy 긴

[해석]

threatened 위협당한

내 친구 한 명은 그녀가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잡지책

literally 말[문자] 그대로

을 읽으면서 마이애미 공항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매표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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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끄러운 다툼에 의해 주의가 산만해졌다. “하지만 나는 오늘 뉴욕에 가야만 해

꾸어야 한다.

요!”라고 한 성난 여자가 맹렬하게 직원에게 말했다. “미안합니다만, 부인, 더 이상

① that은 tiny cellular factories of energy를 선행사로 취하고 관계절에서 주어

이용 가능한 좌석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녀는 “그렇지만 제 여덟 살

역할을 하는 관계사이다.

딸아이가 그 비행기에 있어요. 저는 그녀 홀로 뉴욕시에 날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

③ to부정사인 to fight는 목적을 나타내어 동사 mobilizes를 수식한다.

는 없어요.”라고 외쳤다. “죄송합니다, 부인. 비행기 좌석이 다 찼습니다.”라는 같은

④ 동사 move를 수식하므로 부사인 uncontrollably를 사용하고 있다.

답변이 돌아왔다. 내 친구는 그녀의 가련한 이야기를 보고 듣고 있었기에, 그녀는

⑤ 의미상 주어인 These fierce radicals가 분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므로 과

그 괴로워하는 엄마에 대한 동정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녀는 매표소 직원에게 가서,

거분사 built를 사용하고 있다.

자기가 나중에 비행기를 타는 것이 그 여자가 그녀의 딸과 함께 뉴욕으로 가기 위

[Words and Phrases]

해 자신의 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제의했다. 직

combustion 연소

원은 내 친구의 해결책을 기꺼이 받아들여 서둘러 갱신된 (비행기) 표를 그 여자에

병원체)

게 발급해 주었고, 그리고는 내 친구를 위해 다른 비행기 편을 마련해 주었다.

genetic code 유전 암호

[풀이]

因), 요인

mobilize 동원되다

burst 한바탕 터뜨림

infectious agent 감염원(感染源, 전염병의

uncontrollably 통제할 수 없게

dysfunctional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purify 정화하다

avenger 보복자

pierce 뚫다
agent 동인(動

antibiotic 항생제

①, ②, ③, ⑤는 딸아이와 함께 뉴욕시로 갈 수 있는 비행기 표를 얻지 못해 괴로
워하는 여자를 지칭하지만, ④는 필자의 친구를 지칭한다.

28. [출제의도] 문맥상 어휘 추론

[Words and Phrases]

[해석]

distract (정신이) 집중이 안 되게 하다, (주의를) 딴 데로 돌리다
겁게
는

woeful 가련한, 몹시 슬픈

hotly 맹렬히, 뜨

사람들이 저장된 씨앗 종자를 의도적으로 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compassion 동정심, 연민 distressed 괴로워하

식물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들 식용식물이 더 이상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

revalidate (증명 등을) 갱신하다, 재허가하다, 재확인하다

arrange 마련하다

남아야 할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그것들이 경험한 진화적 압박을 변화시켰다. 대신
에, 사람들은 그것들을 위한 새로운 환경을 창조했고, 자연이 이전에 선택한 것과는

27. [출제의도] 어법성 판단

다른 특징들을 선택했다. 고고학적 현장에서 발굴된 씨앗들은 농부들이 더 큰 씨앗

[해석]

과 더 얇은 껍질을 선택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두꺼운 껍질은 흔히 씨앗이

중요한 것은 바로 산소이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결국 그것

자연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데 (그것은) 많은 야생 식물의 씨앗이 겨울이

(생명)을 죽인다. 궁극적인 생명력은 우리가 들이쉬는 거의 모든 산소를 태우는, 미

끝나고 비가 오기 시작할 때까지 여러 달을 휴면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

토콘드리아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에너지 세포 공장에 있다. 그러나 호흡에는 대가

다. 하지만 인간의 관리 하에서 두꺼운 씨앗 껍질은 불필요한데, (그것은) 농부들이

가 있다.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활동적이게 유지하는 산소 연소는 활성 산소라고

수분과 포식자로부터 씨앗을 보호하여 저장하는 책임을 피하기(→넘겨받기) 때문이

불리는 부산물을 내보낸다. 그것들(활성산소)은 지킬박사와 하이드 씨의 특징을 가

다. 사실, 더 얇은 껍질을 가진 씨앗은 그것이 먹거나 가루로 가공하기가 더 수월하

지고 있다(서로 다른 이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그것들은 우리의 생

고 파종되었을 때 묘목이 더 빠르게 발아하기 때문에 선호되었다.

존 보장을 돕는다. 예를 들어, 감염원과 싸워 물리치기 위해 신체가 동원될 때, 그

[풀이]

것(신체)은 침입자들을 매우 효율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한바탕 활성 산소를 생산한

야생 상태와는 달리 인간의 관리 하에서 두꺼운 씨앗 껍질은 불필요한데, 그것은

다. 다른 한편으로, 활성 산소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를 돌아다니면서 세포

농부들이 수분과 포식자로부터 씨앗을 보호하여 저장하는 책임을 넘겨받기 때문이

를 공격하고, 세포의 단백질을 부식시키고, 세포막을 뚫고 세포의 유전 암호를 변질

다. 따라서 ④의 evade(피하다)를 ‘넘겨받다’는 의미를 지닌 take over로 바꾸어야

시켜 마침내 그 세포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때로는 포기하여 죽어버린

한다.

다. 보호자인 동시에 보복자로 생명체의 일부가 되어 있는 이런 사나운 활성 산소

[Words and Phrases]

는 노화의 강력한 동인이다.

seed stock 씨앗 종자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일부러

[풀이]

의

set in 시작되다

② 문장에는 시제와 수, 그리고 인칭이 표시되는 동사가 있어야 한다. The

발육하다

combustion of oxygen ~ and active가 주어이므로 sending을 동사인 sends로 바

dormant 휴지기의

archaeological 고고학

seedling 묘목, 모종

sprout 발아하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B형) 정답 및 해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B형) 정답 및 해설

29. [출제의도] 도표 정보 글로 옮기기

때 이상한 병에 걸린 것을 알 수 있으므로 ⑤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석]

[Words and Phrases]

이 그래프는 2007년 7개 연령집단에 대한 캐나다인의 자원봉사 비율과 연간 평균

mathematician 수학자

(자원봉사) 시간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령집단에서 자원봉사 비율의 범위는 29퍼센

시다, 사망하다

트에서 58퍼센트였으며, 캐나다인의 평균 (자원봉사) 비율은 46퍼센트였다. 연간

란, 발작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25~34세 연령집단을 제외하고 나이에 따라 증가했는데,

heat conduction 열전도

physicist 물리학자

orphan 고아

invade 침공하다

tragedy 비극

charitable 자비로운
accompany 동반하다

contract (병에) 걸리다

pass away 돌아가

tailor 재단사

frenzy 광

expedition 원정, 탐험
confine 가두다, 감금하다

이 연령집단(25~34세)은 평균 133시간의 자원봉사를 했다. 15~24세 연령집단은
가장 높은 자원봉사 비율을 보여주었지만 연간 평균 (자원봉사) 시간에서 두 번째

31. [출제의도] 빈칸 추론

로 가장 적었다. 35~44세 연령집단은 45~54세 연령집단보다 적은 연간 평균 (자

[해석]

원봉사) 시간을 가진 반면에 55~64세와 65~74세의 연령집단은 같은 연간 평균

때때로 고객들이 한 부분에서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결과는 다른 결과들에 부

(자원봉사) 시간을 보여주었다. 가장 낮은 자원봉사 비율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일은 회사가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느라 바쁠

노인들은 어느 다른 어떤 연령집단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자원봉사) 시간을 할

때 매우 흔한 일이다. 예를 들어, 순회 판매원들은 더 작은 휴대전화를 원한다고 말

애했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작은 전화기가 사용하기 얼마나 어려울지는 생각해보지 않

[풀이]

았을지도 모른다. 목수들은 더 어려운 몇몇 작업들을 해낼 힘이 더 이상 없을 거라

55~64세와 65~74세 연령집단은 40퍼센트로 같은 연간 평균 자원봉사 비율을 보

는 사실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가벼운 원형 톱을 요청할지도 모른다. 고객들은 새로

여주고 있는데, 같은 연간 평균 자원봉사 시간을 보여준다(showed the same

운 상품의 특징을 요구할 때 보통 단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해서

average annual hours)라고 한 ④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요구한 해결책이 어떻게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지는

[Words and Phrases]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들은 새로운 특징을 요구하지만, 자신들의

volunteer rate 자원봉사 비율 range from ~ to ... 범위가 ~에서 ...에 걸쳐있다

제안에서 파생된 문제를 깨닫게 되면 결과적으로 초래된 상품을 거부한다. 즉, 추가

senior 노인, 연장자

된 특징은 그것이 일으킨 문제들 때문에 쓸모없음이 밝혀지게 된다.
[풀이]

30.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고객이 요구하는 특징을 상품에 반영하는 경우, 고객은 일반적으로 한 가지 문제를

[해석]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Jean Baptiste Joseph Fourier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다. 그가 여덟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내용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때 그의 아버지가 사망했고, 이러한 비극이 있은 지 일 년도 안 되어 그의 어머니

것은 ①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지’이다.

가 돌아가시며 그를 고아로 남겨 놓았다. 한 자비로운 여인은 그가 지역의 군사학

② 획기적인 제품의 도입을 늦춘다

교에 다니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는 장교가 되고 싶었지만 그가 재단사의 아들이라

③ 다른 고객들이 추가적인 요구를 하도록 유도한다

는 이유 때문에 허용되지 않았다. 1975년 그는 파리 École Normale의 교사가 되

④ 회사들 사이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

었다. 혁명 후 광란의 기간 동안 그는 단두대의 사용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⑤ 회사가 고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못하도록 한다

밝혔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였다. 나폴레옹이 1798년 이집

[Words and Phrases]

트를 침공했을 때, Fourier와 다른 학자들은 그 원정에 함께했다. 프랑스에 돌아왔

outcome 결과

을 때 Fourier는 열전도에 대한 그의 연구를 시작했다. 열전도에 대한 그의 수학적

through ~을 하다[끝내다]

이론은 그가 지속적인 명성을 얻게 해 주었다.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그는 이상한

out ~인 것으로 드러나다 worthless 가치 없는, 쓸모없는

carpenter 목수

lightweight 가벼운, 경량의

feature 특색, 특징, 특성

saw 톱

get

impact 영향을 미치다 turn

질병에 걸려서 그 병 때문에 남은 생애동안 난방이 잘된 방 안에 갇혀 살아야만 했
다. 1830년 5월 16일 Fourier는 파리에서 사망했다.

32. [출제의도] 빈칸 추론

[풀이]

[해석]

During his stay in Egypt he contracted a strange illness ~에서 이집트에 있을

인류의 성공은 결정적으로 숫자와 관계에 좌우된다. 몇 백 명의 사람들이 정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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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유지할 수 없다. 호주가 아프리카로부터 아시아의 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세

의 참여나 지식은 자주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입안

력을 넓혔던 개척자들에 의해 45,000년 전에 식민지로 개척되었다는 것을 돌이켜

이 퇴행적인 정치의 함정을 반드시 피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

보자. 이러한 이주의 선발대는 숫자가 매우 적었음에 틀림이 없고 비교적 짐을 가

은 자주 유용성과 합리적인 고려에 한정된 특정 유형의 지식에 의존한다. 정책에

볍게 해서 다녔음에 틀림없다. 그들은 홍해를 건널 당시의 동족들이 이용 가능했던

대한 이러한 접근방식은 일반적으로 경험적으로 측정될 수 없는 가치와 문화적인

기술의 견본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는 그들(호주 원주민들)의 기술이 비록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입안된 정책은 공공의 이익에 역행하는 관

그 뒤로 천 년이 넘게 꾸준히 발전했고 정교해졌지만, 왜 호주 원주민들의 기술에

심사에 부합할 수 있다. 그것들은 불공평하고 부당한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

는 구세계의 매우 많은 특징들이 결여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풀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활과 투석기 같은 탄성 무기는 알려지지 않았고, 화덕 또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정책결정과 정책 입안이 객관적이라고 간주될 수

한 그랬다. 그것은 그들이 ‘원시적’이어서 또는 그들이 정신적으로 퇴보해서도 아니

도 있지만, 지역 주민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경험적으로 측정될 수 없는 가치와 문

다. 그것은 그들이 단지 기술의 일부분만 가지고 도착했고, 그 기술들을 훨씬 더 발

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퇴행적인 정치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전시키기에 충분히 조밀한 인구와 그로 인해 충분히 거대한 집단적인 뇌를 갖고 있

것이 글의 주된 요지이므로 빈칸에는 ④ ‘불공평하고 부당한 관계를 강화시킬 수

지 않았기 때문이다.

있다’가 가장 적절하다.

[풀이]

① 지역주민의 참여를 반영하는 경험적으로 입증된 이론을 사용한다

인류의 성공은 숫자와 관계에 좌우된다고 하면서 처음 호주로 이주한 사람들은 그

② 공리적인 가치보다 문화적인 가치를 정말로 강조한다

숫자가 매우 적었고, 그들이 가지고 간 기술은 견본에 불과했기 때문에 호주 원주

③ 정책결정의 불평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민들의 기술에는 구세계의 기술이 가진 많은 특징들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⑤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객관적인 해결책을 드러낸다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③ ‘단지 기술의 일부분만 가지고 도착했다’가 가장

[Words and Phrases]

적절하다.

policymaking

① 너무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없었다

rationality

② 탄성 무기를 개발하고 정교화 하는 것에 집중했다

supposedly 아마도 diminish 감소하다 illusion 환상, 환영 neutrality 중립성

④ 아프리카 동족들의 기술을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다

pitfall 함정, 위험 perspective 관점 input 참여, 투입 degenerative 퇴행적인

⑤ 그들의 기술적인 안목을 구세계에 전달하지 못했다

expertise 전문지식

[Words and Phrases]

역행하다, 거스르다

crucially

결정적으로

vanguard

선봉,

elaborate 정교해지다, 정교하게 만들다
(舊)세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선두

aboriginal

원주민의,

ensuing 뒤이은, 다음의

elastic 탄성의, 탄력 있는

정책결정

합리성

implementation

dominant

지배적인

utility 유용성

시행,
social

실행

utilitarian

construction

공리적인

사회적

구성

empirically 경험적으로 run counter to ~에

토착의

Old World 구

regress 퇴보하다

dense (인구가) 조밀한

34.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
표면상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많은 오류와 편향들처럼 청각적으로 (위험이) 어렴풋
이 불안하게 다가오는 것은 더 자세히 관찰해보면 아주 현명한 것임이 입증된다.

33. [출제의도] 빈칸 추론

붉은털원숭이와 같은 동물들은 똑같은 편향을 발달시켜왔다. 이러한 고의적인 오류

[해석]

는 조기경보체제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 자기보호 준자아(準自我)를 갖추고서 잠재

전문가들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큰 역할을 할 때, 그리고 공리적인 합리성이

적으로 위험한 물체가 다가오는 것에 직면했을 때 개체들에게 안전에 대한 여지를

정책을 유도하는 지배적인 가치일 때 정책결정은 더욱 객관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제공해준다. 여러분이 코뿔소를 발견하거나 눈사태가 여러분에게 속도를 내며 다가

있다. 어떤 주어진 정책 상황의 사실들을 결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의 사용을 통하여

오는 것을 들을 때, 청각적으로 (위험이) 어렴풋이 불안하게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

사회적 구성의 힘은 아마도 약화되고,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객관적인 방

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기보다 지금 (위험에서) 빨리 뛰쳐나오는 동기를 부여할

식으로 발견된다. 이 과정은 중립성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내고 정책결정과 흔하게

것이다. 다가오는 위험을 즉시 피하는 유전적 이점은 아주 강력하여 자연 선택은

연관된 함정과 불평등을 초월하는 것을 내포한다. 이 관점으로부터 과학자들과 전

우리에게 그리고 다른 포유류에게 세상을 고의적으로 부정확하게 보고 듣는 두뇌를

문가들은 정책결정에서 조언을 해 줄 적절한 전문가로 등장하는 반면에 지역 주민

부여했다. 이러한 종류의 편향은 실험실의 과업에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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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 대단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게 해

수학이 소통 기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데 반해 과학은 말로 전

준다. 정확한 것이 항상 현명한 것은 아니다.

달될 수 없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하는 글이다. 이러한 전체 문맥을 고려하면 빈칸

[풀이]

에는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말을 통해 전달하려고 노력할 때 나올 수 있는

청각적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해 어렴풋하게 것(auditory looming)은 정확하지는 않

결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⑤ ‘자신에게 과학자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지

지만 즉각적으로 위험을 피하게 하는 조기경보체제의 역할을 하며, 이것의 유전적

적인 행위의 규약을 어기게 된다’가 가장 적절하다.

인 이점은 너무도 강력하여 자연 선택은 인간과 포유류가 이러한 편향성을 고의적

① 능숙한 상술(설득력)에 필요한 과학적 용어를 사용하는 자신의 능력을 떨어뜨리

으로 만들어내는 두뇌를 부여했다는 것이 글의 요지이므로 빈칸에는 ① ‘세상을 고

게 되다 ② 과학과 수학을 연관시킴에 의해서 과학에 대한 장벽을 극복하게 된다.

의적으로 부정확하게 보고 듣는’이 가장 적절하다.

③ 불가피하게 수학을 잘 못하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과학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② 청각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맞춰진

한다. ④ 과학과 일반 대중들 간에 벌어진 간격을 메우는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

③ 고의적으로 합리적이지만 비효율적인 결정을 하는

게 된다.

④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위험을 간과하도록 부추기는

[Words and Phrases]

⑤ 다가오는 위험을 정확하게 감지하지만 비합리적으로 무시하는

overcome 이겨내다, 극복하다
른바

frictionless 마찰 없는

ambivalent 양면성이 있는

[Words and Phrases]

resort to ~에 의지하다

bias 편향, 성향, 편견 irrational 비합리적인 auditory 청각적인 looming (위험이)

선전 담당자

어렴풋이 불안하게 다가오는 것 rhesus monkey 붉은털원숭이 intentional 고의적

rhetorical 수사법의, 화려한

인 advance warning system 조기경보체제 manned by ~을 갖춘 subself 준자아

표현

so to speak 말하자면, 이

mathematize 수학화하다, 수학적으로 만들다

salesmanship 상술, 판매수완; 설득력

dilute 약화시키다, 희석시키다

publicist 선동자,

reverse 뒤집다, 반대로 하다

vagueness 애매모호함, 불분명함

metaphor 은유적

margin 여지, 차이 rhinocero 코뿔소 natural selection 자연선택 inhibit 저해하다,
억제하다

36. [출제의도] 빈칸 추론 (2단어)
[해석]

35. [출제의도] 빈칸 추론

F. Scott Fitzgerald는 최상의 지능에 대한 평가 기준은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을 동

[해석]

시에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서 계속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오

수학은 그것이 매료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이지만, 과학에 대한 저항을

랜 세월은 우리의 뇌를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맞추었다. 확증편향은 정신이 모순된

이겨내기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과학은 원리에 있어서는 보편적이

사실에 직면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회피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그것은 우

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극히 소수의 사람에게만 전달된다. 수학은 이른바 마찰이 없

리가 이미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를 과대평가하고 그것에 반대

는 가장 고차원적인 유형의 소통 기술로 간주될 수 있는데, 수학과는 정반대 편에

되는 증거를 평가절하하거나 또는 단순히 무시함으로써 그러한 일을 수행한다.

서 과학의 성과들은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 실제적 이득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러

Crow부족의 구성원들의 그들 문화의 파멸에 대한 증언은 이에 대한 극단적이고 비

한 성과들은 양면적 성격을 갖는다. 과학으로서의 과학은 “말로 전달되지” 않는데,

극적인 사례를 제시해준다. Plenty Coups라는 이름의 남자는 “들소가 사라졌을 때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과학자들이 서로 의사소통할 때 모든 과학의 개념들은 수학화

부족 사람들은 몹시 낙담하게 되었고 활기를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되는 것이고, 과학이 과학적 산물을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과학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라는 말을 전했다. 그 사람만이 그러한 깊은 절망감

상술(설득력)에 의지할 필요도 없고 사실 의지할 수도 없다. 과학이 다른 사람들에

을 역사의 종말로 설명한 것은 아니었다. “그 이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게 말로 전달되면 그것은 더 이상 과학이 아닌 것이며, 그러한 과학자는 수학의 정

요. 우리는 그냥 살았어요.”라고 또 다른 Crow부족의 전사가 말했다. 그 감정이 너

확성을 약화시키는 선동자가 되거나 그런 일을 하는 선동자를 고용해야 한다. 그렇

무나 강렬하여 그것을 누그러뜨릴 수도 있었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지속적으로 존

게 함에 있어서 과학자는 화려하면서 애매모호한 표현과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기

재한다는 증거를 뇌가 거부해버렸다.

위해서 수학적 정확성을 추구하는 자신의 욕구를 뒤집게 되고, 그리하여 자신에게

[풀이]

과학자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지적인 행위의 규약을 어기게 된다.

(A) 뒤에 언급되는 confirmation bias(확증편향)라는 용어의 개념과 Crow부족 사

[풀이]

람들의 생각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두뇌가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을 동시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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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과는 반대(opposite) 방향으로 맞추어졌음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를 투영한다. (C) 다른 각도에서는 그 이미지가 사다리꼴로 보일 것이다. 우리 쪽을

(B) Crow부족 사람들이 들소가 사라진 것 때문에 절망감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 것

향한 문의 모서리는 문틀에 경첩을 단 모서리보다 더 넓게 보인다. (A) 사다리꼴은

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뇌가 거부했다(rejected)는 것을 설명

완만하게 점점 더 얇아지고 망막에 투영되는 것은 수직선일 뿐이며, 그것은 문의

한다.

두께이다. 이 변화들을 우리는 관찰하고 구별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

[Words and Phrases]
first-rate 최상의
confront

지 않는다. (B) 마찬가지로, 둥근 동전은 객관적으로 타원형으로 보여야 할 각도에

function 제 기능을 수행하다

직면하다

disregard 무시하다

contradiction
refute 반박하다

모순,

반대

testimony 증언

bias 편향적 심리, 편견

서 보일 때조차 둥근 것으로 보인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자동차의 바퀴를 둥근

overvalue

것으로 보는데, 정면에서 똑바로 볼 때를 제외한 각도로부터 볼 때 망막의 상이 타

despair 절망

과대평가하다
warrior 전

사, 용사

원형이라 할지라도 그러하다.
[풀이]
주어진 문장에서는 교실 문을 정면에서 보았을 때의 직사각형 모양을 언급하고 있

37. [출제의도] 연결사 추론

다. 그 다음으로 이를 다른 각도로 볼 때 사다리꼴로 보이는 현상을 언급한 (C)가

[해석]

이어져야 하고, 그러한 교실문의 시각적 변화를 구별할 수 있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석유와 가스 자원은 수백만 년이 걸리는 과정에 의한 결과로 생성되어 지질학적으

않는다는 내용을 언급한 (A)가 그 다음에 온 후, 같은 맥락으로 동전의 모양 변화

로 묻혀 있는 것이므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기후 변화는

에 대한 설명을 담은 (B)가 마지막에 와야 한다. 따라서 (C)-(A)-(B)의 순서로 배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지역들을 폐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덮여 있는 얼음의

열되어야 한다.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북극 지역의 탐사 가능성을 높여 줄 수도 있다. 따라서 기후

[Words and Phrases]

변화가 이러한 자원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기후 변화는 이러한 자원들에

rectangular 직사각형의

대한 접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매장되어 있는 석유와 가스 그리고 알

의

distinguish 구별하다

project 투영하다, 투시하다
objectively 객관적으로

retina 망막

vertical 수직

hinge 경첩을 달다

려진 혹은 발견 가능성이 있는 자원들이 새로운 기후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시베리아에서 실제적인 탐사의 어려운 문제는 1월에 기온

39. [출제의도] 문장 위치 찾기

이 영하 20˚C에서 영하 35˚C에 이르는 극한의 환경 조건 하에서 석유에 접근하여,

[해석]

생산하고, 배송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온난화는 극한의 환경 조건을 완화하여,

언론 매체가 다양하고 상반되는 관점을 제시해서 우리가 가장 나은 선택을 할 수

생산 한계 지역을 넓혀 줄 수도 있다.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전쟁을 시작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전쟁은 분명

[풀이]

다른 모든 선택권이 실패했을 때 착수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군

(A) 앞의 내용은 자원 그 자체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뒤

가가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면서 엄청난 선전 활동

의 내용은 기후 변화가 자원 탐사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므로 역접의 연결

을 벌여 그것을 정당화하려 한다면, 뉴스 매체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할 책임이 있

어구 On the other hand가 적절하다.

다. 그것(뉴스 매체)은 우리를 대신해 매우 자세히 조사하여, 대중들이 다른 관점도

(B) 온난화로 인한 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시베리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필요한 전쟁이나, 정부와 장성들

아에서의 상황을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For example이 적절하다.

이 제시한 이유 외에 다른 이유로 전쟁을 벌이게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언

[Words and Phrases]
impact

영향을

exploration 탐사

주다

론 매체는 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심지어 거대한, 소위 “진보적”이라고
geologically

reserves 매장량

지질학적으로

potential 가능성 있는

shutting

down

폐쇄

frontier 경계, 국경

불리는 미국의 언론 매체조차도 그들이 항상 대중의 이익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지
는 못했으며, 몇몇 주요 사안에 대한 자사의 보도가 “때로는 눈에 띄게 편향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38.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풀이]

[해석]

주어진 문장은 앞 문장 내용에 대한 결과를 알리는 So로 시작되며, 전쟁을 시작하

우리는 어떤 각도로부터 보든지 교실 문을 직사각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사

려는 움직임이 시작될 때 언론 매체는 비판적 시각에서 상황을 의심해야 한다는 내

실, 교실의 직사각형 문은 앞에서 똑바로 볼 때만 우리의 망막에 직사각형 이미지

용을 담고 있으므로 전쟁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내용 뒤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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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They should be providing ~에서 They의 지칭 대상이 흐름상 the news

in terms of ~라는 말로

self-perception 자기 인식

media이어야 하므로 주어진 문장은 ②에 와야 한다.

foster 불러일으키다, 기르다

infer 나타내다, 의미하다

[Words and Phrases]
threaten 위협하다
diverse 다양한

convince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undertake 착수하다, 시작하다
중대한

mount 벌이다, 시작하다

last resort 마지막 수단, 최후의 수단
on one's behalf ~를 대신하여

watchdog 지키는 사람, 파수꾼

obviously 명백히
crucial 결정적인,

coverage 보도

[41~42]
[해석]
원하는 것을 얻는 것과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과학기
술은 점점 더 많이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오늘날
우리가 친교 로봇과 디지털화된 친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구 또는

40. [출제의도] 요약문 완성

무엇과 교제한다 할지라도 홀로 있지 않고 늘 접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해석]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속력이 약한 많은 인연들, 즉 온라인상에서 아는 사이임

가격을 과소 산정하는 것은 두 명이 (가격에 관한) 합의를 한 다음, (그 중) 한 명

을 지지해주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이 상대방에 의해 초래된 비용을 증가시키는 (판매)기술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

생각하는 것의 참된 결과에 주의를 기울여보면, 자신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깨닫게

어, 소비자가 8천 달러를 주고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동의한 다음, 판매자가 세금으

될 것이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평온함과 고독을 원할 것이다. 어떤 미국 작가가 일

로 100달러, 그리고 타이어 가격으로 200달러를 추가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부가된

찍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덜 ‘혼잡하게’ 살기 원하며, 더 자주는 아니지만 보다

비용은 비유적으로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던지는 ‘낮은 공’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

의미 있는 면대면 만남을 기다리는 지도 모른다. 모든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만으

이다. 가격을 과소 산정하는 것의 효과에 관한 한 가지 설명은 자기인식 이론이라

로 오랜 시간 동안 자판을 두드릴 때, 우리는 자신이 인간의 목소리를 그리워한다

는 말로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원래의 계약조건 하에서 제품을 구매하는데 동의할

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로봇과 체스를 하는 것이 괜찮기는 하지만, 로봇들은 가

때, 그러한 행위는 그 제품에 진정성 있는 관심을 나타내기 위해 소비자에 의해 이

족이나 친구에 관한 그 어떤 대화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된 제품에 대한 진정한 관심은 소비자로 하여금

다. 로봇도 욕구를 가질 수 있지만, (인간의) 욕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육

증가된 비용을 수용하게 할 것이다. (가격을 과소 산정하는 것의 효과에 관한) 다른

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화를 위해서 우리는 태어나고, 부모와 가족을 가지고, 애

설명은 인상 관리 이론이라는 말로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제품 가격에 관하여) 합

정과 아마도 자녀를 바라고, 죽음을 예견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아는

의한 상황에서 ‘(제품 가격에) 약간의’ 변화가 있은 다음 그 거래를 철회한다면, 그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물론, 전원이 끊어져도 사

는 이러한 불가피한 비용을 모르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 다소 바람직하지 않은 인

라지지 않는 실제 세계로부터 가상의 것이 우리를 없애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상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 가격을 과소 산정하는 것은 (제품) 판매 상황에서 효과적인데, 그 이유는 소비자

41. [출제의도] 제목추론

가 거래를 철회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구매 결정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거나 체

[풀이]

면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첨단기술로 인해 수많은 피상적 관계와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지

[풀이]

만, 결국 이것들은 가상이며, 실제로는 욕구를 가지고 언어와 육체를 가진 실체로서

이 글은 소비자가 비록 추가 비용 부담 등 구매 조건에 약간의 변화가 발생하여도

의 인간과의 관계를 원하게 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제목으로 ④ ‘가상에서

한 번 내린 구매 결정을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음을 ‘정

관계를 맺었지만 분리된’이 가장 적절하다.

당화’하고, 또한 ‘체면’도 유지한다는 내용이므로, 요약문 (A)에는 justify, (B)에는

① 전원을 연결하고 접속하라: 외로움이 없어진다

face가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적 논제 ③ 인간과 로봇: 친구인가 적인가?

① 정당화하다 - 시간 ③ 소중히 하다 - 시간

라

④ 변경하다 - 체면 ⑤ 변경하다 - 고생

42. [출제의도] 빈칸추론

[Words and Phrases]

[풀이]

②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윤리

⑤ 인터넷을 탐색하라, 현실을 넘어서

low-balling 가격을 과소 산정하는 것, 고의로 싼값을 붙이고 나중에 여러 명목으

기술 문명 속에서 인간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소통할 수 있는 로봇이나 디지털화

로 값을 올리는 판매 기술

된 친구까지 만들어 내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은 결국 실재하는 인간들과의 관계임

incur 초래하다, 당하다

metaphorical 비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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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므로, ③ ‘면대면 만남’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

신에게 꿈을 추구할 시간과 자유, 그리고 돈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면에

다. ① 대담한 시도 ②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④ 친교 로봇과의 대화

서, 나는 할아버지의 삶을 나의 삶의 모델로 삼았다. 나는 그에게서 소박함이 금욕

① 초자연

적인 중재

적인 생활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개인적인 성장에 있어서 혁명이다.

[Words and Phrases]
underpin 지지하다, 응원하다
한, 어울리지 않는
지

acquaintanceship 아는 사이[사람]

flesh 육체, 인간성

unfit 부적당

outage (정전으로 인한) 기계의 운전중

supernatural 초자연의

43. [출제의도] 글의 순서
[풀이]
(A)에서 할아버지의 성장 배경과 생활 철학을 제시하였으므로, 그 다음은 1950년대
로 거슬러 올라가서 할아버지가 4년에 걸쳐 600제곱 피트의 집을 지었으나 그 집

[43~45]

으로 이사 갈 때 지붕이 완성되지 않았었다는 내용의 (C)가 나오고, 필자의 아버지

[해석]

가 지붕이 없는 집에서 잠을 자며 별을 본 것을 기억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D)

(A)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한가? 일부 미국인들은 (공간은)

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넓을수록 더 좋으며, 주택 구매자에게 저렴한 신용대출과 세금 우대 조치가 있다면

언급한 (B)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정답은 ③ ‘(C)-(D)-(B)’이다.

더 큰 집을 짓거나 구입하려고 자금조달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이야

44. [출제의도] 지칭추론

기한다. 나의 할아버지 Otto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는 단지 더 넓은 공간과 그

[풀이] ①, ②, ③, ④는 할아버지 Otto를 가리키지만, ⑤는 아버지(dad)를 가리킨

공간을 채울 물건들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신이 점점 더 오랜 시간 동

다.

안 일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농촌 지역의 대가족 속에서 성장해서,

45. [출제의도] 내용 불일치

소박하게 사는 것이 삶의 철학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풀이] (D)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급격한 변화

(C) 아버지가 어렸을 때인 1950년대에, 할아버지는 600제곱 피트의 집을 지었다.

를 알아차렸다고 했으므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그는 Pleasant Hill에 있는 작은 구획의 땅에 가로 세로 20피트와 30피트의 건축물

[Words and Phrases]

을 지었다. 아버지는 “재사용과 재활용이 필수였단다. 본래 그는 집이 ‘근사해지기’

credit 신용대출

전에 재활용을 하고 있었단다.”라고 말씀하셨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일하고 있었던

cramped 비좁은, 답답한

Oakland 부두에서 그의 자그마한 집을 위한 대부분의 자재를 구했다. 그 자그마한

austerity 내핍[금욕적인] 생활

집을 짓는데 4년이 걸렸으며, 그들이 (그 집으로) 이사했을 때 심지어 지붕조차도

devour 휩쓸다, 삼켜 버리다

없었다!

estate 부동산

(D) 아버지는 12살 아이였을 때 잠들기 전에 지붕이 없는 집에서 별을 봤던 것을
기억했다. 아버지는 완성되지 않은 집에서 사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Pleasant Hill을 “훤히 트여있으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모든 집들이 10에이
커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자신
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알아차렸다. 매년 더 많은 농경지가 쇼
핑센터와 더 커진 집들이 들어선 주택 지구를 건립하느라 소실됐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많은 이웃들이 자신들의 집과 땅을 팔아버렸다. 이윽고 할아버지는 그 구
획에서 유일하게 남은 작은 집에 살게 되었고, 자신이 사는 집의 네 배 크기의 많
은 집들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B)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의 작은 집을 좋아했고 그가 소유한 것에 만족했다.
집이 작기는 했지만, 답답하지는 않았다.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행복
해하고 만족해했다. 집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내게 소박하게 사는
것이 스스로 궁핍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 대신에, 그것은 자

tax break 세금 우대 (조치)

integral 절대 필요한, 완전한

deprivation 궁핍, 박탈

pursue 추구하다, 뒤쫓다

revolution 혁명, 변혁

plot 작은 구획의 땅

neighborhood (도시 계획의) 주택 지구

re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