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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의도] 짧은 응답 고르기
[해석]
여: Charlie, 이 사과들 어디서 났니? 아주 신선해 보이는데!
남: 내 할아버지께서 당신의 농장에서 그것들을 보내 주셨어. 나에게 많이 보내 주셨지.
여: 와, 네가 부러운데. 아주 맛있어 보여. 하나 가져도 될까?
남: 물론이지. 원하는 만큼 많이 가져가.
[풀이]
남자에게는 할아버지께서 보내 주신 사과가 많이 있는데, 여자가 그것을 부러워하면
서 하나 가져도 될지를 묻고 있다. 이때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물론
이지. 원하는 만큼 많이 가져가.’이다.
① 아니, 됐어, 나중에 하나 가질게.

③ 음, 그분은 아주 부지런한 농부시구나.

미안하지만, 사과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아니야.

④

⑤ 좋은 생각이야. 그것들을 시

장에서 사자.
[Words and Phrases]
quite a lot 많은 수[양] envy 부러워하다
2. [출제 의도] 짧은 응답 고르기
[해석]
남: 실례합니다. Dallas 행 2시 항공편이 지연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유를 아시나요?
여: 네. 악천후 때문입니다. 곧 항공편 정보를 갱신할 텐데, 비행기는 두 시간 내로
이륙할 수 있을 겁니다.
남: 확실한가요? 제가 빠질 수 없는 회의가 Dallas에서 있거든요.
여: 걱정하지 마세요. 예보에 의하면 곧 날씨가 갤 겁니다.
[풀이]
악천후로 인해 지연되는 항공편이 두 시간 내로 이륙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남자가
Dallas에서 자신이 빠질 수 없는 회의가 있다고 말했을 때,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① ‘걱정하지 마세요. 예보에 의하면 곧 날씨가 갤 겁니다.’이다.
② 손님께서 너무 늦으셨어요. 손님의 항공편이 이미 출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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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럼 전 이 표

를 환불받고 싶어요.

④ 맞아요. 저희는 당신의 회의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어요.

⑤ 그럼요. 손님 좌석을 통로 쪽으로 바꿔 드릴게요.
[Words and Phrases]
due to ~ 때문에

bad weather 악천후

update 갱신하다

clear up (날씨가) 개다 get a refund 환불받다

take off 이륙하다

aisle 통로

3. [출제 의도] 목적 파악
[해석]
여: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1분 건강’입니다. 요즘 점점 더 많은 사무실 근로자
들이 모니터 앞에서 보내는 긴 시간으로 인해 야기되는 고민거리를 전해 오고 있
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눈에 대한 손상과 목과 등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올바
르지 않은 자세가 주요 원인입니다. 여기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동안 올바른 자세
를 유지하기 위한 유용한 조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모니터로부터 50에서
70센티미터를 확실히 떨어져 앉으십시오. 모니터에 너무 가까이 앉는 것은 여러
분의 눈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목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왼쪽
이나 오른쪽으로 앉지 마시고, 모니터 앞에 바로 앉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
에 대한 압박을 줄이기 위해 무릎을 직각으로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올바른 자세
가 건강에 좋은 컴퓨터 사용의 첫 번째 단계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1분
건강’의 Brenda Smith이었습니다.
[풀이]
Here are some useful tips for keeping proper posture while you use your
computer.라고 말한 후의 세 가지 조언을 통해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① ‘컴
퓨터 사용 시 올바른 자세에 대해 조언하려고’가 가장 적절함을 알 수 있다.
[Words and Phrases]
improper 올바르지 않은, 부적당한 posture 자세 lessen 줄이다 right angle 직각
4. [출제 의도] 의견 파악
[해석]
남: Robinson 선생님, 오늘 Brown 선생님의 공개 수업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무
엇이었나요?
여: 흥미로워 보였어요.
남: 네, 그랬죠. 저는 그게 아주 활기찬 수업이어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여: 하지만 솔직히 그 수업이 저에게는 약간 좀 시끄러워 보였어요.
남: 네, 알아요. 하지만 그건 오늘 수업이 게임에 기초를 뒀기 때문이지요.
여: 게임이 수업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남: 글쎄요, 사실 저는 게임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 학생들이 게임을 좋아한다는 것은 저도 알지만, 그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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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게임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에 더 활발히 참여하고 싶어 하지요.
여: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남: 네. 오늘 저는 모든 학생들이 수업 중에 웃고 즐기는 것을 봤어요. 저는 게임이
모두에게 배우도록 동기를 부여했다고 생각해요.
여: 일리 있네요. 저는 수줍어하는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것도 봤어요.
남: 맞아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즐기면, 그건 분명히 그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거
예요.
[풀이]
중반부 이후에서 남자의 말인 Games make students want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class.와 I think the games motivated everyone to learn.을 통해 남
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게임을 이용한 수업은 학습에 도움이 된다.’이다.
[Words and Phrases]
impress 깊은 인상을 주다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make sense 일리가 있다

shy 수줍어하는
5. [출제 의도] 관계 파악
[해석]
여: 모든 것이 어땠나요, Silverman 씨?
남: 좋았습니다. Marshall 의사 선생님이 잘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않는답니다.
여: 듣던 중 반가운 말이네요. Marshall 의사 선생님이 당신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
고 말했나요?
남: 예. 제가 다음 주 언젠가 다시 와서 제 치아를 검사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 좋습니다. 언제 시간이 있으신가요?
남: 수요일에 시간이 있습니다.
여: 그분의 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그분은 오전에 치과 수술이 예정되
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시에서 4시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남: 좋습니다, 3시가 저에게 괜찮습니다.
여: 좋습니다. 수요일 3시입니다. 평상시처럼 예약 시간보다 10분 일찍 오셔야 합니다.
남: 문제없습니다. 제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여: 여기 있습니다. 이 치료 후 안내지를 읽어 보세요. 이가 아프기 시작하면 전화하
세요. 그러면 제가 환자분을 위해 더 일찍 예약을 정하겠습니다.
남: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 카드로 지불해도 됩니까?
여: 물론이지요.
[풀이]
남자가 한 말인 I was told that I have to come and have my tooth checked
again sometime next week.와 여자가 한 말인 Let me check his schedule.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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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 보면 여자는 치과 접수원이고, 남자는 환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정답은 ①이
다.
[Words and Phrases]
available 시간이 있는, 여유가 있는

dental surgery 치과 수술

듯이,

약속,

평상시처럼

appointment

예약

set

up

as usual 늘 그렇
계획하다,

주선하다

absolutely 그럼, 물론이지(강한 동의・허락을 나타냄)
6. [출제 의도] 그림 내용 불일치 파악
[해석]
남: 여보, 무엇을 보고 있나요?
여: 내 친구 Lisa가 이번 주말에 방문할 공원의 사진을 나에게 보냈어요.
남: 아, 그래요? 어디 봅시다.
여: 그녀는 그녀의 가족이 그곳에서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어요.
남: 아! 울타리 근처에 나무 두 그루가 있네요. 그것 참 아주 근사하네요.
여: 예, 그래요. 그리고 나는 나무 사이에 있는 벤치가 마음에 들어요.
남: 나도 그래요. 우리는 그곳의 그늘에서 쉴 수 있겠네요.
여: 그리고 물고기가 있는 연못을 봐요. 평화롭게 보이네요.
남: 그렇군요. 나는 사진 한 가운데에 있는 곰 동상이 마음에 들어요.
여: 예, 그것은 귀엽네요. 나는 아이들이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것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남: 애들은 또한 사진 오른쪽에 있는 그네를 타면서 아주 재미있게 보낼 거예요.
여: 그렇고말고요. 애들은 정말로 그것을 즐길 거예요.
남: 그 공원은 우리 가족에게 완벽할 거예요.
[풀이]
남자가 그림 오른쪽에 그네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림에는 미끄럼틀이 있으므로 대화
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Words and Phrases]
fence 울타리, 담
그네

shade 그늘

pond 연못

statue 상, 동상

cute 귀여운

swing

definitely 분명히, 그렇고말고

7. [출제 의도] 할 일 파악
[해석]
여: Brian, 너 우리의 사회 그룹 과제를 위한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니?
남: 이런, 아니! 내가 완전히 잊고 있었네. 정말 미안해. 내가 내 과학 과제 때문에
정말 바빴어.
여: 괜찮아. 그렇지만 다음 주 금요일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야 해.
남: 나도 알아. 우리의 주제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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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구 온난화는 어때?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잖아.
남: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 흔한 것 같아. 으음... 휴대전화 중독은 어때? 그것은 우리
급우들에게 흥미 있을 거야.
여: 물론이지. 그것으로 하자.
남: 좋아. 어떻게 정보를 수집해야 하지?
여: 우리가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고 급우들과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남: 네 말이 맞아. 그러면 내가 인터넷에서 알아볼게. 내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것을 잘 한다는 것을 너도 알잖아.
여: 좋아. 네가 그것을 하는 동안 나는 급우들을 만나 인터뷰를 끝낼게.
남: 아주 좋구나. 네가 도움이 필요하면 나에게 알려줘.
여: 알았어.
[풀이]
여자의 말 ‘I'll meet with our classmates and get the interviews done.’을
통해 여자는 학급 친구들을 인터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①이 정답이
다.
[Words and Phrases]
social studies (학교 교과로서의) 사회
issue 문제, 쟁점

addiction 중독

assignment 과제

present 발표하다

awesome 굉장한, 아주 멋진

8. [출제 의도] 이유 파악
[해석]
남: 휴! 정말 긴 하루였어요!
여: 그래요. 긴 하루였어요, Paul.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팀 프로젝트를 좋
아해서 저는 기뻐요. 당신이 잘 했어요.
남: 당신도요, Jenny. 당신이 맡은 파트는 훌륭했어요.
여: 고마워요. 나는 우리가 모두 끝내서 기뻐요. 7시에 있는 팀 회식 잊지 말아요.
남: 아, 미안하지만 나는 갈 수 없어요.
여: 그것 참 안됐군요. 왜 갈 수 없나요?
남: 아버지를 뵈러 일찍 집에 가야 해요.
여: 아, 정말이요? 그의 허리가 다시 그를 괴롭히고 있나요?
남: 아니요. 아버지는 병원에서 돌아오신 이후로 훨씬 더 좋아지고 있어요.
여: 그것 참 잘 되었군요. 그러면 오늘이 특별한 날인가요? 그의 생일인가요?
남: 아니요. 사실은 어머니가 이번 주에 캐나다로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안 계신 동안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거에요.
여: 당신은 사려가 깊네요, Paul. 당신이 아버지와 멋진 저녁 식사를 하기를 바라요.
남: 고마워요, Jenny. 다음 팀 회식에는 합류할게요.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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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So I’m going to have dinner with him while she’s gone.’이라고 말한
것을 통해 남자가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해야 해서 남자가 팀 회식에 참여할 수 없다
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Words and Phrases]
be done 끝내다
다

That's a shame. 그것 참 안됐다.

business trip 출장

bother 괴롭히다, 귀찮게 하

thoughtful 생각이 깊은, 사려 깊은

9. [출제 의도] 숫자 정보 파악
[해석]
여: 안녕하세요. Gold 씨. 오늘 바빠 보이시네요.
남: 네. 그런 날들 중의 하루네요.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
여: 이 코트들은 드라이클리닝하고 제 스커트는 2인치 줄이고 싶습니다.
남: 알겠습니다. 코트가 몇 벌이죠? 코트 한 벌이 10달러입니다.
여: 세 벌입니다. 그런데 스커트를 줄이는 것은 얼마죠?
남: 5달러입니다. 몇 벌이죠?
여: 한 벌뿐입니다. 오, 지난주에 맡겼던 제 아들의 축구화도 찾아가야 합니다.
남: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켤레죠, 맞죠?
여: 네. 제 생각으로는 그 신발에 대해 여전히 (세탁비를) 지불할 필요가 있는 것 같
네요. 지난번에 지갑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거든요.
남: 네, 그것은 5달러입니다.
여: 알겠습니다. 지금 전부 지불하겠습니다.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나요?
남: 물론이죠. 그것을 사용하면 신발을 포함한 전체 비용에서 10퍼센트 할인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여: 감사합니다. 여기 제 신용카드입니다.
[풀이]
[코트 세탁비: 10달러×3]+[스커트 수선비: 5달러]+[축구화 세탁비: 5달러]=40달러이다.
쿠폰을 사용하여 이 비용에서 10퍼센트 할인을 받을 것이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40달러―(40달러×0.1)=36달러이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Words and Phrases]
shorten 줄이다

pick up ~을 찾아가다

drop off ~을 맡기다

10. [출제 의도] 언급 유무 파악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남: 안녕하세요. 저는 ‘Edison Times’의 Brad Parker입니다.
여: 안녕하세요. Parker 씨. 저는 Young Inventors Challenge에 관한 몇 가지 질문
을 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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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오, 물론입니다. 어떤 질문들이죠?
여: 우선, 저는 제가 참가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막 18세가 되었습니다.
남: 음, 그 대회는 13세부터 19세까지의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그러니, 물론입니
다. 당신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 좋습니다. 그럼 지원 마감일이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남: 1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여: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는 Prestige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되죠, 맞
죠?
남: 맞습니다.
여: 그럼 마지막입니다. 저는 우승자를 위한 상품이 Boston 여행이라는 말을 들었습
니다. 그것은 호텔을 포함하나요?
남: 맞습니다. 그것은 우승자와 우승자 가족을 위한 호텔과 항공료를 포함합니다.
여: 끝내주는군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Parker 씨. 좋은 하루 되세요.
남: 도움이 되어 저도 기쁩니다. 행운을 빕니다!
[풀이]
두 사람이 참가 연령, 지원 마감일, 대회 장소, 그리고 우승 상품에 대해서는 대화 중
에 언급했지만, 대회 참가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Words and Phrases]
contest 대회

deadline 마감일

application 지원, 신청

take place 개최되다

airfare 항공료
11. [출제 의도] 내용 불일치 파악
[해석]
여: 안녕하세요. Sunnyvale 주민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발표할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Sunnyvale Community Closet의 관리자인 Mary Rogers입니
다. Closet은 비영리단체인 State Health Foundation에 의해 운영이 됩니다. 저
희는 보행기, 휠체어, 그리고 샤워 의자와 같은 중고 의료 기기의 기증을 받고 있
습니다. 하지만 기증을 받기 전에, 저희는 그것들이 깨끗하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
는지를 확인합니다. 게다가, 기증할 물건을 가져오기 전에, 기기 보관을 위한 공
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이 (미리) 전화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Sunnyvale Community Closet은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열
고, 주말에는 24시간 문을 엽니다. 여러분은 업무시간 중에 저희와 연락할 수 있
습니다. 기증자들에게는 무료로 기기를 빌릴 수 있는 회원 카드가 발급됩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Sunnyvale Community Closet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
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풀이]
주말에는 24시간 문을 연다(The Sunnyvale Community Closet is open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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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rs on weekends.)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④가 방송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and Phrases]
resident 주민
donation 기증
급하다

announcement 방송
equipment 기기, 장비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
due to ~때문에

storage 저장

issue 발

free of charge 무료로

12. [출제 의도] 특정 정보 파악하기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남: 여보세요, 파라다이스 부동산입니다.
여: 안녕하세요. Westford Village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임대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
려고 전화 드립니다. 임대 가능한 것이 있나요?
남: 네, 선택할 수 있는 다섯 곳이 있습니다. 침실을 몇 개를 원하시나요? 침실을 하
나, 둘, 세 개 가진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 침실이 적어도 두 개는 있었으면 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거든
요.
남: 학교는 어디에 있나요?
여: 시내에 있습니다. 아파트가 시내에서 걸어서 20분 이내인 곳에 있어야 합니다.
남: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님의 요구에 맞는 아파트가 3개 있습니다. 특히 마음에
두고 계신 층이 있나요?
여: 음, 저는 높은 층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5층보다는 높지 않았으면 좋겠습
니다.
남: 그러시다면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가 두 개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월세
가 50달러 더 비쌉니다.
여: 더 싼 것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오후에 들러서 그 아파트를 볼 수 있을
까요?
남: 물론입니다. 성함을 여쭤 봐도 될까요?
여: Betty Jackson입니다.
남: 좋습니다, Jackson 씨. 내일 저희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풀이]
침실이 적어도 두 개는 있어야 하고, 시내에서 걸어서 20분 이내 거리에 있어야 하
고, 5층보다 높지 않아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는 두 개 중 월세가 더 저렴해야 하
므로 정답은 ②이다.
[Words and Phrases]
rental agency 부동산

available 이용 가능한

specific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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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least 적어도

fit 맞다, 적합하다

13. [출제 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해석]
여: 안녕하세요, Willis 씨.
남: 안녕, Sally. 오늘도 늦게까지 일합니까?
여: 네, 지난번에 우리가 논했던 사업 제안서에 대한 마지막 손질을 가하는 중입니다.
이사회 모임은 어땠습니까?
남: 성과가 있었어요. Sally, 제가 당신에게 말해 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 정말요? 뭐죠?
남: 이사들이 다음 주에 회의에서 당신이 당신의 사업 제안서를 발표하기를 원합니다.
여: 정말요? 그들이 제 제안서에 관심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남: 아녜요,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제안서가 큰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 감사합니다만, 그렇게 중요한 인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위해 발표해본 적이 한 번
도 없습니다.
남: 걱정하지 말아요. 아직 그것에 대비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노고와 훌
륭한 아이디어를 인정받을 좋은 기회입니다.
여: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즉시 그 제안서에 대한 슬라이드 몇 개를 만
들기 시작할게요. 이사님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될 겁니다.
[풀이]
회사의 이사들 앞에서 한 번도 발표를 해본 적이 없는 여사원이 자신의 발표가 이사
들을 실망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므로, 이에 대한 상사인 남자의 응답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될 겁니다.’이
다.
① 그것 참 안됐군요. 제출 날짜가 지났습니다.
② 물론이지요. 그들은 만약을 대비해 백업 파일을 만들 겁니다.
④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른 기회를 기다리세요.
⑤ 괜찮습니다. 이사회 모임이 취소되었습니다.
[Words and Phrases]
put the final touches on ~에 마지막 손질을 가하다
이사, 임원

potential 잠재력

proposal 제안(서)

recognize 인정하다

14. [출제 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남: 안녕하세요. Harristown 우체국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귀사의 꽃 우표 시리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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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남: 좋습니다. 뭐죠?
여: 저는 취미로 우표를 수집하는데, 장미 우표가 막 출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남: 네, 맞습니다.
여: 저희 동네의 우체국에서 그것들을 사려고 했지만, 매진되었습니다. 아직도 좀 있으신
가요?
남: 잠깐 보겠습니다. [잠시 멈춤]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역시 그 우표들이 모두 바닥났습
니다. 아주 인기가 많은 것 같네요.
여: 오, 저런. 전 정말 그것들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시리즈의 나머지 우표는 모두 있고,
이것들이 있어야 제 수집품이 완성될 겁니다.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없나요?
남: 근처의 다른 우체국에 그것들이 있는지 알아봐 드릴 수 있습니다.
여: 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 주신다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남: 끊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타자 소리] 제 컴퓨터에 Clarkstown 우체국에 몇 장이 남
아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 감사합니다! 그것들이 매진되기 전에 지금 그곳으로 가야겠습니다.
[풀이]
여자는 자신이 꼭 구하고 싶은 우표가 매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우체국 직원에
게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그 직원이 확인 후 근처의 다른 한 우체국에 여자가
원하는 우표가 몇 장이 남아 있다고 알려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⑤ ‘감사합니다! 그것들이 매진되기 전에 지금 그곳으로 가야겠습니다.’
이다.
① 맞아요. 이 소포를 특급우편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② 예. 이 편지에 붙일 몇 장의 우표를 사려고 해요.
③ 잘됐군요! 저에게 지금 꽃 시리즈 전체를 주세요.
④ 좋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당신이 원하는 우표가 아닌데요.
[Words and Phrases]
release 출시하다

sold out 매진된

complete 완전하게 하다, 완결하다

huge 엄

청난, 대단한
15. [출제 의도] 상황에 적절한 말 고르기
[해석]
여: Jane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이다. David은 Jane의 친구 중 한 명이며
그녀의 선거운동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자신들의 생각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긴
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Jane은 얼마 동안 유세용 연설 대본을 써 왔으며
그것은 거의 완성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쓴 것을 마음에 들어 하며 그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것을 완성하기 전에 Jane은 David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것을 그에게 보여준다. David은 그것이 잘 작성되었다고 생각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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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약간 너무 강하고 단도직입적이라고 느낀다. 그는 그 연설이 누군가의 감
정을 상하게 할까 봐 걱정이 된다. David은 그 연설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Jane이 단도직입적이고 강한 말의 일부를 바꾸어야 한다고 그녀에게 말해주고 싶
어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David은 Jane에게 뭐라고 말하겠는가?
[풀이]
David은 Jane의 학생회장 선거 운동 유세용 연설문의 내용이 약간 너무 강하고 단도
직입적이라고 느껴서 이러한 점에 대해 Jane에게 말해주려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⑤ ‘연설문을 약간 순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 David이 Jane에게 할 말로 가
장 적절하다.
① 내가 너를 나의 연설문 작성자로 고용하겠어.
② 너는 나에게 조언을 해줄 적임자야.
③ 내가 너라면 한 군데도 변경하지 않을 거야.
④ 너는 그 연설문을 너 스스로 썼어야만 했어.
[Words and Phrases]
run for ~에 출마하다, 입후보하다

student council 학생회

campaign 선거 운동

tension 긴장
[16~17]
[해석]
남: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곤충은 야생에서 흔히 잡아먹히는 매우 작은 생물들입
니다. 그들은 이러한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발달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숨기, 겉모습 바꾸기, 무기 사용하기와 같은 이러한
것들 중 몇 가지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첫째로, 어떤 곤충들은 숨는 것을 위해
적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개미의 작은 몸은 그들로 하여금 아주 작은 구
멍에라도 재빨리 기어들어가 신속하게 사라지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둘째로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으로서, 주변의 어떤 물건들처럼 보이도록 자신의 겉모
습을 변화시킴으로써 잡아먹히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곤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
비들은 자신들이 주변 환경과 구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들이 앉아 있는 죽
은 나뭇잎처럼 보이도록 자신들의 날개를 접습니다. 셋째로, 많은 곤충들은 적이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일부 메뚜기들은 ‘담배
즙’으로 알려져 있는 짙은 갈색의 액체를 뿜어냅니다. 그것은 매우 써서 포식자들
이 그들을 먹는 것을 피합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벌들은 위협을 받는다고 느낄
때에 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오직 한 번만 쏠 수 있으며, 반면에 다른 것들은 자
신들의 무기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곤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야생에서 생존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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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제 의도] 주제 파악
[풀이]
곤충은 숨기, 겉모습 바꾸기, 무기 사용하기의 방법으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는 내용의 담화이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곤충의 자기
보호 방법’이다.
① 야생에서 곤충에 물리는 것 피하기
② 곤충의 종 구별하기
④ 멸종 위기에 처한 곤충을 구하는 수단
⑤ 곤충의 다양한 사냥 기술
17. [출제 의도] 세부 내용 파악
[풀이]
ants, butterflies, grasshoppers, bees는 언급되었으나 beetles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Words and Phrases]
fate 운명

be adapted for ~에 적응하다

with ~을 갖추다
자

distinguish 구별하다

discourage ~하지 못하게 하다

spray 분사하다

be equipped
predator 포식

threaten 위협하다

18. [출제 의도] 목적 파악
[해석]
Johnson 코치님께
제 이름은 Christina Markle인데, Bradly Markle의 엄마입니다. Bradly와 저는 올
해 또 다시 귀하의 하계 체조 캠프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몹시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등록을 했고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두 번째 주 프로그
램에

환불이 안 되는 보증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 가족이 7월 13

일에 여행에서 돌아올 예정이라는 것을 기억해 냈고, 그래서 Bradly가 프로그램의 바
로 첫 날에 참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날을 거르게 하기보다는 세 번째
주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기 위해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hristina Markle 드림
[풀이]
하계 체조 캠프의 두 번째 주 프로그램에 아이를 등록시켰는데,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첫 날 아이의 출석이 어려워 세 번째 주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있
는 내용이므로 글의 목적으로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gymnastics 체조

sign up 등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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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efundable deposit 환불이 안 되는 보

증금

skip 거르다

switch 바꾸다

19. [출제 의도] 심경 파악
[해석]
나는 마침내 내일 아침 일찍 떠날 것이다! 나는 항상 미지의 신비스러운 세계인 아마
존을 탐험하고 싶었다. 이 시각이면, 멋진 Emerald Amazon Explorer가 나의 승선
을 기다리면서 항구에 와 있을 것이다. 민물돌고래가 즐거운 강에서 나를 호위할 것
이며, 500종의 새들, 6종의 원숭이들, 그리고 수많은 화려한 나비들이 나를 맞이해
그들의 왕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야생에서 야영을 하면서 모기, 뱀, 그리고 거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면 좋겠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우림을 집으로 만들고 싶
다. 내 가슴은 나의 불룩한 가방만큼 많이 부풀어 오르지만, 길고 힘든 여행을 앞두
고 있으니 잠을 좀 자는 편이 낫겠다.
[풀이]
내일 아침 Emerald Amazon Explorer에 승선해 아마존을 탐험하게 될 필자는 탐험여
행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다. 필자의 ① ‘흥분된’ 심경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② 지친

③ 실망한

④ 무관심한

⑤ 안심한

[Words and Phrases]
get on board (배에) 승선하다
chubby 불룩한, 통통한

freshwater 민물

escort 승선하다

swell 부풀다

tough 힘든

20. [출제 의도] 필자의 주장 파악
[해석]
자기주장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상담사답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만약 상담사
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속 그림이 결코 반대하지 않고, 항상 ‘동의하며,’ 늘 모든 것이
멋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하기를 바라는 것만 하는 그런 누군
가라면, 이것은 확신에 찬 상담사에 대한 모습이 아니다. 확신에 차 있다는 것이 무
례하다는 것을 의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인종차
별적인 농담을 할 때 그저 침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확신에 찬 상담사는 어
떻게 그것이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했는지 설명하고, 그리고 유사한 농담을 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그 농담이 인종차별적인 것이라는 사실에 그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확신에 차 있는 것은 매우 잘 개발된 기술이
다. 즉 그것은 상담사의 기법 목록에 잘 어울리는 것이다.
[풀이]
자기주장은 상담사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특성처럼 보이지만, 상담사가 된다는 것은 늘
동의하고 남들이 하기를 기대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드
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Words and Phr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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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rtiveness 자기주장, 단호함

uncharacteristic of ~답지 않은

찬, 적극적인 disagreeable 무례한

assertive 확신에

racist 인종차별적인 call one’s attention to ~

에 …의 주의를 환기시키다 repertoire 목록
21. [출제 의도] 요지 파악
[해석]
성적과 같은 외적인 동기 부여 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은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학생들
에게서 서류로 입증되어 왔다. 비록 이 문제가 단지 모든 외적인 보상을 통제하거나
학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기는 것보다 더 복잡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문화에 걸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된 목표가 외적이기보다는 내적일 때 그들의 삶에 더 만족감
을 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Richard Ryan과 그의 동료들에게 동의한다. 또 다른 일
관된 연구 결과는 어떤 외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 명시적으로 어떤 학습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은 그 보상을 보장해 주는 가장 덜 힘든 방식을 추구함으로써 반응한다는 것이
다. 외적인 보상을 통제하는 체제를 가진 지배적인 가르침이 질 낮은 학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30년간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적인 동기 부여 이론에 기초를 둔
교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생들 사이에서 학습을 증진시키는 데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인 것 같다.
[풀이]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외적인 동기 부여보다
는 학습을 위한 내적인 동기 부여의 접근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내용이므로 글의 요지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Words and Phrases]
extrinsic 외적인
받침하다
로

motivator 동기를 부여하는 것

diminish 감소시키다

dominating 지배적인

document 서류로 입증하다, 뒷

consistent 일관된, 지속적인

explicitly 명시적으

contribute to ~의 원인이 되다, ~에 기여하다

motivation 동기 부여 enhance 증진시키다
22. [출제 의도] 주제 파악
[해석]
역사의 바다에는 두 개의 사이렌이 숨어 있는데, 그것들은 과거를 이해하고 제대로
인식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혹해 오해와 오역의 암초 위에 올려놓는다. 이 두 가지
위험은 자기 시대 중심주의(temporocentrism)와 자기 민족 중심주의(ethnocentrism)
이다. 자기 시대 중심주의는 자신의 시대가 모든 가능한 시대 중에 최고라는 믿음이
다. 모든 다른 시대는 그리하여 열등하다. 자기 민족 중심주의는 자신의 문화가 모든
가능한 문화 중에 최고라는 믿음이다. 모든 다른 문화는 그리하여 열등하다. 자기 시
대 중심주의와 자기 민족 중심주의는 결합하여 모든 다른 개인들과 문화를 자신들의
현재 문화의 ‘우월한’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개인들과 문화를 만들어 낸다. 이것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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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와/과거나 외국의 문화를 다를 때 총체적인 관점의 결핍과 그에 따른 그것들에 대
한 오해와 잘못된 평가를 초래한다. 자기 시대 중심주의와 자기 민족 중심주의는 현
대인들을 유혹해 과거의 민족들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비판에 빠지게 한다.
[풀이]
자기 시대 중심주의와 자기 민족 중심주의라는 두 개의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과거의
역사를 잘못 해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글의 중심 내용이므로 주제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⑤ ‘과거에 대한 편향된 해석을 야기하는 믿음들’이다.
①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점들
② 다양한 문화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특징들
③ 그들 자신의 문화를 옹호하려는 역사가들의 노력들
④ 두 문화에 걸친 관점의 장단점들
[Words and Phrases]
tempt 유혹하다

appreciate 제대로 인식하다

inferior 열등한

current 현재의

관점

reef 암초

misinterpretation 오역

lead to ~을 초래하다, ~에 이르다

resultant 그에 따른, 결과적인

perspective

misappreciation 제대로 평가하지 못함

unjustified 정당하지 않은
23. [출제 의도] 제목 파악
[해석]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의 생활 연령에 비해 ‘젊어 보인다’고 놀라면서 말할 때 우리
는 우리 모두가 생물학적으로 서로 다른 속도로 나이가 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이다. 과학자들은 이 겉으로 보이는 차이가 진짜라는 좋은 증거를 갖고 있다. 나이
변화는 서로 다른 시기에 신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서 시작되고 매년의 변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른 것은 물론 다양한 세포, 조직 그리고 기관마다 다를 가능성이 있다.
시간의 경과와 달리 생물학적 노화는 쉬운 측정을 방해한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생활 연령으로 80세인 어떤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60세라고 말할 수 있도
록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모든 다른 생물학적 나이 변화를 반영하는 하나 또는
몇 개의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변화이다. 이런 종류의 측정은 80세인 한 사람이 생물
학적으로 80 또는 심지어 90세인 또 다른 80세인 사람보다 그렇게 훨씬 더 많은 젊
음의 특징을 가진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풀이]
What we would like to have is one or a few measurable biological changes
that mirror all other biological age changes without reference to the
passage of time, so that we could say, for example, that someone who is
chronologically eighty years old is biologically sixty years old.에서 ① ‘생물학
적 노화를 반영하는 거울을 찾아서’를 글의 제목으로 찾을 수 있다.
② 현 시대에서 느린 노화의 이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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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활 연령을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 비결
④ 밝혀진 생물학적 노화의 비밀들
⑤ 청춘의 샘을 찾기
[Words and Phrases]
chronological age 역연령(曆年齡), 생활 연령
속도, 비율

apparent 외관상의, 겉보기의

organ 기관, 장기
특징, 특성

mirror 반영하다

biologically 생물학적으로

annual 매년의, 연례의

rate

tissue 조직

without reference to ~에 관계없이

quality

Fountain of Youth 청춘의 샘

24. [출제 의도] 도표의 이해
[해석]
위의 도표는 2012년에 시행된 한 조사의 결과를 보여 준다. 그것은 미성년의 자녀의
부모(이후부터는 부모라고 한다)의 비율과 다른 성인의 비율을 그들의 6개의 도서관
활동 참여의 관점에서 비교한다. 아주 현저하게도 부모의 비율은 모든 활동 유형에서
다른 성인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 서가를 둘러본 부모의 비율은 인쇄된 책을 빌린 부
모의 비율과 같다. 부모와 다른 성인의 비율의 차이는 수업이나 행사에 참가하는 활
동에서 가장 크고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활동에서 가장 작다. 서가를 둘러본
다른 성인의 비율은 DVD, CD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빌린 다른 성인의 비율보다 두
배 더 높다. 마지막으로 전자 도서를 빌린 부모의 비율은 10퍼센트보다 더 적지만 똑
같은 활동을 한 다른 성인의 비율보다 더 높다.
[풀이]
부모와 다른 성인의 비율의 차이가 수업이나 행사에 참가하는 활동에서 가장 큰 것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만 부모와 다른 성인의 비율의 차이가 가장 작은 것은 컴퓨터
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활동이 아니라 전자 도서를 빌리는 것이므로 ③이 도표의 내용
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and Phrases]
minor 미성년의

e-book 전자 도서

survey 조사

hereafter 이후로

in terms of

~의 관점에서 notably 현저히 browse (가게 안의 물건들을) 둘러보다[훑어보다]
25. [출제 의도] 내용 불일치
[해석]
자신의 그림들 각각에 대한 헌신 때문에 알려진 Protogenes는 고대 그리스의 화가이
자 Apelles의 라이벌이었다. 그는 Caria의 해안에 있는 Caunus에서 태어났지만 삶
의 대부분을 Rhodes에서 살았다. 그에 대해 그 밖에 다른 것은 거의 알려지지 않는
다. 그러나 그의 그림에 대한 몇 가지 기술은 있다. ‘Ialysus’와 ‘Satyr’는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이었다. Protogenes는 Rhodes의 한 마을의 지역 영웅의
묘사인 ‘Ialysus’를 그리는 데 대략 7년을 보냈다. 적어도 200년 동안 Rhodes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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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은 다음에 그것은 로마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나중에 그것은 화재로 파괴되었다.
Protogenes는 Demetrius Poliorcetes가 기원전 305년에서 304년 동안에 Rhodes를
공격할 때 ‘Satyr’를 작업했다. 흥미롭게도 그가 ‘Satyr’를 그린 정원은 적의 막사 한
가운데에 있었다. Protogenes는 ‘Satyr’가 완성되었을 때 약 70세였다고 한다.
[풀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인 the garden in which he painted the Satyr was

in the middle of the enemy’s camp를 통해 ④ ‘적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Satyr를 그렸다.’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Words and Phrases]
devotion 헌신, 몰두

account 설명, 기술

depiction 묘사, 서술

camp (군인들

의) 막사
26. [출제 의도] 실용문의 세부 내용 파악
[해석]
2015 십 대 프로그래머 연례 회의
11월 21과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십 대 프로그래머 협회에 의해 주최됨
컴퓨터 화면이 여러분의 우주입니까? 그렇다면 West 주립대학의 Brilliance Hall에서
개최되는 저희 회의에 참여하여 스스로에게 도전해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은 현대
컴퓨터 과학의 선도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회의에 포함된 내용:
• Warwick Meade를 포함한, 유명한 업계 인물들의 강연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그리고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에 관한 10개의
개별 세미나
• 12개 주요 회사들의 최신 제품 전시회
입장권 가격:
• Total Pass(전체 행사 입장권): 25달러(점심 뷔페를 포함)
• 강연과 세미나만: 15달러
• 전시회만: 10달러
예약은 필수입니다. www.tiinprogrammers.org에서 입장권을 예약하십시오.
[풀이]
Total Pass(전체 행사 입장권)에는 점심 뷔페가 포함된다(Total Pass: $25 (includes
buffet lunch))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④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Words and Phrases]
annual 연례의

conference 회의

figure 업계 인물
latest 최신의

association 협회

separate 별개의

renowned 유명한

application 응용 프로그램

reserve 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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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exhibition 전시회

27. [출제의도] 실용문의 세부 내용 파악
[해석]
Virginia 미술 전시회 2015
제20회 Virginia 미술 전시회에 함께 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하는데, (그 전시회는) 전
시품의 다양성과 우수함으로 대서양 연안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Mabel Green,
Theresa Peterson, 그리고 Ronald McKuen과 같은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
될 것입니다. Virginia Philharmonic이 전시회 첫날 공연을 할 것입니다.
오셔서 멋진 그림, 조각, 사진, 디지털 작품, 그리고 훌륭한 음악을 즐기십시오!
●날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장소: Westchester Art Center
●입장료:
-성인: 일일 15달러
-아동: 일일 7달러
Virginia 주민들은 무료입장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인 www.virginiaartshow.org를 방문하십시오.
[풀이]
미술 전시회가 열리는 날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Dates: November 1 ― 30)라
고 안내문에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④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and Phrases]
famed 아주 유명한
시하다

variety 다양성

perform 공연하다

quality 우수함

exhibit 전시품

display 전

fabulous 멋진

28. [출제의도] 문맥 속 문법성 판단
[해석]
그리스인은 두드러진 물체와 그것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느라 인과 관계의 근본적인
성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돌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은 돌이 ‘중력’
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물론 물에 던져진 나무 조
각은 가라앉는 대신 뜬다. 이 현상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나무가 ‘가벼움’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물체 밖에 있는 어떤 힘이 관련 있을지도 모른
다는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두 경우 모두 초점은 오로지 그 물체에 있다.
그러나 중국인은 세계를 계속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물질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고, 그
래서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들의 시도는 그들로 하여금 전체적인 ‘장(場)’, 즉 전
체로서의 맥락이나 환경의 복잡성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사건은 언제나 여러 힘이
작용하는 장에서 발생한다는 개념은 중국인에게 전적으로 직관적이었을 것이다.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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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o 다음의 절에는 시제와 수 정보가 포함된 정형동사가 필요하다. their attempts
to understand it이 주어이므로 causing을 caused로 바꿔야 한다.
① the Greeks를 대신하는 소유격 대명사이므로 their는 적절하다.
② 수식을 받는 명사구인 a piece of wood가 던지는(toss) 행위의 대상에 해당하므
로 과거분사 tossed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
③ 전치사구인 on the object를 수식하기 위해 부사 exclusively를 사용한 것은 적
절하다.
⑤ The notion과 that events always occur in a field of forces는 동격 관계에
있으므로 동격 관계를 이끄는 접속사 that을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attribute 속성, 자질

causality 인과 관계

toss (가볍게) 던지다
relevant 관련 있는
는

phenomenon 현상

substance 물질

complexity 복잡성

property 성질, 속성

gravity 중력

exclusively 오로지, 배타적으로

oriented toward ~에 중점을 둔, ~을 지향하

context 맥락, 전후 사정

notion 개념, 관념

intuitive 직

관적인
29. [출제의도] 문맥 속 어휘 추론
[해석]
Atitlán Giant Grebe는 훨씬 더 널리 퍼져 있던 더 작은 Piedbilled Grebe(얼룩부
리논병아리)에서 진화한 날지 못하는 큰 새였다. 1965년 무렵에는 Atitlán 호수에 약
80마리만이 남아 있었다. 한 가지 직접적인 원인은 알아내기 매우 쉬웠는데, 현지의
인간들이 맹렬한 속도로 갈대밭을 베어 넘어뜨리는 것이었다. 이런 파괴는 빠르게 성
장하는 매트 제조 산업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다른 문제들이 있었다. 한
미국 항공사가 그 호수를 낚시꾼들의 관광지로 개발하는 데 강한 관심을 보였다. 하
지만 이 생각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호수에는 적절한 스포츠용[낚시용] 물고기가
없었다! 이런 다소 분명한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Large-mouthed Bass(큰입농어)라
불리는 특별히 선택된 물고기 종이 도입되었다. 그 도입된 개체는 즉각 그 호수에 사
는 게와 작은 물고기에게 관심을 돌렸고, 이리하여 몇 마리 안 남은 논병아리와 먹이
를 놓고 경쟁하였다. 또한, 가끔 그들[큰입농어들]이 얼룩말 줄무늬가 있는 Atitlán
Giant Grebe 새끼들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웠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풀이]
(A) 인간들이 맹렬한 속도로 갈대밭을 베어 넘어뜨리는 행위를 대신하는 표현이 와야
하므로 ‘파괴’의 의미인 destruction이 적절하다. accommodation은 ‘적응, 조화, 화
해’의 의미이다.
(B) 관광지로서 호수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Large-mouthed Bass를
도입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 호수에는 스포츠용[낚시용] 물고기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없었다’의 의미인 lacked가 적절하다. support는 ‘지지[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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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의미이다.
(C) Atitlán Giant Grebe가 Atitlán 호수에서 생존에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을 설명
하고 있는 글이므로, 새로 도입된 Large-mouthed Bass가 먹이를 두고 Atitlán
Giant Grebe와 경쟁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쟁하였다’의 의미인
competing이 적절하다. cooperate는 ‘협력하다’의 의미이다.
[Words and Phrases]
flightless 날지 못하는
밭

evolve 진화하다

furious 맹렬한, 몹시 화가 난

관광지

spot 알아내다, 발견하다

intent 강한 관심을 보이는

compensate for ~을 보충[보상]하다

reed bed 갈대

tourist destination

obvious 분명한

defect 결함

chick 새끼 새, 병아리
30. [출제의도] 지칭 대상 파악
[해석]
춤꾼들은 두 계단 위에 있는 무대에 서 있어서 춤을 추러 온 사람들과 보러 온 사람
들 간에 자연스러운 간격이 있었다. 진행자가 모자에서 무작위로 Linx라는 잘 알려진
춤꾼의 이름을 뽑았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구성 방식에 따라, Linx는 무대에서 대결
할 또 다른 춤꾼을 ‘호명’해야 했다. 하지만 찬찬히 고르는 대신에 그는 자신을 인간
회전판으로 만들어 자신의 상대를 무작위로 선택하기로 했다. 그는 백스핀(등을 바닥
에 두고 빙글빙글 도는 춤 동작)으로 자신을 돌아가게 했고, 자신의 눈을 가렸고, 자
신의 머리 위로 팔을 뻗었다. 그의 몸이 마침내 도는 것을 멈췄을 때, 그의 팔은 무
대 위의 춤꾼들을 벗어나, 관중 속에 서있는 Dan Tres를 똑바로 가리켰다. 사람들은
‘오!’라는 (놀라움의) 소리를 터뜨렸는데, 왜냐하면 그가 여러 해 동안 힙합을 추지 않
은 더 나이든 가정이 있는 남자인 반면, 훨씬 더 어린 Linx는 동작이 날렵한 비보이
이기 때문이었다. Linx는 당황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결하기
위해 그 존경받는 연장자를 호명했다.
[풀이]
①, ②, ③, ⑤는 Linx를 가리기지만, ④는 Dan Tres를 가리킨다. 따라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④이다.
[Words and Phrases]
host 진행자
적수

randomly 무작위로

deliberately 찬찬히, 신중하게

extend 뻗다, 늘리다, 연장하다 spectator 관중

opponent 상대,

erupt 터뜨리다, 분출하다

31.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
두 문화가 접촉할 때, 그 두 문화가 모든 문화 항목을 교환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날 세계에는 전혀 문화적 차이가 없을 것이다. 대신에 단지 적은 수의
문화적 요소들만 늘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퍼진다. 어떤 문화 항목이 받아들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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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는 그 항목의 용도 및 이미 존재하는 문화적 특성과의 양립 가능성에 대체로 달
려있다. 예를 들어, ‘흰머리를 피하려고’ 고안된 남성용 머리 염색약은 나이가 들어감
에 따라 사람의 지위가 올라가는 아프리카의 시골 지역으로 퍼질 것 같지는 않다. 어
떤 혁신적인 것이 어떤 사회의 필요와 일치할 때조차도, 여전히 그것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관습적 단위(예컨대, 인치, 피트, 야드, 마
일 등)를 사용하는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변화를 이루는 것이 미국인들로
하여금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더 효율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미터법 채택에 저항해 왔다.
[풀이]
예시를 통해 빈칸을 완성해야 하는데, 문맥상 예시에서 빈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making such a change, 즉 자신들의 관습적 단위를 버리고 미터법을 채택하는 것
이므로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② ‘혁신적인 것’이다.
① 범주화 ③ 조사 ④ 관찰 ⑤ 설명서
[Words and Phrases]
come into contact 접촉하다
높이다
된

trait 특성

with advancing years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guarantee 보장, 확약, 보증서

하다

dye 염색약; 염색하다

resist 저항하다

elevate 올리다,

consistent 일치하는, 일관

interface with ~와 접촉[접속]

efficiently 효율적으로

32.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
좋음과 나쁨 사이의 몇 가지 구별은 우리의 생명 활동 안에 타고난다. 유아는 고통은
나쁘다고 반응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달콤함은 좋다고 반응할 준비가 된 채로 세상에
나온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좋음과 나쁨의 경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기준점
이며 당면한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추운 밤에 폭우에 부적절한 옷을 입고 옷이 흠뻑
젖은 채로 시골에서 바깥에 있다고 상상해 보라. 찌르는 듯한 차가운 바람으로 고통
이 극에 달한다. 주변을 서성이다가 격렬한 악천후로부터 어떤 피난처를 제공하는 커
다란 바위를 발견한다. 생물학자인 Michel Cabanac은 그 순간의 경험을 대단히 즐
겁다고 보곤 했는데, 즐거움이 보통 그렇듯이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상황에 대한 상당
한 개선의 방향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즐거운 안도는 아주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고, 여러분은 곧 바위 뒤에서 다시 몸을 떨고 있게 될 것이며,
새로워진 고통에 의해 결국 더 좋은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다.
[풀이]
추운 밤 폭우에 옷이 흠뻑 젖은 채로 시골에서 바깥에 있으며, 차가운 바람으로 극도
의 고통을 느끼다가, 격렬한 악천후로부터 어떤 피난처를 제공하는 커다란 바위를 발
견하면, 생물학자인 Michel Cabanac은 그 순간의 경험을 대단히 즐겁다고 보았다.
따라서 빈칸에는 그 경험을 즐겁다고 보게 되는 이유가 와야 적절한데 피난처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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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위를 보게 되는 그 경험은 한 생물로서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약간의 개
선이 되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생물학적으로 상황에 대한
상당한 개선’이다.
① 상황적 요구에 대한 영구적 정서 적응
② 신체적 고통을 통한 자의식 강화
④ 바람직한 상황과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의 공정한 판단
⑤ 정서 안정을 위해 정신적으로 예정된 성향
[Words and Phrases]
distinction 구별
물학

boundary 경계, 분계선

당면한, 즉각적인
한

hardwired 타고난, 굳어진, 고정된

reference point (계측·평가의) 기준점

inadequately 부적절하게

elements 악천후

우 등의) 격렬, 맹위

biology 생명 활동[작용], 생

misery 고통, 빈곤

immediate

soak 흠뻑 적시다 stinging 찌르는 듯

shelter 피난처, 안식처

intensely 대단히, 강렬하게

fury (전쟁·폭풍

indicate 보여주다, 가리키다

direction 방향, 지도

relief 안도, 안심

renewed 새로워진

adjustment 적응, 조정

enhance 강화하다

impartially 공정하게

suffering 고통

33.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
종자 개량을 위한 연구 개발은 오랫동안 공익을 위한 공공 영역이자 정부의 활동이었
다. 그러나 개인 자본이 종자 생산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고 경제의 한 부문으로서
그것(종자 생산)을 인수하여, 종자의 특성의 두 가지 측면, 즉 생산의 수단으로서의
종자의 역할과 생산물로서의 종자의 역할, 사이를 인위적으로 나누게 되었다. 이 과정
은 1920년대 말에 옥수수의 잡종 번식 발명 이후 속도를 얻었다. 오늘날 재배되는 대
부분의 옥수수는 잡종이다. 그것들을 파는 회사들은 농부들로부터 뚜렷한 부모 계통
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들이 생산하는 곡물은 종자용으로 보관했다가 다시 심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 결합은 농부들이 계절마다 그 회사로부터 더 많은 종자를 사야
하도록 보장해준다. 1990년대에 유일한 지적 재산권 도구인 특허법이 종자 변종의 영
역까지 확장되면서 개인 종자 회사를 위한 시장은 더 커지기 시작했다.
[풀이]
농부들이 종자 회사가 판매하는 종자로 농사를 짓게 되면, 수확한 곡물을 씨앗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또다시 회사로부터 종자를 구매해야 한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
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절마다 그 회사로부터 더 많은 종자를 사야 하도록’
이다.
② 이전보다 더 많은 화학 비료를 사용하도록
③ 자신들의 식품 생산품을 위한 시장을 개척하도록
④ 식품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⑤ 시골 공동체 유지를 위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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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and Phrases]
seed 종자, 씨앗
을 인수하다
번식

common good 공익

sector 부문, 영역

capital 자본

split 나눔, 분열, 분할

cultivate 재배하다, 경작하다

적절한
장

domain 영역

distinct 뚜렷한

combination 결합, 배합, 조합

take over ~

hybrid 잡종

breeding

grain 곡물, 알갱이

guarantee 보장하다

suited

extension 확장, 연

patent 특허 variety 변종 pioneer 개척하다 rural 시골의

34.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
Walt Whitman이 ‘Leaves of Grass’를 쓰기 오래전에, 시인들은 명성에 주의를 기
울였다. Horace, Petrarch, Shakespeare, Milton, 그리고 Keats는 모두 시의 위대
함이 자신들에게 일종의 세속적 불멸을 부여해주기를 바랐다. Whitman도 수 세기
동안 세상이 자신의 시를 가치 있게 여길 것이라는 비슷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
나 지면 위에서 영원히 살아남고자 하는 이 고대의 열망에다 그는 명성에 대한 새로
운 의미를 추가했다. 독자들이 단순히 시인의 작품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의 인격적인 위대함에도 이끌릴 것이었다. 그들은 그의 시에서 고동치는 문화적 공
연, 즉 엄청난 카리스마와 호소력을 갖고 한 개인이 책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었다. Jackson주의 미국을 특징지었던 정치 집회와 선거 행진에서 Whitman
은 군중과 관련하여 시적 명성을 정의했다. 다른 시인들은 시의 여신으로부터 자신들
의 영감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Whitman(이 생각하는) 시인(상)은 자신의 동시대인으
로부터의 인정을 추구했다. 미국 민주주의의 불안정 속에 명성은 인기도, 즉 사람들이
그 시인과 그의 작품을 기뻐하는 정도에 의해 좌우될 것이었다.
[풀이]
Whitman은 시인의 명성은 단순히 훌륭한 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중들이 시인과 시
인의 시를 함께 기뻐하는 정도, 즉 대중에 의한 인기도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했으
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자신의 동시대인으로부터의 인정’이
다.
① 대중의 관심으로부터의 도피
② 정치적 혼돈으로부터의 시적 순수성
③ 문학 그 자체 속에서의 불멸성
⑤ 정치적 유명인사와의 명성
[Words and Phrases]
address oneself to ∼에 주의를 기울이다
인, 현세의

attend to ~에 주의하다

구치다, 튀어 오르다
electoral 선거의
인기도, 명성

appeal 호소력, 매력

inspiration 영감

rejoice 기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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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ly 세속적

vibrant 고동치는, 활력이 넘치는

tremendous 엄청난

mark 특징짓다

grant 부여하다, 주다

spring 솟

rally 집회, 모임

instability 불안정

celebrity

35.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해석]
살면서 의도적인 변화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은 더 뚱뚱해지고, 주름살이 늘어나고, 그리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것이다. (B) 그러
나 그들은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삶이 쉽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방식의 머리를 하
고, 똑같은 상표의 신발을 사고, 똑같은 아침을 먹으며 판에 박힌 일상을 고수한다.
하지만 연구와 실제 삶이 모두 보여 주듯이, 다른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중요한 변화
를 한다. (A) 그들은 마라톤을 위해 훈련을 하고, 담배를 끊고, 분야를 바꾸고, 희곡
을 쓰고, 기타를 배우고, 또는 살면서 전에 한 번도 춤을 춰 본 적이 없다고 해도 탱
고를 배운다. 이 두 집단의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이는 무엇인가? (C) 그것은 그들의
시각이다. 변화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가능한지를 묻지 않으며 변화할 수 없는 이유를
찾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결정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데 필요
한 것을 한다. 항상 확고한 결심에서 생겨나는 변화는 최우선이 된다.
[풀이]
주어진 글은 변화를 원치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뚱뚱해지고, 주름살이 늘어나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언급한다. 이 뒤에는, 그러나 그들은 이를 바
꾸려 시도하지 않고 판에 박힌 일상을 고수한다는 (B)의 첫 문장이 이어져야 한다. 그
리고 (B)의 두 번째 문장인 다른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중요한 변화를 한다는 내용에
이어 그 변화의 예시를 보여주는 (A)가 와야 하며, (A)의 마지막 문장인 “이 두 집단
의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C)가 이어져야
하므로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B)-(A)-(C)’이다.
[Words and Phrases]
intentional 의도적인

stick to ~을 고수하다

reason other than ~라는 이유만으로
take up ~을 배우다, 시작하다

routine 판에 박힌 일상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accomplish 성취하다

for no

switch 바꾸다

stem from ~에서 생기다

firm 확고한 job number one 최우선, 가장 중요한 것
36. [출제 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해석]
때때로 처벌이 몇 번 가해진 후에는 그것(처벌)이 계속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처벌하겠다고 단순히 위협만 해도 바라는 행동을 끌어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C)
당사자가 처벌 결과의 가능성을 피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므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회피 훈련이라고 부른다. 일상의 많은 행동이 회피 훈련에 기인한다. 그것(회피 훈련)
때문에 여러분은 비가 올 것 같으면 젖게 되는 처벌을 피하고자 우산을 가져가고, 화
상의 처벌을 피하고자 뜨거운 다리미에서 손을 멀리하는 법을 배웠다. (A) 그러나 회
피 훈련이 항상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학에서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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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 (학업) 성취로 반복해서 야단을 맞은 아이는 더 심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어려
운 수학 문제를 요리조리 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B) 불행하게도 이러한 회
피 때문에 그 아이는 자신의 수학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따라서 자신이 갖춘 능
력을 개선하지 못하게 되며, 그래서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회피는 수학에서의 몇 가지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그것을) 배우지 않
았던 상태로 되돌려져야 한다.
[풀이] 처벌이 몇 번 반복되면 처벌하겠다는 위협만으로도 바라는 행동을 끌어낼 수
있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는 이런 행동에 대한 최초의 정의를 내리는 (C)가 와야 하
며, 이런 행동이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있다는 (C)의 두 번째 문장 다음에는 이와 대
조를 이루는 (A)가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피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한 아이(a child)에 대한 (A)의 두 번째 문장 다음에 그 아
이(the child)가 이로 인해 겪게 되는 수학 공부의 악순환과 그 악순환의 해결 방법
이 제시된 (B)가 와야 한다. 그러므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④ ‘(C)-(A)-(B)’이다.
[Words and Phrases]
administer 가하다, 주다, 관리하다
dodge 요리조리 피하다, 홱 피하다
시작되다

induce 끌어내다, 야기하다
capability 능력

unlearn 배우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리다

avoidance 회피

vicious cycle 악순환
consequence 결과

set in

burn 화

상
37. [출제 의도] 주어진 문장 넣기
[해석]
여러분이 어렸고 어른들은 무한한 힘을 가졌다고 상상하던 때를 기억하는가? 분명 자
동차를 운전하고, 주스 용기를 열고, 개수대에 손이 닿을 수 있는 사람은 비를 그치
게 할 수 있을 것이었다. 개와 냄새를 맡는 그들의 능력에 관해서도 우리는 똑같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들이 코를 사용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우
리는 그들이 어느 때건 뭐든지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 그렇지만 개들은 다
른 감각도 사용하고, 인간과 개 양쪽 모두의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감각을 증강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주인이 머리 모양을 새로 하거나 새 코트를 입고 집에 돌아왔다가
개가 달려든 적이 있다. 낯선 검은 윤곽이 집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
라, 이 개들은 코 대신 눈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의 코가 뛰어날 수 있지만, 늘 켜
져 있는(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풀이] 주어진 문장은 개가 주인에게 달려든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주인이 새
로운 머리 모양이나 새로운 코트를 입고 나타났다가 개가 달려든 적이 있다는 내용
다음에 이어져야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⑤이다.
[Words and Phr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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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houette 검은 윤곽, 실루엣

infinite 무한한

expectation 기대

to ~에 관하여

assume 추정하다

intensify 증강하다

덥석 물려하다

hairdo 머리 모양

remarkable 뛰어난, 놀라운

with respect

snap at ~에 달려들다, ~을
switch on (스위치

를) 켜다
38. [출제의도] 주어진 문장 넣기
[해석]
음식과 거처에 필요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돈은 목적에 대한 수단에
불과하다. 하지만 아주 흔히 우리는 수단을 목적과 혼동하여 돈(수단)을 위해서 행복
(목적)을 희생한다. 우리 사회에서 아주 흔히 그렇듯이, 물질적 부유함이 궁극적인 목
적의 위치로 높여질 때에 이렇게 하기 쉽다. 이것은 물질적 부의 축적과 생산이 그것
자체로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물질적 풍요는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
이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재정적 안정은 우리가 의
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로부터 그리고 다음 번 월급에 대해서 걱정해야 하는 것
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다. 더욱이,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에게
도전 정신을 심어 주고 영감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있는 것은 돈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잠재적으로 더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물질적 부유함이 본질적으로 그리고 그 자체로서 의미를 만들어 내거나 감
정적인 풍요로움을 반드시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있는 것은 돈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잠재적으로
더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라는 뜻의 주어진 문장은 부를
축적하고 생산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나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예시들 뒤인 ⑤번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confuse ~ with ... ~을 …과 혼동하다

elevate 들어 올리다

ultimate 궁극적인

accumulation 축적, 쌓음
39. [출제의도]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해석]
음식 섭취는 모든 생물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상했거나 독이 있는 음식을 감지
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음식의 질을 분석하기 위
해 자신의 모든 오감을 사용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 음식 재료의 가치에 대한 최초의
판단은 그것의 외관과 냄새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매력적으로 보이고 냄새도 매혹적
인 음식은 입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특정한 음식의 가치는 비타민, 미네랄, 칼로리의
수준에 근거하여 그것이 얼마나 좋으냐에 대한 평가이다.) 여기에서 단지 미각에만 국
한되지 않고, 후각, 촉각, 그리고 청각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감각 분석을 토대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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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섭취나 거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 빈번히, 이러한 서로 다른 감각 간
의 복합적 상호작용은 여러 가지 감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향미 지각으로 불리는 편이
더 낫겠지만, 부적절하게도 ‘맛’이라 불린다.
[풀이]
인간의 생존에 중요한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그것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이 전체 글의 흐름
이다. 특정한 음식의 가치는 비타민, 미네랄, 칼로리의 수준에 근거하여 그것이 얼마
나 좋으냐에 대한 평가라는 내용의 ③번 문장은 이러한 전체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다.
[Words and Phrases]
toxic 유독성의

estimation 평가, 판단

sensory 감각의

40. [출제의도] 요약문 완성하기
[해석]
업무 수행은 개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업무 수행에 미친 영향보다는 평가를 받는
개인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의 측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판단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
의 업무 수행을 억제하는 때로 경제적 성격을 띠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예가 매출액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경제적 경기 침체가 있
어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전 해와 동일한 빈도로 구매되지 않고 있다면, 매출액이
예를 들어 평균 15%만큼 감소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15%(사실은 –15%) 수치는
‘평균’ 업무 수행을 나타낼 것이다. 아마도 그 해의 가장 우수한 영업사원은 이전 해
에 비해서 매출액이 3%만 감소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훌륭한’ 업무
수행이란 어떤 평균 혹은 기준 집단과 비교했을 때 더 적은 양의 감소를 말한다.
→ 업무 수행 평가에 있어서 우리는 수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개인의 업무 수행에 영
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풀이]
개인의 업무 수행 실적을 평가할 때에 단순히 그 수치만을 보기보다는 업무를 수행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요약문의 빈칸 (A), (B)에
는 각각 contextual(상황적인)과 rely on(의존하다)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상황적인 - 제쳐놓다
③ 통제할 수 있는 - 제쳐놓다
④ 긍정적인 - 무시하다
⑤ 긍정적인 - 의존하다
[Words and Phrases]
in terms of ~의 면에서

downturn (경기) 침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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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 group 기준 집단, 준거 집

[41~42]
[해석]
우리는 아무런 알려진 실용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과학을 기초 과학 혹은 기초 연구
로 기술할 수 있다. 목성과 같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탐사는 기초 과학으로 불릴 것
이며, 기초 과학은 아무런 알려진 실용적 용도를 지니지 않으므로 노력과 비용을 들
일만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기 쉽다. 물론, 문제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을 때까지
는 그 지식이 쓸모가 있을 것인지를 알아낼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다. 19세기
중반에 Victoria 여왕이 물리학자인 Michael Faraday에게 전기와 자성에 관한 그의
실험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는 대답하기를, “여왕님, 아기는 무슨
도움이 됩니까?”라고 했다. 물론 Faraday의 실험은 전자 시대의 시작이 되었다. 우
리의 세상을 채우고 있는 많은 과학적 지식의 실용적 사용―트랜지스터, 백신, 플라스
틱―은 기초 연구로 시작되었다. 기초 과학 연구는 기술과 공학에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서 사용하는 원료를 제공한다.
기초 과학 연구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쓰임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매우 중요
한 것이어서 그것을 단순히 기능적인 것으로 언급하는 것은 모욕적인 말처럼 들린다.
과학은 자연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우리가 자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더 많이
학습함에 따라 우리는 이 우주 안에서의 우리의 존재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외부 세계에 대한 우주탐사기로부터 우리가 얻는
비현실적인 지식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의 행성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자연의 체
계 안에서의 우리 자신의 역할에 대해 알려준다. 과학은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
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며, 그러한 지식은 가치를 넘어서는 것이다.
41. [출제 의도] 제목 파악
[풀이]
기초 과학과 기초 연구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쓴 글이다. 이러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초 과학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는가?’이다.
② 기초 과학 연구자들의 위기
③ 과학과 기술의 공동 목표
④ 기술: 기초 과학의 궁극적인 목표
⑤ Michael Faraday, 전자 시대의 개척자!
42. [출제 의도] 빈칸 추론
[풀이]
외부 세계에 대한 우주탐사기로부터의 지식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것이 우주 안에서의 인간 존재의 의미와 자연 체계 내에서의 인간의 역할 등에 대해
말해준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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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현실적인’이다.
① 적용되는
③ 부정확한
④ 값을 매길 수 없는
⑤ 지략이 풍부한
[Words and Phrases]
physicist 물리학자 magnetism 자성, 자력 engineering 공학 scheme 체계, 계획

[43~45]
[해석]
(A) 한낮의 태양은 빛났다. 고등학교 운동장은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을 입고 즐거운
사진사들을 위해 포즈를 취하는,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축하, 포옹,
그리고 웃음이 전파되었다. Hannah는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의 삶의 일부였던 모든
친숙한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곧 그녀의 어머니가 그들과 합류할 것이었다. 그녀는 불
안해하는 많은 신입생들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이 그 똑같은 곳에 서 있었던 학교에서
의 첫날을 기억해 냈는데, 그들 중 몇 명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되었다.
(D) 그날은 마치 불가사의한 뭔가가 앞에 있는 것처럼 평소와 달리 안개가 자욱했다.
Hannah는 긴장하고 떨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은 고등학교 생활의 도전과 스릴에 대
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힘차게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집중할 수가 없었다. 후
에 키가 크고 엄격해 보이는 남자가 자기 자신을 그녀의 담임선생님으로 소개했다.
교실은 낡았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마음을 끌어 당겼다. Hannah는 창가 자리를 원했
지만 복도 쪽 다섯 번째 줄에 앉았다. 고등학교 생활은 교장 선생님이 예측했던 대로
도전적이라는 것이 곧 드러났다.
(C) Hannah는 그 많은 수업 시간, 끝없는 과제, 그리고 시험과 씨름했다. 하지만, 운
동회 날과 학교 축제처럼 신나는 사건도 있었다.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두 번째 해를
잊을 수 있겠는가! 선풍적인 공연의 일환으로 그녀는 축제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그 후에 그녀는 자신감이 더 생기고 활동적이 되었다. 그녀의
생각이 떠도는 사이에 Hannah는 어렴풋이 자신의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자
여기 있어!” 그녀의 어머니가 서둘러 그녀에게 백합과 장미로 된 한 다발을 주고 강
한 포옹을 해 주었다.
(B) “Hannah야, 너 아주 심각해 보여. 무엇에 대해 생각하고 있니?” “아, 엄마, 그
저, 아시잖아요.” 그녀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넌 이곳을 그리워할 거야, 그렇지
않니?” Hannah는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저쪽으로 서서... 그리고 미소를 지으렴,
Hannah야. 넌 아주 예쁘게 잘 미소를 짓잖아.”라고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서둘러 꺼내, 줌 렌즈로 자신의 딸을 서서히 확대하고서, 자신이
한 어린 숙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넌 다 컸구나.”라고 그녀는
속삭였다. Hannah는 학교 정원에서 선생님들과 사진을 더 찍었다. 그녀는 모든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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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자신의 마음속에 영원히 머물기를 바랐다.
43.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
[풀이]
주인공인 Hannah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입학식 때를 회상하는 내용의 글이다.
(A)에서 곧 Hannah의 어머니가 올 거라고 기술하고, Hannah는 입학식 날을 기억해
낸다. 다음으로 (D)의 첫 문장에 나오는 That day가 (A)에 나온 the first day of
school을 가리키고, (D)에서 입학식 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기술한다. 그리고 (C)에
서 마침내 어머니가 온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B)에서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하면
서 선생님들과 사진을 찍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적절한 순서는 (D)-(C)-(B)이므로
⑤가 정답이다.
44. [출제의도] 지칭 추론
[풀이]
(b)는 Hannah의 어머니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Hannah를 가리키므로 ②가 정답
이다.
45. [출제의도] 내용 불일치
[풀이]
(D)의 후반부의 Hannah was seated ~ a window seat.이라는 문장을 통해
Hannah는 창가 자리를 원했지만 복도 쪽 다섯 번째 줄에 앉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
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Words and Phrases]
glorious 빛나는
anxious 불안한
적인

contagious 전파하는

recall 기억해 내다

zoom in on (줌 렌즈로) ~을 서서히 확대하다

performance 공연

vaguely 어렴풋이
정돈된

fancy 화려한

confident 자신감 있는

bundle 다발, 묶음

hallway 복도

tremble 떨다

predict 예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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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ational 선풍

wander (정처 없이) 떠돌다
energetically 힘차게

ne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