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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소 추론                     정답 ①

Captain Sim: 제가 무엇을 해 드릴까요, 아

가씨?

Sonya: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앞으로 제 삶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

고, 제 한 친구가 이곳에 와보라고 추천해 줬

어요.

Captain Sim: 현명한 결정이에요. 우리는 당신과 같

은 똑똑한 젊은이들에게 훌륭한 직업 선택들

을 제시해 준답니다. 당신은 어떤 분야를 고

려하고 있나요?

Sonya: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조언해 주시면 감

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Captain Sim: 음, 그러면 눈을 감고, 당신 스스로가 자

랑스럽게 제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모습

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거센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것이 상상이 되나요, 드

넓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나요, 아니면 이국적

인 외국 땅을 횡단하고 있나요?

Sonya: 음... 제 생각엔 하늘을 나는 것이 멋지게 들

리는 것 같아요.

Captain Sim: 그렇다면, 제가 당신에게 우리 공군 안

내책자를 보여 드릴게요.

‧ exotic: 이국적인

‧ traverse: 가로지르다

‧ soar: 솟아오르다

Sonya의 미래 진로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Captain Sim이 육군, 해군, 공군의 분야를 설명하는 것

으로 보아, 현재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①이 가장 적

절하다.

2.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②

Mr. Perez: 당신과 잠깐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Mrs. Perez: 그럼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Mr. Perez: 나 오늘 승진을 제안 받았어요. 이건 굉  

장한 기회이고 나는 흥분돼요, 하지만 그 말

은 몇 년간 스웨덴으로 전근을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Mrs. Perez: 와! 하지만...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일  

을 그만두어야 되겠네요. 게다가, 제가 어떻게  

그곳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죠? 저는 그곳 

언어도 모르는데요.

Mr. Perez: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냐하면 승진은 높은 임금 인상을 동반해서 당

신은 일을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Mrs. Perez: 우리가 정말 우리 집과 친구들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어요. 

‧ promotion: 승진

‧ transfer: 전근가다

‧ pay raise: 임금 인상

 ☞ Mr. Perez가 승진을 하여 스웨덴으로 전근을 가게 된다

고 말하자 Mrs. Perez는 자신도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

는 게 아니냐고 말하고 있으므로, ②는 사실이 아닌 정보

이다.

3.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문장 고르기           정답 ④

Mrs. Won: 드디어 와주셨군요, 감사해요! 제가 3일   

동안 전화 드렸다고요!

Frank: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위 때문에,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에어컨을 서비스 받아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 내내 12시간 일하고 

있어요.

Mrs. Won: 이해해요. 하지만 저희 가족하고 저는 여 

기서 푹푹 쪘어요.

Frank: 음, 그럼 이걸 고치고, 가능한 한 빨리 여러분  

을 시원하게 해 드릴게요. 무엇이 문제인 것 

같나요?

Mrs. Won: 에어컨을 켜면, 뜨거운 바람만 불어요.

Frank: 그거라면 간단하게 고치겠네요. 아마도 프레온 

가스를 다시 채우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새는 

곳이 없다면, 지금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Mrs Won: 잘됐네요. 하지만 빨리 해 주세요. 저 녹을 

것 같아요.

‧ heat wave: 열파

‧ in no time: 즉시, 곧

   영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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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 수리하러 오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

서 사과를 해야 하므로 첫 번째 빈칸에는 (d)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Mrs. Won이 냉방기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기 전에 문제점을 물어보아야 하므로 두 번째 빈칸에

는 (a)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간단히 프레온 가스만 

채우면 즉시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Frank 씨의 대

화로 미루어 보아 세 번째 빈칸에는 (c)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4. 관계 추론                                   정답 ①

Woman: 지금 제가 문제가 생겨서 당신의 도움이 필

요해 이렇게 전화 드려요.

Man: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

Woman: 저는 지금 체포되었어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저를 회사에서 무언가를 훔쳤다고 신고하셨거

든요. 지금 경찰이 제게 법원에 가야 한다고 말

하네요.

Man: 자초지종을 말해보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빼놓

지 말고요.

Woman: 저는 아무것도 안했어요. 그건 큰 오해였어

요. 저는 단지 돈을 빌렸고, 그것을 다시 갚으

려고 했단 말이에요.

Man: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하지

만 만약 제가 법원에서 당신을 제대로 변호하

려면, 우리는 만나서 대화를 나눠봐야 할 것 같

아요.

‧ in need of ~: ~을 필요로 하다

‧ in a court of law: 법원에서

☞ 여자는 절도혐의로 체포되어 법원에 서야 하는 상황에서 

남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 여자를 대표하여 법원에

서 변호를 해 줄 수 있는 남자의 직업은 변호사이므로, 

두 사람의 관계는 ①이 적절하다.  

5.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문장 고르기          정답 ⑤   

Sam's Teacher: 오늘 학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

려요.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Sam이 약간 걱정됩니다.

Sam's Dad: 말씀을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가 무

슨 잘못을 했나요?

Sam's Teacher: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단지 최근에 

산만하고,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요. 학기 초에는, 제일 잘하는 학생들 중 한 

명이였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그는 숙제도 늦

고, 점수도 떨어지고, 그리고 반 친구들과도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나요?

Sam's Dad: 그거 정말 이상하네요. 전 항상 그가 학

교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사실, 가족들과도 잘 지

내거든요.

Sam's Teach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distracted: 산만한

☞ 학기 초에는 우수한 학생이었던 Sam이 최근 숙제도 늦

게 제출하고 성적도 떨어지고 같은 반 친구들과 교우관

계에도 문제가 생기자, 담임선생님은 Sam의 아버지를 

불러 집안에 문제가 있나를 묻자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이와 같은 태도가 지속될 경

우 Sam이 겪게 될 결과를 설명하는 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6. 상황 묘사하기                              정답 ①   

Bobby: 저 지루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스마트폰으

로 게임해도 되요?

Grandpa: 그런 게임들은 시간과 에너지 낭비란다. 밖

에 나가서 노는 게 어떠니? 오늘 정말 멋진 

날이구나.

Bobby: 하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엄마

랑 아빠는 여행에서 언제쯤 돌아오세요?

Grandpa: 밖에는 온통 탐험해 볼거리들로 가득하단

다. 내가 어렸을 때는, 해가 떠서 해가 질 때

까지 밖에서 놀았단다. 나는 스마트폰이나 비

디오게임들 없이도 항상 재미있게 놀 방법을 

찾아냈었지. 우리는 일주일 더 함께 있어야 

하니까, 재미있게 놀 방법들을 찾아보자꾸나.

Bobby: 밖에 나가서 저와 함께 노실래요?

Grandpa: 당연하지. 자, 가자.

‧ from sunrise to sunset: 해가 떠서부터 질 때까지

☞ Bobby의 부모님은 여행을 떠난 상태이고, Bobby는 부

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할아버지와 같이 지내고 있는 

상황이다. Bobby에게 스마트폰 게임보다는 밖에서 즐기

는 놀 거리를 권유하는 할아버지의 태도로 보아,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한 문장은 ①이다.

7.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 찾기             정답 ③

기억은 쉽게 조작될 수 있어서,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다. 유명한 사례는 스위

스의 심리학자인 Jean Piaget와 같은 유명인사에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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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평생 동안, Piaget은 종종 그의 유년기 초

의 사건의 생생한 기억을 이야기했다. 어느 날, 그의 유

모가 그를 유모차에 태워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한 남자

가 Piaget을 납치하려고 덤불속에서 뛰어 나왔다. 그 남

자는 유모와 투쟁했고, 유모가 성공적으로 그와 몸싸움

을 벌였고 그를 제압했지만, 이미 그가 그녀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후였다. 그 두려운 사건에 대한 Piaget의 

기억은 정교하게 자세했다. 그는 그 당시의 장면의 사람

들의 얼굴들, 경찰관의 제복, 그의 유모의 얼굴에 난 상

처들, 그리고 그 공격이 일어난 정확한 장소까지도 모두 

다 기억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iaget과 그의 가족

이 나중에 알게 된 것처럼,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었

다. 몇 년이 지나고, 그 유모는 Piaget의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썼고, 상처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야기를 다 지어

냈다고 고백했다.

‧ fabricated: 허구의

‧ nanny: 유모

‧ inflict: ~을 가하다, 주다

, ➁, ④, ➄는 Jean piaget을 가리키고, ③은 납치를 

시도했던 괴한을 가리킨다.

8. 무관한 문장 찾기                            정답 ③   

Muhammad Ali는 평범한 방식으로 싸우는 것을 거부

했다. Ali의 스타일은 거의 모든 방식에서 그 당시의 복

싱의 현명함을 위반했지만, 이러한 독특한 스타일은 정

확하게 그를 전설적인 복서로 만들어 준 것이었다. 어린

아이일 때나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행동의 특정한 규

칙들과 일하는 방식들을 따르라고 배우고, 남들과 다른 

것은 사회적인 대가를 치른다고 배운다. 하지만 맹목적

으로 순응하는 것은 더 큰 대가가 따르는데, 우리는 우

리의 개성과 진정으로 우리 자신만의 방식에서 나오는 

힘을 잃게 된다. (사회적인 규약들을 따르는 것은 안전

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근본적인 원칙을 형성

한다.) 진정으로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방법은, 그 누구

도 모방하지 않고, 당신의 리듬에 맞추어 싸우고 일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특성이 믿을 만하다면, 그것은 당

신에게 주목과 존경 ― 대중이 항상 틀에 얽매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은 것에 갖게 되는 종류의 ― 을 가져다 줄 

것이다.

‧ run counter to: 거스르다, 위반하다

‧ unconventional: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 conform: 따르다

‧ authentically: 확실하게  

‧ convention: 규약

‧ ground-work: 원칙

‧ peculiarity: 특성, 별난 태도[습성]

☞ 정해진 틀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과 개성을 찾아 나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글의 주제와는 다르게 ③은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9. 무관한 문장 찾기                             정답 ②

문자메시지의 영향을 연구하는 발달 심리학자들은 

특히 젊은이들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대인관계 기술들이 아직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

문이다. 아이들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들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휴대장치에 손을 댔을 때 이미 안

정적인 사회 독립체들이었다. (게다가 그들의 얼굴과 얼

굴을 마주보고 하는 대화 능력은 문자메시지에 의존하

고 난 후에 눈에 띄게 감소했다.) 하지만 MIT의 대인관

계 발달 연구자인 Sherry Turkle에 따르면, 이것은 아이

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 지나치게 문자메시지에 의존하면, 

아이들은 마주보고 대화하는 능력들을 발달시킬 수 없

다고 믿는다. 이것은 또한 그들이 생각하고, 추론하고, 

자아를 성찰하는 기술들을 배우는 것을 막을 수 도 있는

데, 이 기술들은 언어로 하는 대화에서의 충분한 경험 

없이는 습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 developmental psychologist: 발달 심리학자

‧ interpersonal: 대인관계의

‧ entity: 독립체

‧ extensive: 아주 넓은

☞ 위 글은 문자메시지가 아이들에게 끼칠 수 있는 안 좋은 

영향들을 주제로 한 글이다. ②에서 말하고 있는 'their'

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므로 전체 글의 내용과 무

관하다.

10. 요지 추론                                 정답 ②   

Katrina는 지속적인 텔레비전 보도를 동반하며 미국

을 강타한 첫 번째 허리케인이었다. 사회과학적인 용어

로, 텔레비전은 청중들과 의사결정자들이 Katrina를 이

해하게 된 의미의 틀을 구성했다. 해안을 따라 살고 있

는 누군가에게는, Katrina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은 아마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Dauphin 섬, Biloxi 

만, 세인트루이스, 또는 Bourbon가의 바에 있었다면, 

그 폭풍우는 약간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붑

에게 있어서, 폭풍우의 현실은 텔레비전의 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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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심지어 전력을 잃은 “희생자”들에게도, 만

약 그 전력이 되돌아온다면, 커피포트와 텔레비전이 다

시 켜질 최초의 가전제품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들은 매체에 의해 제공된 정보의 맥락 안

에서 이해되고 확실시 될 것이다.

‧ accompaniment: 동반되는 것

‧ coverage: 보도 

‧ appliance: 가전제품

위 글은 Katrina라는 허리케인을 통하여 현대의 자연재

해는 텔레비전의 보도를 통해 이해되고 정보를 얻게 된

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번이다.

11. 어법상 틀린 곳 찾기                       정답 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하는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의 

위험을 수반하는데,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다른 사람들

에게 당신 자신의 이야기, 당신의 역할, 상황, 그리고 그

들이 거부할 수 있는 다른 것들에 대한 진술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의 분위기는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이 포함되느냐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기에 얼마

나 안전한가에 기초를 두고 행동한다. 만약 당신이 안전

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방어적인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선생님이 계속해서 공개

적으로 문제들을 토론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이 말하면 그들의 의견을 

비난하거나 비웃는 수업에 있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공

개적으로 빈정거림으로 인해 차단되는 것은 편안한 것

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당신은 분위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재빠르

게 알게 된다. 당신의 의사소통은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된 반어적인 전략을 취하게 된다.

‧ climate: 분위기

‧ shoot down: 맹비난하다

‧ sarcasm: 빈정거림

☞ ⑤에서 주어인 ‘Your communication’과 동사인 ‘takes 

on’이 있으므로, 동사가 포함된 ‘are designed’는 동사

를 제외하고 분사인 ‘designed’로 고쳐야 한다.

12. 어법상 틀린 곳 찾기                        정답 ⑤

과학의 탐구는 많은 업적과 고통을 봐왔다. 그것들은 

보통 같이 갔으며 과학에 대한 믿음의 역할을 동일하게 

잘 증명해 주었다. 최초의 중요한 성공은 Copernicus의 

행성의 질서에 대한 개요이다. 그는 태양의 중심의 주장

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그

는 자연에 대한 그의 신념으로 물리적인 증거에서 부족

한 것들을 보충했다. 자연은 창조주의 수작업 작품이라

는 그의 믿음으로부터, 그는 손쉽게 자연이 간단하는 결

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의 행성 체계는 Ptolemy의 행성 

체계보다 행성의 움직임을 잘 예측할 수는 없었다. 

Copernicus의 가장 매력적인 증거는 행성의 새로운 질

서의 수학적인 단순함에 있다. 그것은 용감한 관점이고, 

그는 사람들이 불신으로 그들의 고개를 저음에도 불구

하고 그것을 고수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실험적인 방법

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Galileo는, Copernicus를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했다.: 그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 quest: 탐구

‧ triumph: 업적, 대성공

‧ agony: 고통

‧ planetary: 행성의

‧ heliocentric: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 proposition: 제의, 문제

‧ cling to: ~을 고수하다

☞ ⑤에서 주어인 Galileo는 있지만 동사가 없다. 따라서 ‘to 

praise’는 동사 형태인 ‘praised’로 고쳐야 한다.

13. 어법에 맞는 표현 고르기                    정답 ④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범위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배터리의 무게이다. 더 강력

한 배터리들은 자동차를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게 해 주

지만, 그들은 또한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문, 후드,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곳에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돌파구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몇몇 조사자들은 이미 원조의 

전기 자동차들로 트렁크 바닥에 에너지를 저장하여, 추

가의 에너지 저장이 배터리의 무게를 15퍼센트로 줄일 

수 있는 실험을 시작했다. 결국, 만약 이러한 새로운 기

술이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효율성에 도달한다면, 

이와 같은 종류의 차들은 천장이나 문처럼 배터리가 없

는 부분들에 족히 80마일은 달릴 수 있는 충분한 전기

를 저장할 수 있을 것이다.

‧ emerge: 드러나다, 알려지다

‧ breakthrough: 돌파구

‧ lithium ion: 리튬이온

☞ (A) 전치사 to에 대한 목적어가 필요하므로, incr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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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맞다. (B) 문맥상 ‘추가의 에너지 저장이 배터리 무

게를 15퍼센트 줄이는’ 것이므로, 능동 형태인 reduce가 

알맞다. (C) 차들 자체가 80마일은 달릴 수 있는 충분한 

전기를 저장할 수 있음을 말하므로, themselves가 알맞

다.

14. 어법에 맞는 표현 고르기                   정답 ②   

다음 글은 자각의 전형적인 연구를 대표한다. 23명의 

중간 위치의 매니저들은 철강 회사에서 운영하는 활동

들을 설명해 놓은 포괄적인 사례를 읽으라고 요구받았

다. 23명의 경영진 중 6명은 판매 분야에서 일했고, 5명

은 생산 분야, 4명은 회계 분야, 그리고 8명은 여러 가

지 종류의 기능들에서 일했다. 이러한 사례를 읽고 난 

후에, 각자의 경영진들은 새로운 회사의 사장이 가장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찾으라고 요구받았다. 

83%의 판매 경영진들은 판매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29%만이 그렇다고 이야기했다. 

비슷하게, 생산 분야의 경영진들은 생산 분야에 우선권

을 주었고, 회계 분야의 사람들은 회계 분야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했다. 이러한 결과는 참가자들이 이와 같은 

사례의 우선순위를 그 경영진들이 속한 실용적인 분야

들의 활동들과 목표로 이해했다는 결론을 가져왔다.

‧ perception: 자각, 지각

‧ comprehensive: 포괄적인

‧ operational: 운영의

‧ executive: 경영진

‧ miscellaneous: 여러 가지 종류의, 갖가지 잡다한

(A) case와 describe가 능동의 관계이므로 describing이 

알맞다. (B) 앞부분의 rated를 대신하는 대동사가 필요하

므로, did가 알맞다. (C) conclusion과 that 이하는 동격 

관계이다. 

15.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 고르기    정답 ③  

당신이 배우고 있는 것들에 세심하게 집중하지 않으

면 많은 배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집중은 기본적으로 

생각이다. 집중은 정신적인 일과 육체적인 일 둘 다를 

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학

교에서의 많은 실패가 낮은 지능이 아닌 낮은 집중 때문

인 것의 이유이다. 연구가들은 집중의 한 가지 적은 망

설임이라고 이야기한다. 언제 공부를 할지, 그리고 어떤 

과목을 먼저 공부할 것인지 결정짓지 못하는 것은 엄청

난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태

도를 제거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개인적인 문제들 또한 

집중을 방해한다. 만약 당신이 개인적인 문제에 사로잡

혀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지능을 잘 사용할 수 없을 것

이다. 당신이 당신의 문제점에 대해서 건설적인 행동을 

취하고 난 후에야, 당신은 더 잘 배우거나 행동할 수 있

는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 take place: 일어나다

‧ enhance: 높이다

‧ indecision: 망설임

‧ interfere: 간섭하다

‧ preoccupied: 사로잡힌

☞ 이 글은 집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망설임’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망설임은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③의 eliminate는 쓰임이 적절하지 않다.

16. 빈칸 추론      정답 ①

행동의 심리학적 영향력은 직선적인 것이 아니다. 하

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다른 것들과의 조직적인 

관계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음식이 기쁨의 원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24시간 하루 종일 먹는 것으로 행복

을 달성하지는 못한다. 식사는 우리의 행복의 수준을 높

이지만, 단지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5% 정도를 사용

할 때만 그렇다. 만약 우리가 하루의 100%를 먹으면서 

보낸다면, 음식은 재빨리 보답하는 것을 멈추게 된다. 

삶에 있어서 대부분의 다른 좋은 것들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정도의 휴식과 텔레비전 시청은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그 영향력은 부가적이지는 

않다. 보답이 줄어드는 시점이 빠르게 도달된다. 

‧ linear: 직선의

‧ systematic: 체계적인, 조직적인

‧ cease: 중단되다

‧ in small doses: 조금씩

‧ diminishing: 절감하는

☞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휴식을 취하고 텔레비전을 보

는 것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답의 영향력을 서서히 

줄어든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② ‘부가적인’이다.

17. 빈칸 추론 정답 ⑤  

지난 세기 동안, National Geographic 잡지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국경 밖에 있는 세계에 대한 이

미지와 정보를 얻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되었다. 

Nationa Geographic이 - 미국의 지리적인 것과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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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로운 것들과 야생동물들과 자연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우주 탐험과 바다 그리고 극지의 만년설에 대한 

기술-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글과 사진들

의 중요한 부분은 제 3세계의 민족들과 문화들에 대한 

궁금하고 외국적인 이미지에 바쳐진다. National 

Geographic은 그것이 그들의 직원들을 멀리 떨어진 사

람들과 장소의 이야기들과 사진들을 가져오게 하기 위

해서 탐험을 보낼 때 이러한 긴 전통 여행기에 위치하게 

된다. 그 사진들과 이야기들이 그들의 집의 사생활 속에 

있는 독자들에게 경이로움을 주는 동안, 그것은 사람들

을 그들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와의 접촉으로 이끈다.

‧ primary: 중요한

‧ border: 국경

‧ wildlife: 야생동물

‧ account of: ~때문에

‧ polar ice caps: 극지의 만년설

‧ exotic: 외국의

이 글은 National Geographic이라는 잡지를 통하여 독

자들이 세계의 다른 문화와 이야기, 사진들을 접할 수 있

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18. 빈칸 추론 정답 ②

5개의 경쟁 회사들이 모두 다 생산 비용을 낮추고 그

들 모두가 생산한 기준 제품의 판매 가격을 낮춘다고 생

각해 보자. 한 회사는 그 회사의 근로자의 월급을 낮춤

으로써 그것을 실행한다. 한 회사는 근로자들을 더 오래 

일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실행한다. 한 회사는 가난한 나

라로부터 더 낮은 가격의 재료들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실행한다. 한 회사는 몇몇의 근로자들을 로봇들

로 교체함으로써 그것을 실행한다. 한 회사는 다른 사람

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을 허락하

는 기계들 가운데 몇 가지의 기계들에 대한 개선을 함으

로써, 생산, 이익, 일, 또는 월급의 손실 없이 그것을 실

행한다. 어떤 변화가 가장 가치 있었는지를 물어보면, 

거의 어떤 누구도 처음 두 회사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아마 상황에 따라서이지만, 나머지 

세 회사에 대해서는 투표가 있을 수도 있다. 외국의 공

급 자재들이 잔혹하게 학대받는 노동력이나, 오염을 일

으키는 쓰레기들로 인하여 생산되었는가? 로봇에 의해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찾는 것에 의존할 수 

있겠는가? 향상된 기계를 발명한 개인이 그 기계에 특

허를 받아서, 다른 회사들이나 근로자들이 그 이익을 공

유할 수는 없는 것인가? 따라서 이러한 응답자들은 그 

문제를 고려할 때 익숙한 사회적인 가치들을 고려하게 

된다.

‧ exploited: 학대받는

‧ pollutant: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

☞ 위 글에 따르면 회사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사람들은 서

로가 갖고 있는 익숙한 그들의 가치 기준들을 생각한다

는 내용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② ‘익숙한 사회적인 가치들’이다.

19. 목적 추론                                  정답 ③

Hart 양에게,

100명이 넘는 지원자들을 검토하는 일을 완료하자마

자, 우리는 당신에게 우리가 당신의 이력서, 면접, 그리

고 시험 성적들에 깊은 감명을 받았음을 알려드리게 되

어서 기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지금 현재 ACME 컨설

팅 회사의 현재 모집 중인 다섯 가지의 직위 중 하나에 

선정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당신

은 즉시 6개월의, 월급을 받지 않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마치자마자, 당신은 이제 

모든 상여금 혜택들을 포함하는 모든 연봉을 받는 정직

원이 될 것입니다. 나라 전역에 존재하는 수많은 지사들 

가운데 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며, 또

는 여기 이 도시에 있는 우리 본사에 머무르셔도 됩니

다. 축하합니다, Hart 양! 아무리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당신의 결정을 저희에게 알려 주세요.

ACME 컨설팅 회사, 인사과

Cheryl Smith로부터

‧ applicant: 지원자

☞ ACME 컨설팅 회사에 지원한 Hart 양에게 합격을 통지하

면서 최종 결정은 이달 말까지 알려 달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20. 빈칸 추론 정답 ②  

유전자들은 순수한 정보이다. 즉, 어떠한 의미의 변

화 없이 암호화, 다시 암호화, 그리고 해독될 수 있는 정

보이다. 순수한 정보는 복제될 수 있고, 그리고 복제의 

정확성은 엄청난 것일 수 있다. 실제로, DNA의 특성들

은, 현대의 공학자들이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들과 경

쟁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복제된다. 그들은 시대를 

거쳐서 복제되며, 다양성을 소개시키기에 딱 충분한 가

끔의 오류만을 가진다. 이러한 다양성 중에, 세상에 더

욱더 많아지게 되는 암호화된 결합들은, 그것들이 해독

되고 몸 안에서 반응할 때, 그 몸들이 동일한 DNA 메시

지들을 보존하고 전파시키기 위해서 능동적인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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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 우리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의미하

는―프로그래밍 했던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재생산하도

록 프로그램 되어있는 생존 기계들이다. 다윈의 진화론

은 이제 순수한 암호의 수준에서 생존자들의 유물로 보

인다.

‧ encode: 암호화하다

‧ recode: 재암호화하다 

‧ decode: 해독하다

‧ occasional: 가끔의

‧ automatically: 자동으로

‧ propagate: 전파하다, 번식시키다, 유전시키다

‧ survival: 유물, 생존

‧ take steps to: ~의 조치를 취하다

☞ (A) DNA의 특성들은, 현대의 공학자들이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들과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복제된

다고 언급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복제의 정확성은 엄

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immense가 적절하다. 

(B) 앞 문장에  ‘DNA 메시지들을 보존하고 전파시킨다’

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재생산하다는 의미인 

reproduce가 적절하다. 

21.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연결어 추론         정답 ①

대체 에너지로의 이행은 화석 연료의 부족에 의해 자

극될 수는 없다. 수십 년 동안, 에너지 생산자들은 지속

적으로 새로운 화석연료의 매장지를 발견했고, 이전에

는 접근하기 너무 어렵다고 여겨졌던 매장지로부터 경

제적으로 석유와 가스를 캐낼 기술들을 개발해 왔다. 예

를 들어, 일본은 최근 그들이 해저 수산화물 매장지로부

터 메탄을 추출해 낼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그것은 지

구상에 존재하는 석탄 연료를 모두 다 합한 것의 두 배

나 많은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인류가 현재까지 단지 작은 부분의 석탄 연료를 소비해

왔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렇게 작은 부분의 석탄 연료들

을 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성이 이미 심각한 온난

화 문제를 겪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 석탄 연료에 심하게 의존한다면, 우리의 화

석 연료 공급에 어떠한 실제의 압력이 있기 훨씬 전에, 

기후 변화와 관련된 피해는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

므로 대체 에너지를 위한 움직임은, 기후를 살 만하고 

건강에 좋도록 유지하기 위한 합심하는 노력에 의해 움

직여져야 한다.

‧ transition: 여행

‧ alternate: 번갈아 생기는

‧ motivated: 자극받은

‧ concerted: 합심한, 결연한

☞ (A) 경제적으로 석유와 가스를 캐내기 위한 기술들을 개

발해 온 나라의 예로 일본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For 

example이 적절하다. (B) 빈칸 앞부분은 화석 원료의 소

비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빈칸 뒷부분

에서는 앞으로 대체 에너지가 변화할 때 가져야 할 올바

른 태도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Therefore가 적절하다. 

22. 문맥에 맞는 어휘 고르기                   정답 ①   

식물의 자가 영양의 본성은 그들을 빛에 매우 의존하

게 만들고,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식물들은 몇몇밖에 되

지 않는다. 그러므로 식물들이 빛을 감지할 수 있고 반

응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식물들은 빛이 나

오는 곳들을 찾고, 그것들을 향하여 자란다. 그리고 식

물들은, 광합성 하는 기관들에 빛 노출을 최대화하기 위

해 반드시 그들의 잎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맞추어지도

록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식물이 빛을 감

지하는 것으로부터 얻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들이 존재

한다. 식물들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아간다, 낮과 밤의 

변화, 계절의 변화, 날씨의 변화, 그리고 서식지 변화 

등. 이것은, 식물들이 그 주변 환경을 알 수 있어야 하

고, 이러한 변화들에 반응하기 위해 그들의 움직임에 있

어서 매우 유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 

광합성은 변화하는 빛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태양은 한낮에 가장 밝지만, 일시적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구름이 없는 날은 매우 적다. 이것

은 식물이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빛의 강렬함에 있어서 

거대한 변화를 야기한다.

‧ photosynthesize: 광합성하다

‧ illumination: 빛, 조명

☞ (A) 식물은 빛이 나오는 곳을 찾고 빛을 향해 자란다고 

했으므로, maximize가 적절하다. (B) 식물들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하므로, flexible이 적절하다. (C) 

태양이 쨍쨍한 날과 태양을 가리는 구름들에 따라 식물

이 받는 햇빛의 양은 달라지므로, variation이 적절하다. 

23. 문맥에 맞는 어휘 고르기      정답 ⑤

당신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보상을 사용하기 시

작했다면, 당신은 쉽게 되돌아 갈 수 없다. 행동들이 돈

의 보상에 대한 수단이 될 때 ― 즉 다시 말해, 사람들이 

보상을 얻기 위해 행동할 때 ― 그러한 행동들은 오직 보

상을 얻을 수 있을 만큼만 오래 지속될 것이다. 몇몇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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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괜찮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들

은 우리가 보상해 주는 행동들이 보상이 멈춘 후에도 우

리가 오랫동안 지속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

어, 만약 당신이 당신의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제시했다면 그들의 성적표에 A하나당 1달러

씩 ― , 당신은 보상 제도가 끝난 뒤에도 당신의 아이들

이 공부에 열광적으로 남길 바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보상을 위해 공부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보상이 

없을 때 공부를 멈출 가능성이 꽤 높다.

‧ irrelevant: 무관한

‧ instrumental: 유효한, 수단이 되는

‧ enthusiastic: 열광적인

‧ initiate: 시작하다

‧ terminate: 끝나다

☞ 보상에 따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글

이다. (A) 행동이 돈의 보상과 연결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으므로, instrumental이 적절하다. 

(B) 우리는 보상의 대가를 치른 행동들이 계속되기를 원

하므로, persist가 적절하다. (C) 부모는 보상 제도가 끝

난 후에도 그들의 아이들이 공부에 열광적으로 남기를 

바라므로, terminated가 적절하다.

24. 제목 추론                                  정답 ④  

우리는 매일 이를 닦는 것에 익숙하다. 우리는 그것

이 우리 치아와 잇몸을 보존하고 우리의 미소를 활짝 펴

게 해 주는 건강한 의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의 

이익들은 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이기도 하다. 하

지만 18세기  Annapolis 유적들 ― 새로운 계층의 사람

이 일에 열중했던 곳 ― 사이에서 일하고 있는 고고학자

들은 어떻게, 그리고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양치, 치실, 

소란을 벌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

다. Mark Leone과 그의 도시 고고학자 팀은 수많은 칫

솔들을 Annapolis 거리 아래에서 발견했다. 18세기의 

칫솔들은 개인의 위생에 대한 새로운 강조와 자기 자신

을 단속했던 개인에 대한 개념을 제시해 준다. 이것은 

중요하다: 노동자들이 제 시간에 도착하고 일을 하는 것

은, 그들이 규칙들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산업사회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정돈되도

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칫솔과 빗, 시계와 같은 다른 

많은 것들을 강조한다. 칫솔이 우리를 산업혁명에 친숙

하게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 ritual: 의식

‧ archaeologist: 고고학자

‧ fussing: 소란, 소동

‧ hygiene: 위생

‧ self-maintained: 자체적으로 유지하다

‧ orderly: 정돈된, 평화로운

☞ 이 글은 이를 닦는 행동, 즉 양치질이 작업 현장과 노동

자들에게 끼친 것들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25. 제목 추론                                 정답 ④   

연구자들은 몇 년간 다이어트 음료의 소비와 안 좋은 

건강에 대한 연관성을 조사해 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은 단지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연관성이 이미 건강하

지 않은 사람들이나 뚱뚱한 사람들이 우선 다이어트 탄

산음료를 마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믿

는다. 그러나 Purdue 대학교의 Susan Swithers는 다이

어트 음료의 발견되지 못한 믿음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

의 문제들이 표면상의 행동 설명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몸이 일반적으로 당에 반응

할 때, 증가된 칼로리와 당 섭취에 스스로를 준비할 때 

필요한 호르몬들을 분출한다고 지적한다. “당신이 다이

어트 탄산음료를 마실 때 일어나는 일은, 당신은 달콤한 

맛을 느끼지만 칼로리와 당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다.”라고 Swither가 말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부자연

스러운 상황들이 오랜 시간동안 발생한다면, 사람들의 

뇌와 몸은 심지어 당신이 진짜 당분을 섭취해도 더 이상 

보호하는 호르몬을 분출하지 않도록 훈련될지도 모른다

고 그녀는 경고한다.       

‧ correlation: 상관관계, 연관성

‧ superficial: 표면상의

‧ intake: 섭취

☞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지속해서 오랫동안 마셨을 때 뇌가 

겪게 되는 혼동과 필요한 호르몬이 분출되지 않는 현상

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26. 주어진 문장 넣기                                   정답 ④  

오늘날의 현대 일기예보는 발전된 컴퓨터 모델링과 

집단적인 인간의 통찰력을 융합한다. 같이 어우러져, 그

것들은 1993년 3월의 “세기의 폭풍우”와 2012년 10월

의 슈퍼태풍 Sandy의 경우처럼, 점점 더 정확한 예측들

을 통하여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보호한다. 종합적 분석

에 기반한 기상예보는 기상학자들이 훨씬 더 나은 예보

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많은 “2차적 의견들”을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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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얼마나 좋은 일기예보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한계들은 존재한다. 불완전한 데이터, 어떻게 

대기가 작동하는가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 컴퓨터 사용

에 대한 한계들, 그리고 심지어 카오스 이론 등이 정확

하지 못한 일기예보를 초래한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현대 일기예보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현재 기술과 모든 

과학의 위대한 업적들 중 하나이다. 날씨를 능숙하게 예

보하는 우리의 능력은 매 십년간 대략 하루 이상 미래로 

향하는 속도로 향상해 왔다. 그것은 종합 기상예보와 같

은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서, 당신의 평생 동안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 fuse A with B: A와 B를 융합하다

‧ meteorologist: 기상학자

‧ computing: 컴퓨터 사용[조작]

이 글은 오늘날 현대 일기예보의 발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번 앞 문장이 현대 일기예보의 한계를 이야기하

고 비난하고 있다. 주어진 문장의 앞부분인 'Even so'는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의 의미로, 앞문장과의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은 ④의 위치에 들

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7. 주어진 문장 넣기                           정답 ③

세계화가 전 세계 사람들을 더 비슷하게 만드는가, 

또는 더 다르게 만드는가? 이것은 문화의 세계화 주제

에서 가장 자주 제기되는 질문이다. 한 그룹의 사람들은 

전자가 불행하게도 사실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세계에 존재하는 문화들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문화적 

무지개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다고 제시한다. 

오히려, 우리는 서구의 “문화산업”에 의해 잠식되어가

고, 점점 더 동일화되어가는 대중문화의 등장을 목격하

고 있다. 그들의 해석에 대한 증거로, 이 사람들은 아마

존 인디언들이 Nike 운동화를 신고, 남 사하라에 거주하

는 사람들이 Yankees 야구 모자를 구입하고, 팔레스타

인 젊은이들이 Ramallah 시내에서 자랑스럽게 그들의 

Chicago Bulls 스웨트셔츠를 과시하는 것 등을 지적한

다. Anglo-American들의 가치관과 “미국의 세계화”로

서의 소비재의 확산을 언급하며, 이러한 문화적인 동일

화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서구의 기준과 생활스타

일이 더 취약한 문화들을 압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

록 몇몇 나라들이 이러한 “문화적 제국주의”의 힘에 저

항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식 대중문화의 확산은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 homogenized: 동일화된 

‧ underwrite: 동의하다, 인수하다

‧ inhabitant: 거주자

‧ proponent: 지지자

‧ vulnerable: 취약한

☞ 이 글은 동질화되어가는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어진 문장은 Rather로 시작하면서 우리

는 서구 문화산업에 잠식되어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

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현재 우리는 문화들의 다양성

을 반영하는 문화적 무지개를 향해 나아가지 않고 있다’

고 언급한 ③ 다음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28.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⑤

젊었을 때, 식민지 시대 Boston의 Samuel Adams 

(1722-1803)는 꿈을 키워나갔다: 그는 미국의 식민지

가, 어느 날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얻어내고, 영

국 철학자 John Locke의 글들에 기초한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믿었다. Locke에 의하면, 정부는 국민들의 바람

을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정부는 그 존재의 권리

를 잃었다. Adams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양조장을 물려

받았지만, 그는 사업을 신경 쓰지 않았다. 양조장이 파

산하는 동안, 그는 그의 시간을 Locke의 생각들과 독립

의 필요성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보냈다. 그는 훌륭한 

작가였고, 그의 논문들이 출판될 정도로 훌륭했다. 그러

나 당시에 몇 안 되는 사람들만이 그의 생각을 진지하게 

여겼고, 그는 다소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진 것처럼 보였

다. Adams는 그가 스스로 설정한 미션이 희망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다. 

‧ colonial-era: 식민지 시대

‧ inherit: 물려받다

‧ brewery: 양조장

‧ self-appointed: 스스로 설정한 

‧ go into bankrupt: 파산하다

‧ out of touch with: ~와 접촉하지 않고

☞ Samuel Adams가 영국의 철학자인 John Locke의 영향

을 받아 미국의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했으므로, 

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9. 함축하는 바 추론                           정답 ③

Mueller와 Oppenheimer에 의해 수행된 최근의 한 연

구는, 사람들이 타자를 치기보다 오히려 손으로 직접 필

기를 했을 때, 더 좋은 학습 결과를 갖게 된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다.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에서 노트북

으로 노트를 필기하는 사람들이 보통 길고 한 마디도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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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반면, 손으로 필기한 사람들은 비교적 간

략한 필기를 하는 것을 관찰했다. 테스트 점수에 드러났

듯이, 더 풍부하고 자세한 필기가 사실과 개념의 이해에 

대해서 더 안 좋은 복구를 유발시켰다는 사실에 더 심도 

있는 주의가 집중되었다. 노트북으로 필기를 했던 사람

들은, 키보드로 치는 것이 말한 그대로를 옮기기에 충분

히 빨랐기 때문에 어떤 것을 타이핑해야 할지 선택할 필

요가 없었다. 그에 반해, 손으로 필기를 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손으로 필기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필기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상태

로 정보를 처리해야만 했다. 이러한 처음의 선택성이 강

의 자료에 대한 더 나은 장기적인 이해의 이유라고 여겨

진다. 

‧ copious: 엄청난, 방대한

‧ retrieval: 복구

‧ transcription: 글로 옮김, 필기

‧ grasp: 이해

이 글은 필기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각각의 효

율성을 비교하고 있다. 손으로 직접 필기하는 사람들은 

강의 자료도 더 잘 이해하고 오래 기억하고 신중한 반면, 

노트북으로 타이핑한 사람들은 타이핑하는 것에 급급해 

심도 있는 이해가 부족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글이 

함축하고 있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30. 주제 추론                          정답 ⑤  

소셜 네트워크는 직원들이 다양한 분야와 수준의 전

문성을 지닌 각각의 개개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증가

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다. 결과

적으로, 관계망, 특히 약한 관계에서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창의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장 

내에서 동료로부터의 정보적이고 감정적인 지원은 높은 

수준의 창의력과 연관이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러

므로 창의력을 배양하는 데 흥미가 있는 그룹(또는 지도

자들)은 직원들 사이의 강한 인간관계를 격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동료의 존재는 리더들이 창의력

을 강화시키기 위해 그들 자신만의 노력의 영향을 깨닫

는 데 필수적일 것이다. 개개인들은 창의적인 동료와 함

께할 때, 관리자의 피드백에 대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창의력을 보인다. 분명히, 개개인의 창의력을 키우는 것

은 개인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인 상황의 사려

를 필요로 한다.

‧ expertise: 전문 지식[기술]

‧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 facilitate: 가능하게[용이하게] 하다 

‧ generate: 배양하다

‧ consideration: 사려, 고려, 배려

☞ 이 글은 사회망, 즉 소셜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창의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

회망이 창의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내

용이므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31. 주제 추론                                  정답 ⑤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로마는 서구 문명의 중심이

었다. 하지만, 결국, 경제적인 불안과 정부의 일련의 급

속한 변화들에 의해서 로마제국의 생명이 위협 받았다. 

사태는 그 어떤 중요한 사람들도, satellites라고 알려져 

있었던 무장한 보디가드 없이는 감히 수도의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제국이 망했을 

때, 전통 라틴어는 더 이상 상업과 과학의 언어가 아니

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고대어를 천년이 지

난 후에 다시 가져왔고, 그것을 가장 공적인 언어로 사

용했다. Satellite는 부활한 언어들 사이에 있었는데, 중

세 시대의 통치자들이 그것을 그들의 개인적인 보디가

드에 적용시켰다. Joannes Kepler가 목성 주위를 도는 

이상한 형체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는 왕을 둘러싼 경

비병들과 신하들에 대해서 생각해냈다. 그래서 1611년

에 Kepler는 그들을 satellite라고 이름 지었고; 곧이어 

그 단어는 기본 질량 주위를 회전하는 모든 천체들에게 

쓰였다.

‧ unrest: 불안

‧ courtier: (특히 과거 왕을 보필하던) 조신 

☞ 이 글은 ‘satellite’라는 단어의 근원과 어떻게 뜻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⑤이다.

32. 시사하는 바 추론                           정답 ③

전투의 훌륭함은 아무리 많은 달변이나 말로도 전쟁

에서의 실패를 해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군이 그의 

부대를 패배로 이끌어서, 많은 목숨들이 낭비되었다, 그

리고 그것은 어떻게 역사가 그를 판단하는가이다. 당신

은 이러한 무자비한 기준을 당신의 일상생활 속에 적용

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보일 수 있고 측정될 수 있는 그

들의 행동의 결과들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들이 취한 

조치들에 의해 사람들을 판단해야 한다. 사람들이 스스

로에 대하여 말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무

엇이든 말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해낸 것을 

보라;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당신 또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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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떠벌리는 것을 그

만하고 당신이 힘들게 이룬 노력의 결실에 의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라. 사람들은 당신이 말하는 것이 아닌, 

당신이 하는 것들로 당신을 판단할 것이다.

‧ brilliance: 광명, 탁월

‧ warfare: 전투

‧ eloquence: 달변, 이성에 호소하는 힘

‧ ruthless: 무자비한

‧ deed: 행위

‧ brag: 떠벌리다

이 글은 장황한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해야 사람들이 우

리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

다. 따라서 이 글이 시사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행동이 말보다 더 값지다’이다.

33. 도표의 이해                                정답 ⑤  

위의 그래프는 “당신은 과거 몇 달 동안 항우울제 처

방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미국인들

의 비율을, 1988-1994년과 2005-2008년까지 두 기간 

동안 성별과 연령에 근거하여 보여 주고 있다. ①이 두 

기간대 사이에서 성별과 연령별 그룹 모두 항우울제 처

방에 일반적인 증가가 있었다. ②두 개의 더 많은 연령 

범주의 남자들에게, 각각 2%에서 9%, 2%에서 10%까

지의 확실한 증가가 있었지만, 18-44세 남성들은 

1%-4%의 완만한 증가를 보였다. ③반면에, 모든 여성 

그룹은 18-44세 그룹은 10%, 45-46세 그룹은 17%, 

나이가 가장 많은 그룹은 13%까지 더 급격한 증가를 보

여 주었다. ④남성은 가장 나이가 많은 그룹에서 가장 

큰 증가를 보인 반면,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증

가가 45-64세 범위에 있었다. ⑤2005-2008년 기간에

는, 45-64세 그룹에서는, 여성들의 두 배 이상의 많은 

남자들이 항우울제 처방을 받았다. 

‧ antidepressant: 항우울제

‧ drastic: 급격한

☞ 위 글에 근거하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남성이 9%, 여성이 22% 항우울제 처방을 받았다. 따라서 

⑤의 설명에서는 males와 females를 바꿔야 맞다.

34. 글의 순서 배열                           정답 ③

아름답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보통 사람에게 있어

서 감탄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

어야 한다. 미술적인 판단이 모두에 의해 동등하게 보유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그것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발

전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다. (B) 그러나 흔히 화음

이라고 불리는 소리들과, 불협화음이라고 불리는 다른 

것들의 특정한 조합들이 존재한다. 기쁘다고 여겨지는 

색들과, 불쾌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색들이 존재한다. 

(C)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특정한 기하학적 형태들이나 

공간의 배열들과, 불쾌한 다른 것들도 존재한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음조들이 조화를 이룰 것이고 어느 것

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A) 음악적

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가 그것을 들을 때 음조들의 조화를 감상한

다. 컬러리스트는 색들로 기쁜 효과를 만드는 방법을 알

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이 지식을 습

득해 왔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appreciation: 감상, 인정

‧ discord: 불협화음

☞ 주어진 글은 미술적인 판단이 모두에게 다 동등한 수준

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동등하게 발전하지도 않는다는 내

용이다. 이어서 화음과 불협화음, 그리고 유쾌한 색과 불

쾌한 색 등 서로 상반되는 것이 존재한다는 (B)가 오고, 

음악가를 예시로 들며 설명하는 (C)가 오고, 마지막으로 

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음악을 듣고 그림을 감상할 수 있

다는 내용의 (A)가 온다. 

35. 글의 순서 배열                             정답 ④

어느 날 John이 직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그의 휴대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가 오른 손으

로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기 위해 손을 뻗었을 때, 

그는 그의 왼손으로 브레이크를 잡았다. 그는 중심을 잃

게 되었고, 자전거 앞으로 떨어져나갔다. (C) 바로 그 

짧은 순간, 그의 본능은 자신의 신체적 건강을 희생해서

라도 그의 전화기가 망가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그의 전화기를 포장도로에 부딪치지 않

게 하기 위해 팔을 들었고, 대신에 그의 얼굴로 떨어졌

다. (A) John이 그다지 많은 고통을 느끼지 않은 반면, 

그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다. 그는 빠르게 일어나 그의 

창피한 곤두박질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봤다. John에게 다행이게도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얼굴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가던 길

을 갔다. (B) 직장에 도착한 후 John은 그의 얼굴이 심

하게 긁혔고 뺨에 큰 상처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고, 그곳에서 붕대를 감고 몇 

바늘 꿰맸다. 비록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는 여

전히 그의 가족에게 그 사고를 설명해야 하는 부끄러움

을 마주하고 있었다.

‧ tumble: 굴러 떨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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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 the brake: 밟다

‧ pavement: 포장 지역, 인도

주어진 글은 John이 자전거를 타다 급브레이크를 밟으

면서 떨어져나갔다는 내용이다. 자전거에서 떨어졌을 때 

전화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의 행동과 그 결과 얼굴로 바

닥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C)가 이어진다. 그리고 John이 

넘어진 후에 창피해 하는 내용의 (A)가 오고, 마지막으로 

그가 직장에 돌아온 후 상처가 심한 것을 알고 병원에 가

서 치료를 받았다는 (B)가 온다.  

36. 필자가 주장하는 바 추론                  정답 ②  

두려움은 당신이 한 문제를 과대평가하고,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행동하게 할 것이다. 분노와 조급함은 당신

의 선택권을 없앨 부분별한 행동으로 당신을 이끌 것이

다. 지나친 자만은, 특히 성공의 결과로서의 자만은 당

신이 도를 넘어서게 할 것이다. 사랑과 애정은 당신의 

편임이 분명한 사람들의 기만한 행위들을 못 보게 할 것

이다. 심지어 이러한 감정들의 가장 미세한 단계조차도 

당신이 사건들을 바라보는 방식에 색안경을 끼게 할 것

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감정의 이끌림을 피할 수 없다

는 것을 의식하고, 감정이 발생할 때를 알아채고, 그것

을 보완해나가는 것이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 더 조심

하라. 당신이 화가 났을 때, 어떤 행동도 하지 마라. 당

신이 두려울 때, 당신이 직면한 위험을 과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려라. 당신이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더 많이 

제한하고 보완할수록, 당신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더 가

까이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 passively: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 rash: 무모한

‧ subtle: 미묘한

‧ remedy: 해결책

‧ inevitable: 불가피한

‧ compensate: 보상하다

‧ wary: 경계하는, 조심하는

☞ 이 글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감정에 휘둘

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37. 문단 요약                                  정답 ①  

Zerary Alemseged 박사는 인류학 분야에 상당한 공

헌을 세웠다. 에티오피아 국립 박물관에서 일한 그의 경

험에 영감을 받아, Alemseged는 박사 학위를 받기 위

해 파리에 있는 대학으로 갔다. 에티오피아에 돌아온 후

에, 그는 새로운 화석을 찾기 위해 최적의 장소로 한 외

진 지역에 주목했다. 그곳에서 일하는 것을 너무 위험하

게 만들어 버리는 수백 년의 부족 간의 분쟁 때문에 다

른 과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것을 피했지만, 

그는 양쪽 부족들이 그들이 그곳에서 일하는 것을 허락

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Alemseged와 

그의 팀은 마침내 330만 년 된 여자 아기의 화석화된 유

골을 발견해냈다. 그것은 거의 온전한 견갑골을 포함하

고 있었고, 그것들이 종이처럼 얇기 때문에 한 번도 화

석화된 채로 발견된 적이 없었다. 이 견갑골들의 모양에 

근거를 두어, Alemseged와 그의 동료들은 

Australopithecus afarensis(에티오피아 Afar 지역에서 

화석이 발견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330만 년 전에도 

유능한 등반가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연구를 출판했

고, 그것은 많은 연구자들이 이전에 제안했던 것보다 훨

씬 나중에 우리 조상들이 나무 오르는 것을 그만두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 그의 인내심 덕분에, Zeray Alemseged 박사는 인류

조상이, 다른 연구자들이 주장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나중에 나무를 타는 능력을 버렸다는 증거를 발견함

으로써, 인류학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 anthropology: 인류학

‧ optimal: 최상의, 최적의

‧ intact: 온전한

‧ fossilized: 화석화된

‧ shoulder blade: 어깨뼈, 견갑골

☞ Zerary 박사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덕분에, 인류의 조

상이 기존 연구자들이 주장했던 때보다 훨씬 이후까지 

나무타기를 잘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었고, 그것이 인

류학에 큰 기여를 했다는 내용이다. 

[38~39] 장문의 이해 

내가 여태까지 들어 본 것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피

아노 연주회 중 하나는 고 Rudolf Serkin의 연주였는데, 

그는 베토벤의 ‘발트슈타인 소나타’와 슈베르트의 ‘방랑

자 환상곡’의 굉장한 연주를 했었다. 슈베르트의 작품을 

구성하는 훌륭한 연주 중 하나를 하는 동안, Serkin의 

손가락은 우리가 들릴 정도로 얽혀버렸다. 분명히 확실

한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Serkin은 이 실수를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연주했다. 그가 곡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

났을 때, 그는 그의 주먹을 부드럽게 피아노를 향하여 

흔듦으로써 그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당황스

러운 상황이 될 수 있었던 때에, Serkin은 그의 재치 있

는 행동으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자아낼 수 있었다.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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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관객들은 전체적으로 그 멋진 공연에 감명

을 받았다. 그것은, 내가 이전부터 다른 음악가들에 의

해 연주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는 수많은 ‘완벽한’ 연

주들보다 훨씬 더 잘 드러나고 더 아름다운 버전이었다. 

교훈은 분명하다. 전체적으로 훌륭한 연주를 하면, 심지

어 분명한 실수더라도 한두 개 실수는 용서받을 것이다. 

오히려, 당신의 실수가 당신의 공연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라. Serkin의 관객들이 그가 실수하는 모습을 포착하

기 위한 목적으로 그의 연주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같

이, 당신의 관객들 또한 당신이 실수하는 것을 일부러 

보기 위해 모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연

주하는 동안 실수를 한다면, 그 실수를 받아들이고, 계

속 쇼를 이어가라.   

‧ luminous: 빛을 내는

‧ virtuoso: 거장

‧ good-naturedly: 부드럽게, 온화하게

‧ recital: 연주회

‧ err: 실수를 범하다

38. 빈칸 추론   정답 ②

이 글은 필자가 Serkin의 연주회에서 느꼈던 감동을 이

야기하고 있다. 연주 중 Serkin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

하고 이전의 다른 연주보다 더 완벽했다고 필자는 느꼈

고, 연주를 하다 실수를 해도 Serkin처럼 그 실수를 겸허

하게 받아들이고 연주를 계속 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다. 따라서 빈칸에는 ②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39.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③   

Rudolf Serkin은 연주가 다 끝난 후에 자신의 실수를 인

정했으므로, ③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40~41] 장문의 이해 

나는 항상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흥미로운 방법을 

만들어 내는 커뮤니케이터들을 찾고 있다. 젊은 이탈리

아 기업자이자, TV 사회자인 Marco Montemagno보다 

더 많은 소품을 사용하는 사람을 나는 거의 본 적이 없

다. 

Montemagno는 종종 인터넷 문화의 주제에 대하여 

말하는데, 이탈리아인들에게 왜 인터넷을 받아들여야 

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그는 로

마, 밀란, 베니스와 같은 곳들의 3천 명이나 되는 거대

한 그룹들에게 보여준다. 그의 청중들 중 대다수의 사람

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있어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 

(당신이 이탈리아어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의 슬라

이드쇼는 매우 단순하고 시각적인데; 그는 종종 단지 사

진, 애니메이션, 그리고 비디오를 사용한다. 그러나 실

제로 대다수의 진행자들과 Montemagno를 구별하게 하

는 것은, 그의 놀랍게 많은 수의 소품들과 시범들이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의 일환으로, Montemagno는 그

의 청중에게 그와 무대 위에 함께하자고 요청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한 지원자에게 무대에서 티셔츠를 접으

라고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 지원자도 그 

티셔츠를 기존의 방식으로 접는 데 대략 20초 정도가 

걸릴 것이다. 그가 끝냈을 때, 청중들은 다른 누군가가 

5초 안에 셔츠를 접는 방법을 보여주는 인기 있는 

YouTube 동영상을 한 편 시청한다. Montemagno는 그

러고 나서 그것을 따라하고, 청중들은 환호한다. 그의 

핵심은 인터넷이 깊고 지적인 수준까지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또한 가장 일상적인 일들도 더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differentiate: 구별하다

‧ demonstration: 보여주기, 시범

‧ duplicate: 복제하다, 따라하다

‧ mundane: 평범한, 일상적인

40.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 찾기            정답 ④   

☞ (d)는 티셔츠를 접도록 요청받은 지원자를 가리키고, 나

머지는 Montemagno를 가리킨다. 

41.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③

☞ Montemagno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이탈리아어를 사용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③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42~43] 장문의 이해

Hayden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측면에서 런던을 기쁘

게 여겼으나, 그가 사랑하는 비엔나로 돌아갈 때, 완전

히 두고 가고 싶은 한 제자가 있었다. 어느 날, 한 귀족

이 그를 방문해서 그의 음악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며, 

Hayden이 레슨 당 1파운드의 작곡 레슨을 몇 번 해 주

길 원한다고 말했다.

(D) Hayden은 동의했고 언제 시작할지를 물었다. 

“당장요, 만약 당신이 반대하지 않는다면요.”라고 말하

며, 그는 Hayden의 4중주곡 중 하나를 주머니에서 꺼냈

다. “첫 수업으로 이 4중주곡을 살펴보고, 모든 작곡의 

법칙들과 반대되는 몇몇 조음들과 특정한 진행들에 대

한 이유를 말해 주세요.

(C) Hayden은 이 말에 반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들은 그 음악을 살펴보는 일을 시작했다. 왜 이렇게, 또



14                                                                                                            영어 영역

저렇게 했냐고 질문 받았을 때, Hayden이 좋은 효과

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작곡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몇몇 군데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 귀족은 그러한 이유

에 만족하지 못했고, 그 작곡가가 그의 획기적인 것들에 

대한 더 나은 이유를 대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고 이야

기했다.

(B) 그러자 Haydn은 그 학생이 자신의 취향대로 음

악을 다시 써 볼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Haydn의 

작곡 선택에 대해서 그의 의문을 고집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했다. 마침내 Haydn은 이 고귀

한 비평가에 대해 모든 인내심을 잃고서, “나는 당신이 

내게 레슨을 해 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

을 알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과 같은 거장을 둘 정

도의 명예는 내가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작

별인사를 해야 할 것 같네요.”라고 말했고, 그 귀족에게 

문을 알려 주었다.

‧ pupil: 제자

‧ leave behind: 두고 가다

‧ fondness: 애정

‧ progression: 진행, 진보

42. 글의 순서 배열        정답 ⑤

(A)는 Haydn에게 런던에서의 좋지 않은 추억이었던 한 

귀족 학생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다. 이어서 그 귀족 학

생이 레슨을 제안하여 Haydn이 동의했다는 (D)가 온다. 

레슨을 언제 시작할 것인지 물어보고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학생의 비판적이고 당돌한 태도를 발견했다는 (C)가 

오고, 마지막으로 Haydn은 결국 귀족 학생에게 이별을 

고하는 (B)가 온다.

43. 제목 추론  정답 ④  

☞ 이 글은 Haydn이 가르쳤던 귀족 학생은 Haydn의 가르

침에 대해 받아들이려는 자세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비

판만을 고집했다는 내용으로, 글의 제목으로 ④가 가장 

적절하다.

[44~45] 장문의 이해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한 많은 친환경적 운동들에

도 불구하고, 북극의 얼음이 예전엔 볼 수 없었던 속도

로 녹고 있다. 그 용해가 Canada와 Alaska 일부 지역들

의 해안의 얼음을 훨씬 취약하게 하고 있다. 그 얼음은 

쉽게 깨져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분리빙하라고 알려진 

과정) 외해에서 녹는다.

얼음이 대서양으로 흘러가서 북극해에도 역시 더 적

은 얼음이 존재하게 된다. 북극해 얼음의 사상 최저치는 

2005년 8월 15일에 기록되었지만, 북극은 2007년 여름

에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목격했다. 8월에 

Northwest Passage에는 떠 있는 얼음이 거의 없었다. 

그것은 1972년에 사람들이 기록을 시작한 이래로, 그 

항로가 완전히 항해에 개방된 첫 번째 사례였다.

예전에는 영구적이라고 여겨졌던 북극해 얼음이 지

금은 빨리 사라지고 있다. 이 얼음의 사라짐은 심각하게 

주목해야 하는데, 그것이 전 세계의 온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바다 얼음이 햇빛의 80%

를 대기 중으로 반사하는 반면, 바닷물은 90%를 흡수한

다. 얼음이 녹아서 더 많은 바다가 햇빛에 노출되기 때

문에, 과학자들은 수온이 훨씬 더 상승할 것이고, 따라

서 점점 빠른 속도록 얼음이 녹아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

고 예측한다. 

‧ calving: 분리빙하

‧ milestone: 중요한 단계, 획기적인 단계

‧ ever-increasing: 계속 증가하는

44. 제목 추론 정답 ④  

☞ 지구의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게 되고 그로 인한 부

정적인 영향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제

목으로는 ④ ‘지구온난화와 북극 얼음 용해의 악순환’이 

가장 적절하다.

45. 빈칸 추론  정답 ①  

☞ (A)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 

것이 Canada와 Alaska 일부 지역들의 얼음을 훨씬 약하

게 만들고 있다고 문맥이므로, ‘brittle’이 적절하다. (B) 

현재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북극해 얼음을 예전에는 

영구적이라고 생각했다는 문맥이므로, ‘permanent’가 적

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