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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1. [출제의도] 대화의 적절한 응답 찾기
M: Nowadays I’m really exhausted. I have a lot of 

work to do.
W: Why are you so busy?
M: I have to study for an exam. And I started a 

parttime job at a gas station.
W:                                        

2. [출제의도] 대화의 적절한 응답 찾기
W: Bruce, why are you in a hurry?
M: I think I left my wallet in the science lab.
W: I saw Mr. Stanley lock the door and leave the 

lab.
M:                                        

3. [출제의도] 대화의 적절한 응답 찾기
M: Did you finish making the name tags for this 

weekend’s conference, Susan?
W: Almost. I’m about to have them printed. 
M: It’ll be really embarrassing if we mess up any 

of their names or titles.
W:                                       

4. [출제의도] 담화의 목적 파악하기
W: Good morning, everyone. I’m Jessica Jones 

from the Sales Department. We all know how 
strong hurricane “Sandy” was from TV or the 
newspapers. Sandy heavily damaged Jamestown, 
our coworker, Rick Anderson’s hometown. 
Fortunately, his family was safe, but his 
father’s farm was hit by this hurricane. Most of 
his apples fell off the trees. So his father can’t 
sell the apples at market. Rick sent me some 
of them for free. When I tasted them, they 
were really good. So, I suggested to Rick that 
it would be great to sell them to our company 
workers at a lower price. If you want to enjoy 
the apples, don’t hesitate to add your name to 
the order list! Don’t miss this chance!

5. [출제의도] 화자의 주장 추론하기
W: Peter,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M: I went to the Washington River with my 

classmates to pick up garbage on the river 
bank.

W: Garbage in the river? Where did the garbage 

come from?
M: It came from the mountains far up the river. 

After the heavy rain, the garbage started 
flowing.

W: Really? What kind of garbage was there?
M: Plastic bags, beverage cans, small things that 

mountain hikers usually throw in the bushes.
W: I can’t believe it.
M: We should do something to stop people from 

littering in the mountains.
W: I couldn’t agree more. Do you have any ideas?
M: My friends and I are going to campaign next 

week, asking people not to litter in the 
mountains. 

W: Sounds great!

6. [출제의도] 담화의 주제 추론하기
M: Hello, everyone! I’m Steve Adams. I work for 

the Health Department. I’m here to tell you 
that we use too much salt. It’s bad for our 
health. So we need to reduce our salt intake. 
Here are some tips. First, you should avoid 
fast food. Fast food, such as pizzas, 
hamburgers, and potato chips, contains too 
much salt. Second, you should read the labels 
when you’re shopping. Avoid buying too salty 
products. Third, when you eat at a restaurant, 
you should ask the chef to reduce the salt in 
your meal. Chefs will listen to you. Finally, 
when you cook for yourself, you should add 
the salt at the end. Remember this advice and 
stay healthy!

7. [출제의도] 대화의 주제 추론하기
W: Honey, what are you doing on the computer?
M: I’m changing my email password.
W: Why are you doing it all of a sudden?
M: My coworker’s email was hacked and he lost 

his important files.
W: Really? How come?
M: Because his password was so easy to guess. It 

was his birth date.
W: Oh, no! So is mine.
M: Then you’d better change it right now. 
W: I sure will. And I won’t use my birth date or 

phone number as a password.
M: And we should change it regularly, or we 

might be the next victim of cyber terrorists.
W: Okay. Prevention is the best way.

8. [출제의도] 대화의 장소 추론하기
M: Jennifer, we’re finally at the top. It took 

almost 3 hours to climb up here.
W: I’m a little out of breath. Let’s get some rest 

here for a while.
M: Okay. [Pause] Wow! Look down there. The 

scenery is beautiful.
W: Yeah. I can see other mountain peaks miles 

away. Why don’t we take a picture here? 
M: Good idea. [Pause] Oh, no! I forgot to bring 

my camera. 
W: No problem. I have a cellphone.
M: Great. Some cellphones work better than 

cameras.
W: I agree. Let’s take a picture. [Clicking sound]
M: Now I’m fully refreshed. When shall we go 

down?
W: How about in 10 minutes? I want to rest 

longer.
M: Alright, but let’s go before the sun sets.

9.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Telephone rings]
W: Hello, Mr. Brown. How is decorating going at 

my store?
M: Hello, Ms. Baker. I’m doing my best. It’s 

almost done.
W: Did you put up the store’s sign of an owl 

wearing glasses?
M: Of course. I also put out two flowerpots 

decorated with ribbon.
W: Good! And a 20% off sign near the entrance?  
M: I took care of it. And I also attached two 

heartshaped balloons to the sign.
W: Fantastic! Did you paste OPEN posters on the 

shop window?
M: Yes. To attract customers’ attention, I put up 

four posters. And each poster has one letter 
of the word OPEN spelled O-P-E-N. What 
do you think about it?

W: Excellent! You did a great job!

10.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M: What’s the matter, Ms. Green? 
W: Tom’s just been hit in the face by a 

volleyball. His nose swelled up. 
M: Oh, no! Did you call Tom’s parents?
W: I tried, but I couldn’t contact them. So I sent 

them a text message.
M: Take him to the hospital first. I can handle 

things here. The next event is hurdling, right?
W: Yes. The students are setting up the hurdles 

on the track now.
M: I’ll go and help them.
W: You don’t have to. I already asked Mr. Moore 

for help with it. Instead, can you record the 
results of the events on the scoreboard?

M: No problem.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do?
W: Not now. Thanks. I’ll call you when I arrive at 

the hospital.

11.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M: I heard you became the director for the spring 

festival fashion show in our town.
W: Thanks! Well, your daughter was a festival 

model last year, right?
M: Oh, yes. She was the star of the show.
W: Is she going to audition to be a model for this 

year’s fashion show?
M: I don’t think so. She’s a senior, so she’s very 

busy looking for a job.
W: Hmm... She could be a perfect model for our 

town festival. I can’t remember what you did 
at last year’s festival.

M: I took care of the stage lighting in last year’s 
play.

W: That’s wonderful. Can you be the lighting 
director for the fashion show?

M: I don’t see why not. I’m in. 
W: Great. We’ll be a good team.

 
12.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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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phone rings]
W: Mr. Parker? This is Jenny Thompson. I’m 

calling to tell you who will attend the 
ceremony this Wednesday.

M: Hello, Ms. Thompson. I was waiting for your 
call. Can your principal attend it?

W: Unfortunately, no. He has another important 
meeting. So the vice principal will be there.

M: I see. Then, how about you? Are you coming?
W: I’m afraid I can’t. One of the teachers will be 

in the hospital till next Sunday. So I need to 
teach his class on that day.

M: Okay. So only your vice principal will be in 
the ceremony. Is that right?

W: Yes. I wish my students could go, but their 
midterm exams start next week.

M: All right. If there’re any changes, please let 
me know.

W: Of course, I will.

13.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M: Stella, what do you think of Kevin Johnson as 

the leading actor for our movie?
W: The guy who just recently starred in the 

movie, Doctor Flemming?
M: Right. Did you see that movie?
W: Yes. His acting was wonderful. I thought he 

was really a doctor.
M: He used to be a real surgeon before he 

started acting. He quit because his hands got 
injured in a car accident. 

W: That’s too bad. Well, I still wonder if he’s 
right for our movie.

M: Trust me. He has played many roles in the 
movies such as a thief, police officer, 
scientist, and more. 

W: This role requires singing as well as acting.
M: That’s why we need him. He did a musical a 

few years ago. 
W: Well, then we have the perfect actor for our 

movie.
M: I bet he won’t disappoint us.

14.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W: Welcome to Nihao Chinese Language School. 

May I help you?
M: I’d like to register for the beginner course 

starting in December. How much is it?
W: The beginner course is 80 dollars. And we’re 

giving a 10% discount to new applicants who 
register by this weekend.

M: Wow! I’m lucky! Is there any other discount? 
W: Yes, there’s a 5% discount for adults over the 

age of 40 to celebrate our 40th anniversary.
M: I’m over 40. Can I get a 15% discount then?
W: No. You can choose either of the two. I’ll give 

you the higher discount.
M: I’d like the 10% one, of course. Is the 

textbook included in the tuition fee?
W: No. You should buy it at a bookstore.
M: Alright. Here’s my credit card.

15. [출제의도] 담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W: We are honored to have all of you here for 

today’s “Science Day Event.” Our event is 
composed of two parts. The first part is 
lectures. Starting at five o’clock, you can 

attend the science lectures here in the Ruby 
Hall. The theme this year is the science of 
cooking. All of our speakers are ready to tell 
you about how science relates to your daily 
cooking. When the lectures are over, there’ll 
be a party. Please head to the Crystal Hall, 
opposite this room. There you’ll have the 
chance for more excitement and networking by 
talking with the speakers and other 
participants. The party officially begins at 
8:00 p.m. and attendance is free. We look 
forward to seeing everyone there!

16. [출제의도] 담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M: Welcome to ZENITH, the best photo album 

making site. Do you still leave your memorable 
moments on a memory card or computer? Why 
not get your personalized photo album with 
ZENITH? With us, you can make a photo book 
on your own, choosing the ideal size and design 
for any occasion. Don’t have the time or skill 
to edit it yourself? Then you can have our 
professional designers create your photo book 
for you. Our designers will edit any album to 
your tastes until you’re completely satisfied. 
The price ranges from as little as $15 for a 
smallsize photo book, up to $60 for a 
landscapesized one. Please be advised that 
once the printing process is over, your album 
will be delivered within three days. Thank you.

17.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M: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ma’am?
W: Well, I want to buy a new smartphone.
M: Do you have any special brand in mind?
W: No. I can’t decide which one to buy.
M: Then, let me help you. Look at this chart.  

I think a screen size over 5 inches is 
inconvenient to carry.

W: Yeah, I want a convenient one.
M: Okay. How about pixels? If you want quality 

photos, you need high pixels.
W: Pixels are not that important to me. 
M: Then, what price range do you want?
W: It should be less than $200.
M: Okay, ma’am. Now you have only two options.
W: I’ll take the cheaper one.

18. [출제의도] 대화의 적절한 응답 고르기
W: Hey, Mike. Would you like to go bowling?
M: I’m afraid I can’t. I have to work.
W: Oh, that means you finally got a job. 

Congratulations!
M: Thanks. I work at the French coffee shop.
W: I heard you want to be a barista. So what’s 

your job there?
M: I take orders now, but the manager said I’ll 

learn to make coffee next week.
W: That’s a great opportunity. I wish I could 

work in a coffee shop, too.
M: Really? My boss is looking for one more 

parttime worker.
W: Great. Can you check if it’s still open?
M:                                          

19. [출제의도] 대화의 적절한 응답 고르기

W: Eric, did you find anyone for your puppy 
during your business trip?

M: Not yet.
W: Well, actually I think I can look after your 

dog. 
M: Really? I thought you didn’t like dogs.
W: I don’t. But my children want to have a dog. 

If I take your puppy, they’ll be very excited.
M: Thanks. Your children and my dog Jerry will 

be very happy together.
W: I hope so. And I’m thinking of letting my 

children take care of the dog all by 
themselves.

M: That’s a good idea. While looking after him, 
they’ll be able to learn the responsibility 
needed for keeping a pet.

W:                                         

20.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응답 고르기
W: James and his wife Clara decided to go to the 

beach with their sixmonthold baby, Sean, on 
holiday. On the way, Clara was driving and 
James was in the back seat, feeding Sean. She 
turned on the radio and they were happily 
listening to rock music in the car. Suddenly, 
James’ cell phone rang. It was his mother. But 
the music was so loud that he could not hear 
his mother’s voice clearly. He could not reach 
the radio control button because it was too far 
from him.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James 
most likely say to Clara?

M: Clara,                                     

[21~22] 긴 담화 듣기
M: Hey there wine lovers! Does tasting wine and 

food from around the world sound like an 
exciting profession to you? Then, learning to 
become a sommelier is the perfect choice for 
you! What is a sommelier? Sommelier is a 
French word for wine expert. Sommeliers are 
in charge of wine storage and wine cellars. 
They can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regions, 
grapes, and years of all kinds of wines when 
asked. They can recommend the ideal wine to 
pair with different foods for their customers. 
And they taste a lot of wine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make their own list of good and bad 
wines. To celebrate our 50th anniversary of 
successful sommelier training, we are offering a 
special 20% discount on the price of our 
course. Now, for just $600, you too can 
become a master sommelier as so many 
satisfied students have before. If you’re 
interested in the course, please visit our 
website www.mastersommelier.com.

21. [출제의도] 담화의 목적 파악하기

22. [출제의도] 담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23. [출제의도] 필자의 주장 파악하기
‘The Pumpkin Plan’의 작가인 Mike Michalowicz는 

코미디언들이 최고의 대중 연설가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코미디언들은 청중들의 주의를 한 시간 이상 끌
어야 하고, 공연을 하는 동안 쉬지도 못 하고, 청중들과 
질의 응답을 하면서 시간을 때울 수도 없다.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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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들이 자신들을 끊임없이 웃길 것이라고 기대한
다. 그리고 청중들이 화면을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
라 자신들을 바라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발표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조차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
실들은 당신이 공연을 잘 하는 무대 위의 코미디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은 심지어 농담을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당신의 발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코미디언이 사용하는 테크닉을 관찰하고, 당
신의 연설에 그것을 활용하라.

24. [출제의도] 글의 요지 추론하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무슨 일이든 잘 해보려 할 

때 대개 무엇인가가 잘못된다. 이것은 더 많은 공을 저
글링 할수록 공을 떨어뜨리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당
신은 많은 과외 활동들을 통해 첫 번째로 선택한 대학
에 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축구 클럽 활동
으로 시간을 보내고, 총학생회에 출마하고, 여유가 있는 
오후에는 여러 시간 동안 자원 봉사 활동을 한다. 동시
에,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따로 시간을 마련한다. 이
런 종류의 압박감으로 당신은 과제를 잘못 읽을 수도 
있고, 스케줄을 이중 예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들은 당신의 바
쁜 스케줄 속에 약간의 시간을 요구해서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당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지나치게 많은 과외 활동에 가입하지 않고, 당신이 공
을 떨어뜨렸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어구] wind up ~ing 결국 ~으로 끝나다, hectic 정
신없이 바쁜

25. [출제의도] 글의 제목 추론하기
서핑은 종종 남성 스포츠로 간주되지만, 사실 1920년

대 초반 이래로 California에서는 여성들도 서핑을 해 
오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서핑을 즐기는 세계의 모든 나
라에는 여성 서퍼들이 있다.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
들도 아마추어에서부터 프로 선수까지 범위가 다양하
다. 비록 여성들은 서핑 대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힘들게 참가할 진정한 권
리를 얻었기 때문에 당당히 경쟁한다. Mary Hawkins는 
초창기 여성 서퍼 중 한 명이었는데, 서핑을 할 때 매
우 우아한 동작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1960년대 Marge 
Calhoun과 그녀의 딸들, 그리고 Linda Benson으로 이
어지는 긴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선수였으며, 오늘날 
최고의 프로 서퍼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6. [출제의도] 지칭어 추론하기
Octavius는 자신의 학업과 군사 훈련을 마치기 위해 

Albania로 갔다. 거기 있는 동안 그는 Julius Caesar의 
암살에 대해 알게 되었다. Octavius는 로마로 돌아갔고, 
Caesar의 유언장 내용이 그를 Caesar의 양자로 삼고 
그의 정치적, 개인적 재산에 대한 상속자로 삼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아직 18세밖에 되지 
않았고, 로마제국 권력 정치의 위험성에 대해 대처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Caesar의 유지를 받아들이
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
지를 받아들였다. Caesar의 유언은 대중들에게 즐거움
을 줄 수 있는 게임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
해서는 자금이 필요했다. Octavius는 자금을 빌렸고, 
Caesar의 유언을 따르기 위한 그의 노력으로 Caesar의 
군대와 대중들 사이에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어구] assassination 암살, hazard 위험성
두 번째 his는 Julius Caesar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Octavius를 지칭한다.

27. [출제의도] 적절한 어법 고르기

당신이 교수들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는 것은 나
이, 대학 문화, 교수 자신의 선호도 같은 많은 요소에 
달려 있다. 몇몇 교수들은 특히 그들이 비교적 젊다면, 
당신에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라고 할 것이다. 그들은 
교실 내의 모든 사람들을 동등한 수준에 둠으로써 형성
되는 스스럼없는 분위기를 즐긴다. 사실, 몇몇 대학은 
교수진과 학생들이 이름을 부르는 사이라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나 교수들을 화나게 하는 가장 확
실한 방법들 중에 하나는 그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이름
으로 불리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라. 대부분의 교수들
은 자신들이 학생들보다는 여러 해 동안의 연구를 통해 
얻은 전문가적 권위를 가진 위치에 있다고 여긴다. 보
통의 의사들이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
럼, 교수들도 John이나 Maria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는
다.

[어구] faculty 교수진
④의 whom은 선행사가 professional authority이므로 
which 또는 that으로 바뀌어야 한다. 

28. [출제의도] 적절하지 않은 어휘 고르기
치아는 우리 신체에서 발견되는 가장 단단한 물질인 

에나멜로 덮혀 있다. 그러나 에나멜은 산에 약하다. 음
식에서 나오는 산은 에나멜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이 
산은 아이스크림과 사탕과 같은 단 음식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채소와 과일 주스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치아에 달라붙는 끈적끈적한 음식들이 특히 위험하다. 
이것들은 (치아에) 남은 음식물과 박테리아의 혼합물인 
플라크의 형성을 촉진시킨다. 이 박테리아는 설탕, 흰 
밀가루, 또는 감자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단순 탄수
화물을 치아의 에나멜을 손상시키는 산으로 변화시킨
다. 박테리아가 새로운 영양분을 더 자주 섭취할수록, 
더 적은(→더 많은) 산을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서, 반
복해서 레모네이드를 마시는 것이 초콜릿바 여러 개를 
한 자리에서 먹는 것보다 치아에 더 해롭다.

[어구] carbohydrate 탄수화물
29. [출제의도] 도표 이해하기

위 그래프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 일본, 한
국, 인도 4개국에서 인도네시아의 발리로 온 관광객 수
의 변화를 보여준다. 일본 관광객의 수는 2008년에 정
점을 찍었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급격하게 감소하
였다. 반면에, 중국 관광객의 수는 2006년과 2011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인도 관광객의 수는 2006
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8년에는 
일본에서 온 관광객의 수가 한국에서 온 관광객 수의 
두 배 보다 적었다(→두 배 보다 많았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 관광객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2008년 
이래로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어구] drastically 급격하게
30.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Phyllium giganteum은 ‘걸어다니는 잎사귀’라고도 불
리는데, 적들이 진짜 잎사귀와 이 곤충을 구별해 낼 수 
없도록 종종 자신을 위장한다. 이것은 길이 5인치, 너비 
3인치까지 자랄 수 있다. 수컷의 뒷날개는 복부 끝까지 
뻗어 있다. 암컷은 뒷날개가 없고, 앞날개는 복부보다 
더 좁고 짧다. 암컷은 껍데기가 매우 두꺼운 100개에서 
300개의 알을 낳는다. 그것들은 떡갈나무, 유칼립투스, 
산딸기, 장미와 같은 식물을 먹는다. 그것들은 주로 아
시아의 열대 지역에 서식한다. 매우 제한된 이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만을 이
동하고, 매우 좁은 영역에서 꼼짝 않고 지내며 대부분
의 시간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 

31.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만약 당신이 이메일을 읽거나 전화 메시지를 확인하

기 위해 전화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휴가가 아니다. 
Jai와 내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 우리는 단 둘이 있기를 
원했다. 그러나 우리 사장님은 사람들이 나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그
래서 나는 완벽한 전화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냈
다. “안녕하세요. 저는 Randy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한 
달 동안 집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것으로 인
해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 사장님은 그
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리고 나는 Jai의 부모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었다. “만약 당신이 전화번호부에서 그들
의 이름을 찾아보면, 그들의 번호를 알 수 있을 것입니
다. 그러고 난 후 당신이 제 장인, 장모께 당신의 긴박
함이 외동딸의 신혼여행을 방해할 만하다는 것을 확신
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번호를 알려 줄 것입니다.” 우
리는 어떠한 전화도 받지 않았다.

[어구] merit ~할 만하다 
32.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Walter Debner는 Minnesota에서 옛날식 식료품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가게를 번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한번은, 그는 가방 없이 가게에 들
어선 사람들이 가방을 가지고 온 사람들보다 식품을 훨
씬 더 적게 구매한다는 것을 주목했다. 왜일까? 그들은 
단지 식료품을 들고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한 번에 더 많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했다. 그가 적합한 해결책
을 개발하는 데에 4년이 걸렸다. 그것은 비싸지 않고, 
사용하기 쉬우면서 많은 식료품을 담기에 충분히 튼튼
한 쇼핑백이었다. 이 쇼핑백은 종이 가방에 끈을 넣어
서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소비자가 (가방에) 담아
갈 수 있는 양이 늘어났다. 그는 자신의 상품에 특허를 
받았고, 쇼핑백을 일 년에 백만 개 이상 팔았다.

[어구] set about 시작하다
33.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소비자 교육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무엇을 사는지 그 
선택에 따라,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떻게 팔리는
지에 대해 소비자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소비자의 힘은, 사람들이 특정 식품을 사는 
것을 거부하는 캠페인 활동과 불매운동을 통해 종종 나
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수천 마리의 돌고래가 참치 잡
이 그물에 걸려 죽는 일이 있었지만, 소비자의 압력이 
이러한 관행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었다. 돌고래를 해
치지 않고 포획된 참치에게 “돌고래 친화적인” 제품 상
표를 붙였더니, 소비자들이 다른 참치제품을 구매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많은 회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참
치 포획 방법을 바꾸도록 강요하였다. 결과적으로, 돌고
래의 죽음이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80퍼센트 이상 
줄어들게 되었다. 

[어구] boycott 불매운동
34.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는 것을 좋아
했다. 차를 타는 동안 나는 언제나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 ‘이걸 눌러봐도 될까?’와 같은 호기심들
로 가득 찼다. 나는 차 안에 있던 실내등을 켰던 때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우리 차는 모터가 달린 반딧불처럼 
밤길을 쌩쌩 달렸다. 한 번은, 아버지가 내게 “불을 켜
지 말아라! 그러면 차가 어항처럼 된단다. 모든 사람들
이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잖아.”라고 말씀하셨다. 보통 
사람들은 이와 똑같이 감정적이거나, 신체적으로, 아니
면 이 두 가지 모든 경우로, 자신이 드러나거나 노출되
는 것을 꺼리는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
생활을 지키고자 하는 바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야간 운전을 할 때 차 실내등을 켜는 것
에 대한 아버지의 거부감을 설명해 주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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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reservation 거리낌
35.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상황이 힘들어지면, 끈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
버지에게 감사해야 한다. Brigham Young University의 
최신 연구는 아버지가 자녀들의 끈기를 기르도록 돕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 따르
면, 아이들이 아버지로부터 다정함과 사랑을 느끼고, 규
칙이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적절한 자율
성을 부여받았을 때, 아이들은 원만하게 성장하고, 삶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대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아버지를 둔 아이들은 
끈기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았고, 이는 아이들이 
학교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비행도 덜 저지르게 되
는 결과를 낳았다. 수년 동안 325 가정을 추적 연구한 
후, Laura Walker 교수와 Randal Day 교수는 자녀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아버지
들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어구] autonomy 자율성
36.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원래 Dutch auction(역경매)은 높은 가격으로 시작해
서, 어떤 물건이 팔릴 때까지 계속해서 가격을 낮추는 
경매의 유형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어떤 물건이 
최저가로 시작해서 입찰자들이 그들의 입찰가를 높이면
서 경쟁하는 일반적인 경매와는 반대의 과정이다. 그러
나 역경매에서는 경매인이 물건을 특정 가격으로 입찰
에 붙이고, 누군가가 동의하기를 기다린다. 만약 동의하
는 사람이 없다면, 그는 가격을 낮추고 다시 구매 의사
를 물어본다. 이것은 참여자가 “예”라고 말하고, 그 물
건을 살 때까지 계속된다. 역경매에서는 물건에 대한 
경쟁이 없다. 제안된 가격을 수락하는 첫 번째 사람이 
그 물건을 갖게 되며, 그 결과 많은 시간이 절약된다.

37. [출제의도] 연결사 파악하기
패러다임은 당신이 어떤 것을 보는 방식, 관점, 혹은 

믿음이다. 우리의 패러다임은 종종 완전히 틀리거나, 가
능성을 제한한다. 패러다임은 안경과 같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불완전한 패러다임을 갖
고 있을 때, 그것은 시력에 맞지 않는 안경을 끼고 있
는 것과 같다. 그 렌즈는 당신이 사물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이 
얻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바보라고 믿는다면, 
바로 그 믿음이 당신을 바보로 만들 것이다. 만약 당신
이 여동생을 바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아마 그 믿음
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으려 할 것이며, 그것을 발견하
게 될 것이고, 당신의 눈에는 그녀가 바보로 남게 될 
것이다. 반면에, 만약 당신이 자신을 똑똑하다고 믿는다
면, 그 믿음은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장밋빛으로 보이
게 할 것이다.

[어구] prescription 처방
38. [출제의도] 글의 순서 추론하기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돋보기로 거실의 창문틀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나는 누군가가 그 창문으로 침입했
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C) 왜냐하면 누군가가 
집안으로 들어서면서 생긴 젖은 발자국의 윤곽을 알아
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
는지에 대한 추론이 가능해지기 시작하였다. (B) 한 남
자가 창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에게 
보석을 갖다 주었다. 그 행동을 또 다른 남자가 지켜보
고 있었다. 그는 도둑을 쫓아갔고, 그와 몸싸움을 했다. 
(A) 그들은 서로 왕관을 잡아당겼고, 그들 두 사람의 
힘이 합쳐져서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낼 수 없는 손상
을 왕관에 입혔다. 그는 왕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
지만 그것의 일부분은 도둑의 손아귀에 남게 되었다.

[어구] oversee 지켜보다

39. [출제의도] 글의 흐름 파악하기
호주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멋진 실험이 실시되었다. 

지난 2년 동안, 그 마을에서는 길거리 범죄 수가 급격
하게 늘어나고 있었다. 길거리 범죄 증가에 놀란 지역 
주민들은 함께 모여서 그 문제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
은 어두워진 후에 주요 도로에서 범죄자들을 없애는 것
이라고 결정하였다. 거리에 무장한 경찰을 더 배치하는 
대신에, 그들은 클래식 음악을 내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모든 거리 구역마다 모차르트, 바흐, 베토벤, 브람스의 
음악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그 지
역은 범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보도되었다. 그 실험
은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있는 주
요 기차역에서 동일한 해결 방법을 시도하였고 - 역시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어구] armed 무장한
40. [출제의도] 요약문 빈칸 내용 추론하기

순서 효과는 어떤 질문, 아이디어, 답변, 또는 상품의 
제시 순서가 응답자에게 편견을 갖도록 영향을 주는 것
이다. 물건이 처음, 마지막, 중간 중 어디에 위치하는가
가 가끔 그 물건에 대한 선택 또는 반응에 영향을 미친
다. 초기 자극이 후기 자극에 대해 참고의 틀로 작용하
는 순서 효과에 주목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Illinois 
대학의 Robert Ferber는 응답자들에게 여러 직업들의 
리스트에 등위를 매겨보도록 하였고, 그 직업들의 순서
와 상관없이 처음에 제시된 직업이 최고 또는 최저의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 
피실험자들은 “절대 사지 않겠다”와 “반드시 사겠다”의 
범위에서 음료수 구매 의사를 표시해 보도록 요청 받았
다. 그들은 처음으로 시음한 음료수에 확연하게 더 높
은 점수를 주었다.

맨 처음 제시된 항목이 사람들에 의해 극단적인 평가
를 받는 경향이 있다.

[어구] prejudicial 편견적인, reference 참고
[41~42] 장문의 이해

오늘날 기계 장치로 가득 찬 세계에서 가장 짜증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본의 아니게 
엉뚱한 곳에 두어서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 리모
컨, 스마트폰, 심지어 자동차 열쇠를 찾는 것은 성가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일이기도 하다. 그
렇지 않은가? StickNFind라 불리는 똑똑한 새로운 발
명품은 건망증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줄 것
이다. 

StickNFind는 미국 동전 25센트짜리 크기이고, 이
것에는 회로판, 교체 가능한 배터리, 버저, LED등이 내
장되어 있다. 자동차 열쇠 혹은 TV 리모컨처럼 자주 
잃어버리는 물건에 이 태그를 부착하고, 사용자 지정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특정 물건을 지정할 수 있
다.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이 프로그램에 접속하
면 그 물건이 얼마나 멀리 (최대 100피트까지)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 사용자는 그 물건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서 잃어버린 물
건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 제품은 버저 소리를 내거
나, LED 빛을 내서 물건을 찾는 것을 도와준다. 짐, 애
완동물, 아이들이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면, 이것은 분명히 완벽한 제품이다.

[어구] manage to 본의 아니게 ~하다, illuminate 빛
을 내다

41. [출제의도] 제목 추론하기

42.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43~45] 장문의 이해
(A) 나는 아홉 살이었다. 나는 마을 도서관에 있었

다. 대출 창구 뒤에 서 있던 사서가 그녀의 안경 너머
로 나를 보았다. (a) 그녀는 나를 찬찬히 살폈다. 내 셔
츠 자락은 삐져나와 있었고, 신발 한 짝은 끈이 풀려 
있었다. 나는 Jules Verne가 쓴 ‘20,000 Leagues 
Under the Sea’를 골랐다. 나는 표지에 있는 그림들과 
바다 속에 사람들이 산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

(C) 나는 그 책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지 않았다. “이
것은 너한테 너무 어렵단다,”라고 말하며 그녀는 뒤에 
있는 선반 위에 그 책을 얹었다. 나는 마치 그녀가 그 
책을 금고 속에 넣고 잠가버린 것처럼 느꼈다. 나는 아
동도서 코너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원숭이에 대한 그림
책 한 권을 골랐고, 대출 창구로 돌아왔다. (c)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책에 도장을 찍었다. 어머니가 차를 
몰고 왔을 때, 나는 서둘러 차에 올라탔다. 그녀는 내가 
선택한 책을 보았다. 그녀는 “너 이 책 이미 읽지 않았
니?”라고 물었다. “사서 아줌마가 내가 원하는 책을 못 
빌리게 했어요.” 어머니는 시동을 껐다. “왜 그 책을 못 
빌리게 했지?” “(d) 그녀는 그 책이 너무 어렵다고 했
어요.”

(D) 어머니는 나를 차 밖으로 끌어냈다. (e) 그녀는 
나를 앞세워 대출 창구까지 걸어갔다. “저는 Benetto입
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 Charley이고요. 당신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책이 읽기에 너무 어렵다고 말했나요?” 
사서는 경직되었다. 그녀는 우리 어머니보다 훨씬 나이
가 많았고, 어머니가 평소에 나이 드신 분들께 말씀하
시는 태도를 고려해볼 때 나는 어머니의 말투에 놀랐
다. “그는 ‘20,000 Leagues Under the Sea’를 골라 왔
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는 너무 어려요. 애를 한
번 보세요.” 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B) “그 책이 어디 있나요?”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
다. “뭐라고요?” “그 책이 어디 있냐고요?” 사서는 팔을 
뒤로 뻗었다. (b) 그녀는 그 책을 쿵 하고 카운터 위에 
놓았다. 어머니는 그 책을 움켜쥐고는 내 팔 사이로 밀
어 넣었다. “절대 어떤 아이에게도 뭔가가 너무 어렵다
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결단코 이 아이에게는 하지 마세요.” 나는 Jules Verne
의 책을 꼭 쥔 채로 문 밖으로 끌려 나왔다. 나는 우리
가 마치 은행을 턴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이 일로 곤
경에 처할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어구] untucked 옷자락이 삐져나온, ignition 시동 
stiffen 경직되다 

43. [출제의도] 글의 순서 추론하기

44. [출제의도] 지칭어 추론하기

45.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 영어 영역(B형) •

정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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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2 ② 3 ② 4 ① 5 ③
6 ⑤ 7 ① 8 ④ 9 ⑤ 10 ①
11 ④ 12 ④ 13 ④ 14 ③ 15 ④
16 ⑤ 17 ② 18 ① 19 ② 20 ②
21 ⑤ 22 ⑤ 23 ② 24 ④ 25 ②
26 ② 27 ④ 28 ⑤ 29 ④ 30 ③
31 ② 32 ③ 33 ④ 34 ③ 35 ①
36 ③ 37 ① 38 ⑤ 39 ③ 40 ①
41 ④ 42 ⑤ 43 ③ 44 ⑤ 45 ③

해 설

1. [출제의도] 대화의 적절한 응답 찾기
M: Nowadays I’m really exhausted. I have a lot of 

work to do.
W: Why are you so busy?
M: I have to study for an exam. And I started a 

parttime job at a gas station.
W:                                        

2. [출제의도] 대화의 적절한 응답 찾기
W: Bruce, why are you in a hurry?
M: I think I left my wallet in the science lab.
W: I saw Mr. Stanley lock the door and leave the 

lab.
M:                                        

3. [출제의도] 대화의 적절한 응답 찾기
M: Did you finish making the name tags for this 

weekend’s conference, Susan?
W: Almost. I’m about to have them printed. 
M: It’ll be really embarrassing if we mess up any 

of their names or titles.
W:                                       

4. [출제의도] 담화의 목적 파악하기
W: Good morning, everyone. I’m Jessica Jones 

from the Sales Department. We all know how 
strong hurricane “Sandy” was from TV or the 
newspapers. Sandy heavily damaged Jamestown, 
our coworker, Rick Anderson’s hometown. 
Fortunately, his family was safe, but his 
father’s farm was hit by this hurricane. Most of 
his apples fell off the trees. So his father can’t 
sell the apples at market. Rick sent me some 
of them for free. When I tasted them, they 
were really good. So, I suggested to Rick that 
it would be great to sell them to our company 
workers at a lower price. If you want to enjoy 
the apples, don’t hesitate to add your name to 
the order list! Don’t miss this chance!

5. [출제의도] 화자의 주장 추론하기
W: Peter,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M: I went to the Washington River with my 

classmates to pick up garbage on the river 
bank.

W: Garbage in the river? Where did the garbage 
come from?

M: It came from the mountains far up the river. 
After the heavy rain, the garbage started 
flowing.

W: Really? What kind of garbage was there?
M: Plastic bags, beverage cans, small things that 

mountain hikers usually throw in the bushes.

W: I can’t believe it.
M: We should do something to stop people from 

littering in the mountains.
W: I couldn’t agree more. Do you have any ideas?
M: My friends and I are going to campaign next 

week, asking people not to litter in the 
mountains. 

W: Sounds great!

6. [출제의도] 담화의 주제 추론하기
M: Hello, everyone! I’m Steve Adams. I work for 

the Health Department. I’m here to tell you 
that we use too much salt. It’s bad for our 
health. So we need to reduce our salt intake. 
Here are some tips. First, you should avoid 
fast food. Fast food, such as pizzas, 
hamburgers, and potato chips, contains too 
much salt. Second, you should read the labels 
when you’re shopping. Avoid buying too salty 
products. Third, when you eat at a restaurant, 
you should ask the chef to reduce the salt in 
your meal. Chefs will listen to you. Finally, 
when you cook for yourself, you should add 
the salt at the end. Remember this advice and 
stay healthy!

7. [출제의도] 대화의 주제 추론하기
W: Honey, what are you doing on the computer?
M: I’m changing my email password.
W: Why are you doing it all of a sudden?
M: My coworker’s email was hacked and he lost 

his important files.
W: Really? How come?
M: Because his password was so easy to guess. It 

was his birth date.
W: Oh, no! So is mine.
M: Then you’d better change it right now. 
W: I sure will. And I won’t use my birth date or 

phone number as a password.
M: And we should change it regularly, or we 

might be the next victim of cyber terrorists.
W: Okay. Prevention is the best way.

8. [출제의도] 대화의 장소 추론하기
M: Jennifer, we’re finally at the top. It took 

almost 3 hours to climb up here.
W: I’m a little out of breath. Let’s get some rest 

here for a while.
M: Okay. [Pause] Wow! Look down there. The 

scenery is beautiful.
W: Yeah. I can see other mountain peaks miles 

away. Why don’t we take a picture here? 
M: Good idea. [Pause] Oh, no! I forgot to bring 

my camera. 
W: No problem. I have a cellphone.
M: Great. Some cellphones work better than 

cameras.
W: I agree. Let’s take a picture. [Clicking sound]
M: Now I’m fully refreshed. When shall we go 

down?
W: How about in 10 minutes? I want to rest 

longer.
M: Alright, but let’s go before the sun sets.

9.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Telephone rings]
W: Hello, Mr. Brown. How is decorating going at 

my store?
M: Hello, Ms. Baker. I’m doing my best. It’s 

almost done.
W: Did you put up the store’s sign of an owl 

wearing glasses?
M: Of course. I also put out two flowerpots 

decorated with ribbon.
W: Good! And a 20% off sign near the entrance?  
M: I took care of it. And I also attached two 

heartshaped balloons to the sign.
W: Fantastic! Did you paste OPEN posters on the 

shop window?
M: Yes. To attract customers’ attention, I put up 

four posters. And each poster has one letter 
of the word OPEN spelled O-P-E-N. What 
do you think about it?

W: Excellent! You did a great job!

10.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M: What’s the matter, Ms. Green? 
W: Tom’s just been hit in the face by a 

volleyball. His nose swelled up. 
M: Oh, no! Did you call Tom’s parents?
W: I tried, but I couldn’t contact them. So I sent 

them a text message.
M: Take him to the hospital first. I can handle 

things here. The next event is hurdling, right?
W: Yes. The students are setting up the hurdles 

on the track now.
M: I’ll go and help them.
W: You don’t have to. I already asked Mr. Moore 

for help with it. Instead, can you record the 
results of the events on the scoreboard?

M: No problem.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do?
W: Not now. Thanks. I’ll call you when I arrive at 

the hospital.

11.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M: I heard you became the director for the spring 

festival fashion show in our town.
W: Thanks! Well, your daughter was a festival 

model last year, right?
M: Oh, yes. She was the star of the show.
W: Is she going to audition to be a model for this 

year’s fashion show?
M: I don’t think so. She’s a senior, so she’s very 

busy looking for a job.
W: Hmm... She could be a perfect model for our 

town festival. I can’t remember what you did 
at last year’s festival.

M: I took care of the stage lighting in last year’s 
play.

W: That’s wonderful. Can you be the lighting 
director for the fashion show?

M: I don’t see why not. I’m in. 
W: Great. We’ll be a good team.

 
12.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Telephone rings]
W: Mr. Parker? This is Jenny Thompson. I’m 

calling to tell you who will attend the 
ceremony this Wednesday.

M: Hello, Ms. Thompson. I was waiting for your 
call. Can your principal attend it?

W: Unfortunately, no. He has another important 
meeting. So the vice principal will be there.

M: I see. Then, how about you? Are you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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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m afraid I can’t. One of the teachers will be 
in the hospital till next Sunday. So I need to 
teach his class on that day.

M: Okay. So only your vice principal will be in 
the ceremony. Is that right?

W: Yes. I wish my students could go, but their 
midterm exams start next week.

M: All right. If there’re any changes, please let 
me know.

W: Of course, I will.

13.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M: Stella, what do you think of Kevin Johnson as 

the leading actor for our movie?
W: The guy who just recently starred in the 

movie, Doctor Flemming?
M: Right. Did you see that movie?
W: Yes. His acting was wonderful. I thought he 

was really a doctor.
M: He used to be a real surgeon before he 

started acting. He quit because his hands got 
injured in a car accident. 

W: That’s too bad. Well, I still wonder if he’s 
right for our movie.

M: Trust me. He has played many roles in the 
movies such as a thief, police officer, 
scientist, and more. 

W: This role requires singing as well as acting.
M: That’s why we need him. He did a musical a 

few years ago. 
W: Well, then we have the perfect actor for our 

movie.
M: I bet he won’t disappoint us.

14.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W: Welcome to Nihao Chinese Language School. 

May I help you?
M: I’d like to register for the beginner course 

starting in December. How much is it?
W: The beginner course is 80 dollars. And we’re 

giving a 10% discount to new applicants who 
register by this weekend.

M: Wow! I’m lucky! Is there any other discount? 
W: Yes, there’s a 5% discount for adults over the 

age of 40 to celebrate our 40th anniversary.
M: I’m over 40. Can I get a 15% discount then?
W: No. You can choose either of the two. I’ll give 

you the higher discount.
M: I’d like the 10% one, of course. Is the 

textbook included in the tuition fee?
W: No. You should buy it at a bookstore.
M: Alright. Here’s my credit card.

15. [출제의도] 담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W: We are honored to have all of you here for 

today’s “Science Day Event.” Our event is 
composed of two parts. The first part is 
lectures. Starting at five o’clock, you can 
attend the science lectures here in the Ruby 
Hall. The theme this year is the science of 
cooking. All of our speakers are ready to tell 
you about how science relates to your daily 
cooking. When the lectures are over, there’ll 
be a party. Please head to the Crystal Hall, 
opposite this room. There you’ll have the 
chance for more excitement and networking by 
talking with the speakers and other 

participants. The party officially begins at 
8:00 p.m. and attendance is free. We look 
forward to seeing everyone there!

16. [출제의도] 담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M: Welcome to ZENITH, the best photo album 

making site. Do you still leave your memorable 
moments on a memory card or computer? Why 
not get your personalized photo album with 
ZENITH? With us, you can make a photo book 
on your own, choosing the ideal size and design 
for any occasion. Don’t have the time or skill 
to edit it yourself? Then you can have our 
professional designers create your photo book 
for you. Our designers will edit any album to 
your tastes until you’re completely satisfied. 
The price ranges from as little as $15 for a 
smallsize photo book, up to $60 for a 
landscapesized one. Please be advised that 
once the printing process is over, your album 
will be delivered within three days. Thank you.

17.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M: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ma’am?
W: Well, I want to buy a new smartphone.
M: Do you have any special brand in mind?
W: No. I can’t decide which one to buy.
M: Then, let me help you. Look at this chart.  

I think a screen size over 5 inches is 
inconvenient to carry.

W: Yeah, I want a convenient one.
M: Okay. How about pixels? If you want quality 

photos, you need high pixels.
W: Pixels are not that important to me. 
M: Then, what price range do you want?
W: It should be less than $200.
M: Okay, ma’am. Now you have only two options.
W: I’ll take the cheaper one.

18. [출제의도] 대화의 적절한 응답 고르기
W: Hey, Mike. Would you like to go bowling?
M: I’m afraid I can’t. I have to work.
W: Oh, that means you finally got a job. 

Congratulations!
M: Thanks. I work at the French coffee shop.
W: I heard you want to be a barista. So what’s 

your job there?
M: I take orders now, but the manager said I’ll 

learn to make coffee next week.
W: That’s a great opportunity. I wish I could 

work in a coffee shop, too.
M: Really? My boss is looking for one more 

parttime worker.
W: Great. Can you check if it’s still open?
M:                                          

19. [출제의도] 대화의 적절한 응답 고르기
W: Eric, did you find anyone for your puppy 

during your business trip?
M: Not yet.
W: Well, actually I think I can look after your 

dog. 
M: Really? I thought you didn’t like dogs.
W: I don’t. But my children want to have a dog. 

If I take your puppy, they’ll be very excited.
M: Thanks. Your children and my dog Jerry will 

be very happy together.
W: I hope so. And I’m thinking of letting my 

children take care of the dog all by 
themselves.

M: That’s a good idea. While looking after him, 
they’ll be able to learn the responsibility 
needed for keeping a pet.

W:                                         

20.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응답 고르기
W: James and his wife Clara decided to go to the 

beach with their sixmonthold baby, Sean, on 
holiday. On the way, Clara was driving and 
James was in the back seat, feeding Sean. She 
turned on the radio and they were happily 
listening to rock music in the car. Suddenly, 
James’ cell phone rang. It was his mother. But 
the music was so loud that he could not hear 
his mother’s voice clearly. He could not reach 
the radio control button because it was too far 
from him.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James 
most likely say to Clara?

M: Clara,                                     

[21~22] 긴 담화 듣기
M: Hey there wine lovers! Does tasting wine and 

food from around the world sound like an 
exciting profession to you? Then, learning to 
become a sommelier is the perfect choice for 
you! What is a sommelier? Sommelier is a 
French word for wine expert. Sommeliers are 
in charge of wine storage and wine cellars. 
They can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regions, 
grapes, and years of all kinds of wines when 
asked. They can recommend the ideal wine to 
pair with different foods for their customers. 
And they taste a lot of wine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make their own list of good and bad 
wines. To celebrate our 50th anniversary of 
successful sommelier training, we are offering a 
special 20% discount on the price of our 
course. Now, for just $600, you too can 
become a master sommelier as so many 
satisfied students have before. If you’re 
interested in the course, please visit our 
website www.mastersommelier.com.

21. [출제의도] 담화의 목적 파악하기

22. [출제의도] 담화의 특정 정보 파악하기

23. [출제의도] 필자의 주장 파악하기
‘The Pumpkin Plan’의 작가인 Mike Michalowicz는 

코미디언들이 최고의 대중 연설가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코미디언들은 청중들의 주의를 한 시간 이상 끌
어야 하고, 공연을 하는 동안 쉬지도 못 하고, 청중들과 
질의 응답을 하면서 시간을 때울 수도 없다. 사람들은 
또한 그들이 자신들을 끊임없이 웃길 것이라고 기대한
다. 그리고 청중들이 화면을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
라 자신들을 바라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발표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조차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
실들은 당신이 공연을 잘 하는 무대 위의 코미디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은 심지어 농담을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당신의 발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코미디언이 사용하는 테크닉을 관찰하고, 당
신의 연설에 그것을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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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출제의도] 글의 요지 추론하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무슨 일이든 잘 해보려 할 

때 대개 무엇인가가 잘못된다. 이것은 더 많은 공을 저
글링 할수록 공을 떨어뜨리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당
신은 많은 과외 활동들을 통해 첫 번째로 선택한 대학
에 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축구 클럽 활동
으로 시간을 보내고, 총학생회에 출마하고, 여유가 있는 
오후에는 여러 시간 동안 자원 봉사 활동을 한다. 동시
에,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따로 시간을 마련한다. 이
런 종류의 압박감으로 당신은 과제를 잘못 읽을 수도 
있고, 스케줄을 이중 예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들은 당신의 바
쁜 스케줄 속에 약간의 시간을 요구해서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당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지나치게 많은 과외 활동에 가입하지 않고, 당신이 공
을 떨어뜨렸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어구] wind up ~ing 결국 ~으로 끝나다, hectic 정
신없이 바쁜

25. [출제의도] 글의 제목 추론하기
서핑은 종종 남성 스포츠로 간주되지만, 사실 1920년

대 초반 이래로 California에서는 여성들도 서핑을 해 
오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서핑을 즐기는 세계의 모든 나
라에는 여성 서퍼들이 있다.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
들도 아마추어에서부터 프로 선수까지 범위가 다양하
다. 비록 여성들은 서핑 대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힘들게 참가할 진정한 권
리를 얻었기 때문에 당당히 경쟁한다. Mary Hawkins는 
초창기 여성 서퍼 중 한 명이었는데, 서핑을 할 때 매
우 우아한 동작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1960년대 Marge 
Calhoun과 그녀의 딸들, 그리고 Linda Benson으로 이
어지는 긴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선수였으며, 오늘날 
최고의 프로 서퍼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6. [출제의도] 지칭어 추론하기
Octavius는 자신의 학업과 군사 훈련을 마치기 위해 

Albania로 갔다. 거기 있는 동안 그는 Julius Caesar의 
암살에 대해 알게 되었다. Octavius는 로마로 돌아갔고, 
Caesar의 유언장 내용이 그를 Caesar의 양자로 삼고 
그의 정치적, 개인적 재산에 대한 상속자로 삼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아직 18세밖에 되지 
않았고, 로마제국 권력 정치의 위험성에 대해 대처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Caesar의 유지를 받아들이
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
지를 받아들였다. Caesar의 유언은 대중들에게 즐거움
을 줄 수 있는 게임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
해서는 자금이 필요했다. Octavius는 자금을 빌렸고, 
Caesar의 유언을 따르기 위한 그의 노력으로 Caesar의 
군대와 대중들 사이에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어구] assassination 암살, hazard 위험성
두 번째 his는 Julius Caesar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Octavius를 지칭한다.

27. [출제의도] 적절한 어법 고르기
당신이 교수들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는 것은 나

이, 대학 문화, 교수 자신의 선호도 같은 많은 요소에 
달려 있다. 몇몇 교수들은 특히 그들이 비교적 젊다면, 
당신에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라고 할 것이다. 그들은 
교실 내의 모든 사람들을 동등한 수준에 둠으로써 형성
되는 스스럼없는 분위기를 즐긴다. 사실, 몇몇 대학은 
교수진과 학생들이 이름을 부르는 사이라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나 교수들을 화나게 하는 가장 확
실한 방법들 중에 하나는 그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이름
으로 불리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라. 대부분의 교수들

은 자신들이 학생들보다는 여러 해 동안의 연구를 통해 
얻은 전문가적 권위를 가진 위치에 있다고 여긴다. 보
통의 의사들이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
럼, 교수들도 John이나 Maria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는
다.

[어구] faculty 교수진
④의 whom은 선행사가 professional authority이므로 
which 또는 that으로 바뀌어야 한다. 

28. [출제의도] 적절하지 않은 어휘 고르기
치아는 우리 신체에서 발견되는 가장 단단한 물질인 

에나멜로 덮혀 있다. 그러나 에나멜은 산에 약하다. 음
식에서 나오는 산은 에나멜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이 
산은 아이스크림과 사탕과 같은 단 음식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채소와 과일 주스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치아에 달라붙는 끈적끈적한 음식들이 특히 위험하다. 
이것들은 (치아에) 남은 음식물과 박테리아의 혼합물인 
플라크의 형성을 촉진시킨다. 이 박테리아는 설탕, 흰 
밀가루, 또는 감자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단순 탄수
화물을 치아의 에나멜을 손상시키는 산으로 변화시킨
다. 박테리아가 새로운 영양분을 더 자주 섭취할수록, 
더 적은(→더 많은) 산을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서, 반
복해서 레모네이드를 마시는 것이 초콜릿바 여러 개를 
한 자리에서 먹는 것보다 치아에 더 해롭다.

[어구] carbohydrate 탄수화물
29. [출제의도] 도표 이해하기

위 그래프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 일본, 한
국, 인도 4개국에서 인도네시아의 발리로 온 관광객 수
의 변화를 보여준다. 일본 관광객의 수는 2008년에 정
점을 찍었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급격하게 감소하
였다. 반면에, 중국 관광객의 수는 2006년과 2011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인도 관광객의 수는 2006
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8년에는 
일본에서 온 관광객의 수가 한국에서 온 관광객 수의 
두 배 보다 적었다(→두 배 보다 많았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 관광객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2008년 
이래로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어구] drastically 급격하게
30.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Phyllium giganteum은 ‘걸어다니는 잎사귀’라고도 불
리는데, 적들이 진짜 잎사귀와 이 곤충을 구별해 낼 수 
없도록 종종 자신을 위장한다. 이것은 길이 5인치, 너비 
3인치까지 자랄 수 있다. 수컷의 뒷날개는 복부 끝까지 
뻗어 있다. 암컷은 뒷날개가 없고, 앞날개는 복부보다 
더 좁고 짧다. 암컷은 껍데기가 매우 두꺼운 100개에서 
300개의 알을 낳는다. 그것들은 떡갈나무, 유칼립투스, 
산딸기, 장미와 같은 식물을 먹는다. 그것들은 주로 아
시아의 열대 지역에 서식한다. 매우 제한된 이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만을 이
동하고, 매우 좁은 영역에서 꼼짝 않고 지내며 대부분
의 시간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 

31.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만약 당신이 이메일을 읽거나 전화 메시지를 확인하

기 위해 전화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휴가가 아니다. 
Jai와 내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 우리는 단 둘이 있기를 
원했다. 그러나 우리 사장님은 사람들이 나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그
래서 나는 완벽한 전화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냈
다. “안녕하세요. 저는 Randy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한 
달 동안 집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것으로 인
해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 사장님은 그
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리고 나는 Jai의 부모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었다. “만약 당신이 전화번호부에서 그들

의 이름을 찾아보면, 그들의 번호를 알 수 있을 것입니
다. 그러고 난 후 당신이 제 장인, 장모께 당신의 긴박
함이 외동딸의 신혼여행을 방해할 만하다는 것을 확신
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번호를 알려 줄 것입니다.” 우
리는 어떠한 전화도 받지 않았다.

[어구] merit ~할 만하다 
32.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Walter Debner는 Minnesota에서 옛날식 식료품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가게를 번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한번은, 그는 가방 없이 가게에 들
어선 사람들이 가방을 가지고 온 사람들보다 식품을 훨
씬 더 적게 구매한다는 것을 주목했다. 왜일까? 그들은 
단지 식료품을 들고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한 번에 더 많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했다. 그가 적합한 해결책
을 개발하는 데에 4년이 걸렸다. 그것은 비싸지 않고, 
사용하기 쉬우면서 많은 식료품을 담기에 충분히 튼튼
한 쇼핑백이었다. 이 쇼핑백은 종이 가방에 끈을 넣어
서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소비자가 (가방에) 담아
갈 수 있는 양이 늘어났다. 그는 자신의 상품에 특허를 
받았고, 쇼핑백을 일 년에 백만 개 이상 팔았다.

[어구] set about 시작하다
33.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소비자 교육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무엇을 사는지 그 
선택에 따라,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떻게 팔리는
지에 대해 소비자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소비자의 힘은, 사람들이 특정 식품을 사는 
것을 거부하는 캠페인 활동과 불매운동을 통해 종종 나
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수천 마리의 돌고래가 참치 잡
이 그물에 걸려 죽는 일이 있었지만, 소비자의 압력이 
이러한 관행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었다. 돌고래를 해
치지 않고 포획된 참치에게 “돌고래 친화적인” 제품 상
표를 붙였더니, 소비자들이 다른 참치제품을 구매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많은 회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참
치 포획 방법을 바꾸도록 강요하였다. 결과적으로, 돌고
래의 죽음이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80퍼센트 이상 
줄어들게 되었다. 

[어구] boycott 불매운동
34.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는 것을 좋아
했다. 차를 타는 동안 나는 언제나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 ‘이걸 눌러봐도 될까?’와 같은 호기심들
로 가득 찼다. 나는 차 안에 있던 실내등을 켰던 때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우리 차는 모터가 달린 반딧불처럼 
밤길을 쌩쌩 달렸다. 한 번은, 아버지가 내게 “불을 켜
지 말아라! 그러면 차가 어항처럼 된단다. 모든 사람들
이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잖아.”라고 말씀하셨다. 보통 
사람들은 이와 똑같이 감정적이거나, 신체적으로, 아니
면 이 두 가지 모든 경우로, 자신이 드러나거나 노출되
는 것을 꺼리는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
생활을 지키고자 하는 바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야간 운전을 할 때 차 실내등을 켜는 것
에 대한 아버지의 거부감을 설명해 주는 것 같다.

[어구] reservation 거리낌
35.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상황이 힘들어지면, 끈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
버지에게 감사해야 한다. Brigham Young University의 
최신 연구는 아버지가 자녀들의 끈기를 기르도록 돕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 따르
면, 아이들이 아버지로부터 다정함과 사랑을 느끼고, 규
칙이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적절한 자율
성을 부여받았을 때, 아이들은 원만하게 성장하고,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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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와 압박감에 대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아버지를 둔 아이들은 
끈기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았고, 이는 아이들이 
학교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비행도 덜 저지르게 되
는 결과를 낳았다. 수년 동안 325 가정을 추적 연구한 
후, Laura Walker 교수와 Randal Day 교수는 자녀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아버지
들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어구] autonomy 자율성
36.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원래 Dutch auction(역경매)은 높은 가격으로 시작해
서, 어떤 물건이 팔릴 때까지 계속해서 가격을 낮추는 
경매의 유형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어떤 물건이 
최저가로 시작해서 입찰자들이 그들의 입찰가를 높이면
서 경쟁하는 일반적인 경매와는 반대의 과정이다. 그러
나 역경매에서는 경매인이 물건을 특정 가격으로 입찰
에 붙이고, 누군가가 동의하기를 기다린다. 만약 동의하
는 사람이 없다면, 그는 가격을 낮추고 다시 구매 의사
를 물어본다. 이것은 참여자가 “예”라고 말하고, 그 물
건을 살 때까지 계속된다. 역경매에서는 물건에 대한 
경쟁이 없다. 제안된 가격을 수락하는 첫 번째 사람이 
그 물건을 갖게 되며, 그 결과 많은 시간이 절약된다.

37. [출제의도] 연결사 파악하기
패러다임은 당신이 어떤 것을 보는 방식, 관점, 혹은 

믿음이다. 우리의 패러다임은 종종 완전히 틀리거나, 가
능성을 제한한다. 패러다임은 안경과 같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불완전한 패러다임을 갖
고 있을 때, 그것은 시력에 맞지 않는 안경을 끼고 있
는 것과 같다. 그 렌즈는 당신이 사물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이 
얻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바보라고 믿는다면, 
바로 그 믿음이 당신을 바보로 만들 것이다. 만약 당신
이 여동생을 바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아마 그 믿음
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으려 할 것이며, 그것을 발견하
게 될 것이고, 당신의 눈에는 그녀가 바보로 남게 될 
것이다. 반면에, 만약 당신이 자신을 똑똑하다고 믿는다
면, 그 믿음은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장밋빛으로 보이
게 할 것이다.

[어구] prescription 처방
38. [출제의도] 글의 순서 추론하기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돋보기로 거실의 창문틀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나는 누군가가 그 창문으로 침입했
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C) 왜냐하면 누군가가 
집안으로 들어서면서 생긴 젖은 발자국의 윤곽을 알아
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
는지에 대한 추론이 가능해지기 시작하였다. (B) 한 남
자가 창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에게 
보석을 갖다 주었다. 그 행동을 또 다른 남자가 지켜보
고 있었다. 그는 도둑을 쫓아갔고, 그와 몸싸움을 했다. 
(A) 그들은 서로 왕관을 잡아당겼고, 그들 두 사람의 
힘이 합쳐져서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낼 수 없는 손상
을 왕관에 입혔다. 그는 왕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
지만 그것의 일부분은 도둑의 손아귀에 남게 되었다.

[어구] oversee 지켜보다
39. [출제의도] 글의 흐름 파악하기

호주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멋진 실험이 실시되었다. 
지난 2년 동안, 그 마을에서는 길거리 범죄 수가 급격
하게 늘어나고 있었다. 길거리 범죄 증가에 놀란 지역 
주민들은 함께 모여서 그 문제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
은 어두워진 후에 주요 도로에서 범죄자들을 없애는 것
이라고 결정하였다. 거리에 무장한 경찰을 더 배치하는 
대신에, 그들은 클래식 음악을 내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모든 거리 구역마다 모차르트, 바흐, 베토벤, 브람스의 

음악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그 지
역은 범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보도되었다. 그 실험
은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있는 주
요 기차역에서 동일한 해결 방법을 시도하였고 - 역시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어구] armed 무장한
40. [출제의도] 요약문 빈칸 내용 추론하기

순서 효과는 어떤 질문, 아이디어, 답변, 또는 상품의 
제시 순서가 응답자에게 편견을 갖도록 영향을 주는 것
이다. 물건이 처음, 마지막, 중간 중 어디에 위치하는가
가 가끔 그 물건에 대한 선택 또는 반응에 영향을 미친
다. 초기 자극이 후기 자극에 대해 참고의 틀로 작용하
는 순서 효과에 주목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Illinois 
대학의 Robert Ferber는 응답자들에게 여러 직업들의 
리스트에 등위를 매겨보도록 하였고, 그 직업들의 순서
와 상관없이 처음에 제시된 직업이 최고 또는 최저의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 
피실험자들은 “절대 사지 않겠다”와 “반드시 사겠다”의 
범위에서 음료수 구매 의사를 표시해 보도록 요청 받았
다. 그들은 처음으로 시음한 음료수에 확연하게 더 높
은 점수를 주었다.

맨 처음 제시된 항목이 사람들에 의해 극단적인 평가
를 받는 경향이 있다.

[어구] prejudicial 편견적인, reference 참고
[41~42] 장문의 이해

오늘날 기계 장치로 가득 찬 세계에서 가장 짜증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본의 아니게 
엉뚱한 곳에 두어서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 리모
컨, 스마트폰, 심지어 자동차 열쇠를 찾는 것은 성가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일이기도 하다. 그
렇지 않은가? StickNFind라 불리는 똑똑한 새로운 발
명품은 건망증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줄 것
이다. 

StickNFind는 미국 동전 25센트짜리 크기이고, 이
것에는 회로판, 교체 가능한 배터리, 버저, LED등이 내
장되어 있다. 자동차 열쇠 혹은 TV 리모컨처럼 자주 
잃어버리는 물건에 이 태그를 부착하고, 사용자 지정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특정 물건을 지정할 수 있
다.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이 프로그램에 접속하
면 그 물건이 얼마나 멀리 (최대 100피트까지)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 사용자는 그 물건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서 잃어버린 물
건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 제품은 버저 소리를 내거
나, LED 빛을 내서 물건을 찾는 것을 도와준다. 짐, 애
완동물, 아이들이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면, 이것은 분명히 완벽한 제품이다.

[어구] manage to 본의 아니게 ~하다, illuminate 빛
을 내다

41. [출제의도] 제목 추론하기

42.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43~45] 장문의 이해
(A) 나는 아홉 살이었다. 나는 마을 도서관에 있었

다. 대출 창구 뒤에 서 있던 사서가 그녀의 안경 너머
로 나를 보았다. (a) 그녀는 나를 찬찬히 살폈다. 내 셔
츠 자락은 삐져나와 있었고, 신발 한 짝은 끈이 풀려 
있었다. 나는 Jules Verne가 쓴 ‘20,000 Leagues 
Under the Sea’를 골랐다. 나는 표지에 있는 그림들과 
바다 속에 사람들이 산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

(C) 나는 그 책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지 않았다. “이

것은 너한테 너무 어렵단다,”라고 말하며 그녀는 뒤에 
있는 선반 위에 그 책을 얹었다. 나는 마치 그녀가 그 
책을 금고 속에 넣고 잠가버린 것처럼 느꼈다. 나는 아
동도서 코너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원숭이에 대한 그림
책 한 권을 골랐고, 대출 창구로 돌아왔다. (c)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책에 도장을 찍었다. 어머니가 차를 
몰고 왔을 때, 나는 서둘러 차에 올라탔다. 그녀는 내가 
선택한 책을 보았다. 그녀는 “너 이 책 이미 읽지 않았
니?”라고 물었다. “사서 아줌마가 내가 원하는 책을 못 
빌리게 했어요.” 어머니는 시동을 껐다. “왜 그 책을 못 
빌리게 했지?” “(d) 그녀는 그 책이 너무 어렵다고 했
어요.”

(D) 어머니는 나를 차 밖으로 끌어냈다. (e) 그녀는 
나를 앞세워 대출 창구까지 걸어갔다. “저는 Benetto입
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 Charley이고요. 당신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책이 읽기에 너무 어렵다고 말했나요?” 
사서는 경직되었다. 그녀는 우리 어머니보다 훨씬 나이
가 많았고, 어머니가 평소에 나이 드신 분들께 말씀하
시는 태도를 고려해볼 때 나는 어머니의 말투에 놀랐
다. “그는 ‘20,000 Leagues Under the Sea’를 골라 왔
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는 너무 어려요. 애를 한
번 보세요.” 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B) “그 책이 어디 있나요?”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
다. “뭐라고요?” “그 책이 어디 있냐고요?” 사서는 팔을 
뒤로 뻗었다. (b) 그녀는 그 책을 쿵 하고 카운터 위에 
놓았다. 어머니는 그 책을 움켜쥐고는 내 팔 사이로 밀
어 넣었다. “절대 어떤 아이에게도 뭔가가 너무 어렵다
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결단코 이 아이에게는 하지 마세요.” 나는 Jules Verne
의 책을 꼭 쥔 채로 문 밖으로 끌려 나왔다. 나는 우리
가 마치 은행을 턴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이 일로 곤
경에 처할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어구] untucked 옷자락이 삐져나온, ignition 시동 
stiffen 경직되다 

43. [출제의도] 글의 순서 추론하기

44. [출제의도] 지칭어 추론하기

45.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