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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그림 찾기

[해석]

남: 안녕하세요. 물건 찾으시는데 도와 드릴까요?

여: 예, 저는 휴대용 선풍기를 찾고 있습니다.  

남: 그러세요. 여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휴대용 선풍기가 있습니다. 

여: 잘됐군요. 저를 위해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남: 이 자전거 형태의 선풍기는 어떠세요? 디자인이 재미있는데.  

여: 흥미롭긴 하지만 약간 유치해 보이네요. 좀 더 일반적인 것을 사고 싶어요. 

남: 그러면, 이 둥근 형태나 저기 사각형 형태는 어떠세요? 

여: 둘 다 좋긴 하지만 저는 이 사각형 형태가 더 좋아요.  

남: 잘 선택하셨습니다. 사각형 선풍기는 요즘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리

모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 전 리모컨은 필요 없으니, 그것이 없는 것으로 할게요.  

남: 좋아요. 여기 있습니다.  

여: 감사합니다.  

[풀이] 

여자는 사각형 선풍기에 리모컨이 없는 것으로 선택했으므로 구입한 선풍기는 ②번

이다.   

[Words and Phrases]

portable 휴대용의     childish 유치한      remote control 리모컨  

 

2. [출제의도]  심경 파악하기 

[해석]

여: Mr. Kim, 수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남: 그런데, Ms. Johnson, 언제 이 야채들을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 수프가 끓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넣으세요. 

남: 오, 맞아요. 당신이 몇 번이나 말했는데 계속 잊어버려요. 정말 우울해요! 

여: 아무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남: 그러나 이미 3주나 되었어요. 난 요리에 전혀 재능이 없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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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걱정하지 말아요.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당신도 훌륭한 요리사가 될 거에요.  

남: 하지만 난 정말로 다음 주에 아내의 생일을 위해 저녁 식사를 만들고 싶어요.   

   이제 그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여: 용기를 내요! 오, 당신의 수프가 준비가 된 것 같군요. 제가 맛을 좀 볼게요. 

남: [잠시 멈춤] 어때요? 

여: 음.... 당신이 소금 대신에 설탕을 넣은 것 같군요.  

남: 오, 이런! 전 어떻게 해야 하죠? 

[풀이]

남자는 자신의 요리 실력이 늘지 않아 우울해하고 있으며, 소금 대신 설탕을 넣은 

것 같다는 여자의 말에 아주 실망하고(frustrated) 있다.   

[Words and Phrases]

boil 끓다     depressing 우울한     talent 재능     taste 맛을 보다 

 

3. [출제의도] 담화의 주제 찾기 

[해석]

여: 지난번에, 우리는 차를 마시는 것의 이점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식

물에 기초한 음식 섭취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과일이나 야채, 

그리고 곡물과 같이 식물에 기초한 음식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춤으로써 우

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식물에 기초한 식단은 또한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을 정육업에 의해 도살당하는 것으로부터 구해 줍니다. 고기에 대한 

보다 적은 수요는 음식을 위해 길러지는 가축들의 숫자에 있어서의 감소를 가

져 옵니다. 이것은 나아가 동물들이 만들어내는 메탄가스와 배설물의 양을 줄여 

줍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식물에 기초한 식단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건강을 유

지하고, 동물들을 구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풀이]

식물에 기초한 식단을 유지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동물들의 목숨을 구하고, 환

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담화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채식 위주 음

식 섭취의 장점’이다.  

[Words and Phrases]

plant-based 식물에 기초한     blood pressure 혈압    enormous 엄청난    

meat industry 식육업      livestock 가축     in turn 나아가, 교대로

4. [출제의도] 할 일 고르기

[해석]

남: 이봐, Rachel. 오늘 밤에 영화 보러 가자! 

여: 그럴 수 없어. 내 사회과 리포트를 작성해야 해. 

남: 뭐라고? 너는 이미 그것을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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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음, 내가 조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

달았어. 

남: 그럼 너의 조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연락해야 하니?

여: 그래. 나는 아직도 열 사람이나 더 대답을 들어야 해. 

남: 많구나! 내가 너 대신 그들에게 전화해 주는 건 어때? 

여: 커다란 도움이 되겠다. 네가 그 일을 하는 동안 이미 확보한 자료를 작업할게. 

남: 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목록이 어디 있니?

여: 여기 있어. 네가 최고야! 

남: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뭐. 

[풀이]

남자는 여자의 사회과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설문 참가자에게 전화

를 대신 걸어준다고 했다. 따라서 ①이 정답이다. 

[Words and Phrases]

social studies 사회과목  survey 조사  contact 연락하다  response 응답  data 

자료  

5. [출제의도] 금액 고르기 

[해석]

남: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 이 축구장을 빌리고 싶어요. 

남: 좋습니다, 언제 필요하신가요? 

여: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남: 확인해 보지요. [타이핑 소리] 네, 이용 가능합니다. 

여: 좋아요! 임대료는 한 시간에 45달러이지요, 그렇지요? 

남: 사실, 저녁에 축구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명으로 인한 부가적인 요금이 있습니

다. 한 시간에 5달러입니다. 

여: 좋아요. 저는 또한 이 도시의 주민입니다.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남: 물론이지요, 총금액에서 10퍼센트를 할인받으세요. 

여: 좋군요. 

남: 그럼, 당신의 예약을 확인해 보지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이구요, 

주민 할인을 받고요. 

여: 맞아요. 여기 신분증과 신용 카드가 있습니다. 

[풀이]

축구장을 빌리는 데 한 시간에 45달러인데, 저녁때 사용할 경우 5달러가 추가된다. 

여자는 저녁 때 두 시간을 빌릴 예정이므로, 100달러를 내야 하는데, 지역 주민에

게 제공하는 10% 할인을 받으므로, 총 90달러를 내면 된다. 

[Words and Phr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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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ailable 이용 가능한  rental fee 임대료  additional 부가적인  charge 요금  

resident 거주민  confirm 확인하다  reservation 예약 

6. [출제의도] 말의 목적 고르기 

[해석]

남: 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31일이 World No Tobacco Day라는 것을 아시나요? 

흡연 반대 문화를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세계 건강 기구에 의해서 지정되었습니다. 

Green Hospital은 1999년부터 World No Tobacco Day를 지지하기 위해서 미술 

대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포스터를 만듦으로써 이 

대회에 참가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합니다. 제출 기한은 2월 10일입니다. 여

러 분의 포스터를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세 명의 수상자는 증명

서와 500달러의 상금을 받을 겁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우리 웹사이트인 

www.greenhospital.com/notobaccoday를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풀이]

세계 건강 기구가 지정한 World No Tobacco Day를 후원하기 위해서, 금연 포스

터 대회를 개최하니 많이 참여해달라고 독려하고 있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Words and Phrases]

designate 지정하다  aim 목적  encourage 격려하다  deadline 마감기한  

submission 제출  in person 본인 자신이  certificate 증명서

7. [출제의도] 부탁한 일 파악하기

[해석]

[휴대전화 벨 소리]

여: 여보세요?

남: 안녕하세요, Brown 박사님. 제 이름은 Ross Baker이며 저는 World Today 잡

지의 편집자입니다.

여: 아, 안녕하세요! 이것은 제가 제출한 성형 수술에 관한 기사에 관한 것입니까?

남: 예, 저는 그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해서, 박사님의 기사를 우리의 다음 호 잡지

에 게재하려고 합니다.

여: 그거 잘 됐군요!

남: 다만 한 가지, 박사님의 기사를 약간 줄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 물론이죠. 그것을 어느 정도 길이로 원하십니까?

남: 200 단어 정도로 줄여주실 수 있나요?

여: 문제 없어요. 그것을 언제까지 필요로 하시나요?

남: 그것이 목요일까지 필요합니다.

여: 좋습니다. 제가 그 때까지 수정본을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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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

여자의 기사 내용을 잡지에 실을 수 있는 길이로 줄여 줄 것을 부탁하자 여자가 그

렇게 해 주겠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은 ④ ‘그녀의 기사를 잡지

에 실을 수 있도록 줄여줄 것’이다.

① 그의 잡지를 구독할 것

② 기사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줄 것

③ 그에게 성형수술을 해 줄 것

⑤ 그에게 그녀의 병원정보를 이메일로 보내줄 것

[Words and Phrases]

editor 편집자  submit 제출하다  plastic surgery 성형 수술

8. [출제의도] 대화 장소 추론

[해석]

남: 꽉 찼어요! 우리가 공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여: 모르겠어요.... 한 층 더 내려가 봅시다.

남: 좋아요. [잠시 후] 보세요! 저쪽에 빈 공간이 있어요.

여: 그건 장애인을 위한 곳이에요.

남: 이런! 표지판을 보지 못했네요.

여: 아! 저 트럭이 나가고 있어요. 저리로 가는 게 어떨까요?

남: 좋아요. [잠시 후] 좋은 자리를 찾아서 기뻐요.

여: 저도요.

남: 바비큐 파티를 위한 쇼핑 목록을 가져왔나요?

여: 물론이죠. 당신이 고기와 음료를 사는 동안에 내가 채소를 사는 것이 어떨까요?

남: 좋은 아이디어에요! 30분 후에 다시 만납시다.

여: 좋아요. 자동차 문 잠그는 것 잊지 마세요.

남: 그럴게요. C번 구역 지하 3층에 있다는 것 기억해요.

[풀이]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주차할 공간을 찾다가 주차 공간을 발견했으므로,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곳은 ② ‘주차장’이다.

[Words and Phrases]

packed 꽉 찬  the handicapped 장애인

9. [출제의도] 관계 추론

[해석]

남: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당신의 강아지가 어떤가요?

여: 최근에 약간 아파 보였어요.

남: 그래요? 저를 위해서 강아지를 진찰대 위에 올려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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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물론이죠.

남: 봅시다.... 잇몸이 상당히 빨갛군요.

여: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남: 빨간 잇몸은 동물들에게 잇몸 질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 그것이 최근에 강아지가 짖지도 않고 잘 먹지도 않은 이유임에 틀림없어요.

남: 강아지를 위한 특별한 씹는 뼈를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강아지의 이  

   를 깨끗하게 해주고 잇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 그거 좋겠군요.

남: 일주일 후에도 빨개진 것이 사라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시면, 강아지를 다시 한  

   번 검사하기 위해 데려오세요.

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풀이]

잇몸이 부은 여자의 강아지를 남자가 진료 후에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해 주고 있

는 상황이므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⑤ ‘수의사 － 애완동물 주

인’이다.

[Words and Phrases]

examining table 진찰대   gum 잇몸    recommend 추천하다   strengthen 강화

하다

10. [출제의도] 할 일 추론

[해석]

여: 여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남: 책꽂이를 다시 정리하고 있어요.

여: 그래요?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남: 음, 이 오래된 책들은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Amy의 이야기책은 어  

   디에 놓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 그렇다면 새로운 책꽂이를 사는 것이 어떨까요?

남: 내 생각에 책꽂이가 하나 더 들어가기에는 이 방이 너무 작아요.

여: 예,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남: 이 오래된 책들을 그냥 버리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책들을 읽지  

   도 않아요.

여: 그것들을 그냥 버리는 것은 낭비가 될 거예요. 어떻게든 해서 그것들을 재활용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남: 음.... Amy의 고등학교 앞에 Good Hands 상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책을  

    기증할 수 있는 자선 활동 상점이에요.

여: 멋진 생각인 것 같군요. 당장 그것들을 갖다 주겠어요.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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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된 책을 버리기보다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여자에게 남자가 Good Hands라

는 책을 기증할 수 있는 자선 활동 상점에 대해 말해주자, 여자는 당장 거기에 그

것들을 가져다주겠다고 했다. 그러므로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오래

된 책을 Good Hands 상점에 가져다주기’이다.

② 자선 활동 상점을 재조직하는 것 돕기

③ 시의 재활용 센터에 전화하기

④ Amy의 책을 그녀의 학교에 돌려주기

⑤ 책장을 더 큰 것으로 교환하기 

[Words and Phrases]

reorganize 재편성하다, 다시 정리하다   bookshelf 서가   charity 자선

11. [출제의도] 도표의 이해

[해석] 

여: 여보, 아이들한테 우리 여름 계획에 관해 이야기 했어요?

남: 그럼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야영하러 간다고 정말 좋아하는걸요.

여: 잘 됐네요. 이 목록에서 캠프장을 고르는 것이 어떨까요?

남: 좋아요.

여: 이 야영지는 어때요? 가장 비용이 저렴한데요.

남: 네, 하지만 텐트를 제공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텐트 하나가 정말 필요할거예요.

여: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텐트도 있고 전기도 공급해주는데요.

남: 맞아요, 하지만 나는 아이들이 전기 없이 진정한 야영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여: 좋은 생각이에요. 전기 없이 야영을 해보죠. [잠시 후] 캠프장을 위한 우리 예

산이 얼마나 되요?

남: 하루 밤에 80달러 이상을 쓰면 안 돼요. 

여: 그렇다면, 오직 한 캠프장만 남아 있네요.

남: 맞아요. 이제 그 캠프장을 예약하죠. 

[풀이]

텐트는 제공하나, 전기는 공급하지 않으며, 하루에 80달러 이하의 비용으로 야영할 

수 있는 곳은 ② Ice Valley이다. 

[Words and Phrases]

campsite 캠프장, 야영지   offer 제공하다   budget 경비, 예산   reservation 예

약

12. [출제의도] 내용 불일치

[해석] 

여: Pacific Language Learning은 외국어를 정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2010년에 시(市)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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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를 포함한 외국어들을 위한 다양한 과정들을 제공합니

다. 이 프로그램은 다운로드가 가능한 온라인 수업의 오디오와 비디오 파일들

과 같은 언어 학습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학습) 도구들은 여러분의 개

인 스케줄에 맞추어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

은 매년 12월 마다 말하기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 경연대회에서 겨룰 수 있습니다. 우승자는 외국을 방문할 기

회가 부여됩니다. www.pacificlanguagelearning.com에서 저희 프로그램에 관

해 알아보세요. 

[풀이]

개인 스케줄에 맞추어 스마트폰으로 학습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③ ‘스

마트폰을 통해서는 학습 도구를 제공하지 않는다.’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다. 

[Words and Phrases]

master 정복하다, 숙달하다   downloadable 다운로드가 가능한   tool 도구, 수단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compete 겨루다, 경쟁하다   

13. [출제의도] 그림에 적절한 대화

[해석]

① 여: 넥타이는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남: 3층에서 남성용 매장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② 여: 저는 이 셔츠가 마음에 들어요. 얼마예요?

   남: 그것은 할인 중이거든요. 원가에서 20% 할인하여 구입하실 수 있어요.

③ 여: 저는 이 재킷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디자인으로 된 것도 있나요?

   남: 물론이죠. 이 바둑판무늬 재킷은 어떠세요?

④ 여: 어디서 이 스커트를 입어볼 수 있어요?

   남: 탈의실은 바로 뒤에 있어요.

⑤ 여: 이 바지가 너무 커요. 허리를 보세요!

   남: 더 작은 사이즈를 가져다 드릴게요. 

[풀이]

탈의실 앞에 있는 여자가 남자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는 바지가 크다고 손으로 가

리키고 있는 상황이므로, ⑤번 대화가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purchase 구입하다, 사다   department (백화점 따위의) 매장   checkered 바둑

판무늬의

14. [출제의도] 이어질 응답 추론하기    

[해석] 

[휴대전화가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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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안녕, Michelle.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여: 안녕, Eric. 난 잘 지내. 있잖아, 나 다음 주에 New York에 갈 거야. 

남: 정말? 잘 됐다! 여기 New York에는 얼마나 있을 건데? 

여: 1주일. 내가 거기 있는 동안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남: 물론이지. 난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이 비는데. 너는 어떠니? 

여: 토요일은 나도 괜찮아. 

남: 좋아! 가고 싶은 데 있어?

여: Broadway의 쇼를 보고 싶어. 

남: 그러면, 내가 알아보고 우리들 표를 예매할게. 

여: 고마워! 쇼가 끝나고 나서 내가 저녁을 살게. 

남: 그거 좋지. 내가 훌륭한 이탈리아 식당을 알고 있어. 네가 좋아할 거야! 

여: 좋아! 너를 만날 일이 정말로 기대가 돼. 

[풀이] 

여자는 다음 주에 남자가 있는 New York에 갈 것이고, 남자와 여자는 토요일에 

만나 Broadway의 쇼를 볼 계획이다. 쇼가 끝나고 나서 여자가 저녁을 산다고 했

고, 남자는 여자가 좋아할 이탈리아 식당을 알고 있다고 했으므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는 남자를 만날 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③ '좋아! 

너를 만날 일이 정말로 기대가 돼.'가 적절하다. 두 사람이 휴대전화로 대화를 나누

고 있고, 여자가 다음 주에 New York에 가서 남자를 만난다고 했으므로, '한 시간 

뒤에 그 식당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②는 오답이다.   

① 네 덕분에, 간신히 표를 얻었어. 

② 음, 한 시간 뒤에 그 식당에서 만나자. 

④ 정말? 넌 나와 함께 그 쇼를 봤어야만 했는데.

⑤ 아니, 괜찮아. 난 지금 당장 New York으로 떠나야 해. 

[Words & Phrases]

awesome 멋진, 근사한   look into 조사하다, 알아보다    reserve (표를) 예매하

다    look forward to ~ing ~을 기대[고대]하다

15. [출제의도] 이어질 응답 추론하기   

[해석] 

여: 우리는 한 시간 동안 이 줄에서 기다리고 있어. 표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하니?

남: 그랬으면 좋겠어. [잠시 후] Vikings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날이거든. 

여: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이 뿔이 달린 저 헬멧을 쓰고 있는 거야?

남: 응, 그 때문이야. Vikings 팬들은 늘 팀을 응원하려고 저 헬멧을 써.

여: 그렇구나. 

남: 가장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텐트를 치고 밤새 기다리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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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거 알아? 

여: 와! 그들은 정말 팀을 사랑하는가 봐. 

남: 헬멧을 쓸 뿐만 아니라 바이킹 의상 전부를 입는 팬들도 있어. 

여: Vikings 팬이 된다는 것은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

남: 지금 한 번 Vikings 팬이 되어 보고 싶지 않아? 

여: 좋은 생각인 것 같다! 하지만 어떻게?  

남: 네가 여기서 줄을 서 있는 동안에 내가 가서 네가 쓸 헬멧을 구해올게.  

[풀이] 

여자와 남자는 Vikings 경기를 구경하기 위해 줄을 서 있으면서 헬멧을 쓰고, 심지

어는 바이킹 의상 전부를 입는 팬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남자가 여자

에게 Vikings 팬이 되어 보는 것이 어떠냐고 묻고, 이에 대해 여자도 동의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으므로, 여자의 마지막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는 

Vikings 팬이 될 수 있도록 헬멧을 구해오겠다는 ⑤ '네가 여기서 줄을 서 있는 동

안에 내가 가서 네가 쓸 헬멧을 구해올게.'가 적절하다. 

① 나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표를 구매했어. 

② 너는 지하철 5호선을 타고 경기장에 갈 수 있어. 

③ Vikings는 지난밤에 라이벌 팀을 이겼어.

④ 나는 그들이 언제 팬클럽 회원이 되었는지 모르겠어. 

[Words & Phrases]

horn 뿔   cheer for 응원하다    set up (텐트 등을) 치다     overnight 밤새 

put on ~을 입다    costume 의상, 복장     official 공식의     beat 이기다 

16. [출제의도] 이어질 응답 추론하기  

[해석] 

여: 오, 안 돼! 빨리 여기로 좀 와 봐요!

남: 무슨 일이에요? 

여: 싱크대 아래 있는 관에서 물이 새어나와요.  

남: 어디 봐요.... 관에 박혀 있는 고정나사가 느슨해진 것 같아요. 

여: 우리가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배관공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남: 내가 할 수 있어요. 렌치로 고정나사를 바싹 죄어 주기만 하면 돼요. 

여: 기다려요. 내가 일전에 Susan에게 우리 집 렌치를 빌려줬는데, 그녀가 아직 돌  

   려주지 않았어요. 

남: 그녀에게 전화해서 렌치를 돌려달라고 부탁할 수 있죠? 

여: 물론이죠. [잠시 후] 그러는 동안에, 물이 계속 새니까 당신이 관 아래에 양동  

   이를 놓아 줄래요?  

남: 알았어요. 하지만 이 근처에 양동이가 안 보이는데요. 

여: 지하실에 양동이가 하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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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 

여자와 남자는 싱크대 아래에 있는 관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하는데, 남자

가 렌치로 고정나사를 죄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자가 일전에 

Susan에게 렌치를 빌려줘서 집에는 렌치가 없다. Susan에게 전화해서 렌치를 돌려

달라고 말하는 동안 관 아래에 양동이를 놓는 게 어떠냐고 여자가 말하지만, 남자

는 양동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한다. 이런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

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양동이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① '지하실에 양동이

가 하나 있어요.'가 적절하다.  

② 싱크대를 청소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에요. 

③ 우리 아빠가 내게 고정나사 죄는 법을 가르쳐주었어요. 

④ 화장실을 고치게 지금 즉시 배관공에게 전화하세요. 

⑤ 철물점에 가서 새로운 관을 하나 사오세요.

[Words & Phrases]

leak 새다    sink (부엌의) 싱크대    loose 느슨한     fix 고치다    plumber 

배관공   in the meantime 그러는 동안에    basement 지하실     hardware 

store 철물점 

17. [출제의도] 상황에 적절한 말 추론하기

[해석] 

남: Anita는 교환 학생으로 Blackwood 대학교로 떠나는 것에 마음이 들떠  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그녀가 타고 갈 비행기가 몇 가지 기계적  

    인 문제 때문에 적어도 3시간 동안 연착되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그녀는 그녀  

    가 Canada에서 머물 주인 가족의 Robinson씨가 그녀가 도착할 때 공항에서   

    그녀를 태우러 나올 것을 알고 있다. Anita는 그가 걱정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  

    문에, 그녀의 비행 일정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그에게 전화를   

    건다. 이런 상황에서 Anita가 Robinson씨에게 무슨 말을 할 것 같은가? 

[풀이] 

Anita는 교환학생으로 Blackwood 대학교로 떠날 계획이지만, 비행기의 기계적 문

제 때문에 연착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녀가 머물 집의 Robinson씨가 미리 

공항에 나와 그녀를 태울 것임을 알고 있는 Anita는 비행 일정의 변화 때문에 늦게 

도착한다는 것을 Robinson씨에게 알려서 그가 걱정하지 않게 하고 싶다고 했으므

로, Anita가 Robinson씨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제가 타고 갈 비행기가 

예상보다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이다. 

① 제가 타고 갈 비행기가 정시에 출발할지 확인하려고 전화 드렸어요. 

② 나는 당신의 가족과 함께 머물 생각에 매우 기뻐요. 

③ 당신이 도착하는 즉시 당신을 태우러 갈게요. 

④ 나는 기계 공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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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ds & Phrases]

exchange student 교환 학생    as soon as ~하자마자 곧    delay 미루다, 연기

하다     due to ~ 때문에      mechanical 기계적인   confirm 확인하다    on 

time 정시에    thrilled 기쁜, 신이 난    major in ~을 전공하다 

18. [출제의도] 글의 목적 추론

[해석] 

Mr. Johnson 귀하

홍수로 인해 당신의 집이 완전히 파괴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손실이었을지 단지 상상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예상만으로도 누구나 압도당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당신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이라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여분의 침실이 있는데 당신이 자

유롭게 사용해도 됩니다. 당신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 당신

을 돕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더 밝아

지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

시길 바랍니다. 

행복을 빌며

Richard Jackson 

[풀이]

홍수로 인해 집이 파손된 사람에게 자신의 침실을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글이

므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도움을 제공하려고’가 적절하다.

② 조언을 구하려고

③ 감사를 표현하려고

④ 경고를 하려고

⑤ 사과를 하려고  

[Words and Phrases]

prospect 예상, 전망    overwhelming 압도적인      extra 여분의      

19. [출제의도] 지칭 대상 찾기

[해석]

옛날에 어떤 왕이 갤리선에 올라탔다. 노예들로 이루어진 선원들의 무리를 지나가

다가, 그는 그들 중 몇 명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물었다. 거의 모든 노예들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하지만, 

한 젊은이는 큰 소리로 말했다. “폐하, 저는 여기에 있어 마땅합니다. 저는 약간의 

돈을 훔쳤습니다. 저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저는 유죄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왕은 그의 어깨를 붙잡고 소리쳤다. “이 나쁜 놈! 여기서 이 정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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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과 함께 너는 무얼 하고 있느냐? 그들과 함께 있지 말고 즉시 나가거라!” 그

리하여 그는 석방되었다. 이 죄수가 자유를 얻은 비결은 그의 죄를 인정한 것이었

다.

[풀이]

①은 왕을 가리키지만, 나머지는 모두 노예들 중에 있던 젊은이를 가리킨다. 

[Words and Phrases]

offense 죄, 위반    innocent 죄가 없는    lay the blame on ~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다   seize 잡다     set ~ free  ~를 석방하다     admission 인정

20. [출제의도] 어법성 판단

[해석]

처음으로 일일 마감에 맞춰 보도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은 처

음으로 시의 공무원을 인터뷰했던 것은요? 혹은 컴퓨터 출판 프로그램을 쓰기 시작

했던 것이 어떤지를 기억하세요? 우리 대학의 언론학 프로그램이 이런 많은 첫 경

험들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런 중요한 첫 

경험들을 젊은 신진 작가들과 편집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시다

시피,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

육의 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을 다했습니다. 그것들 중 하나가 특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장

학기금을 설립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그 기금에 후하게 기부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 분야에서 미래의 지도자 양성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아시

면 정말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풀이]

(A) 명사구 these firsts에 연결되므로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사용되는 수량형용사 

many가 적절하다.  (B) we can (do)은 anything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이고, 문

장 전체를 수식하는 to부정사가 필요하므로 to contain이 적절하다.  (C) 다음에 이

어지는 절을 목적으로 취하면서, 주절에 연결되는 분사구문이 필요한 곳이므로 

knowing이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maneuver 기동시키다, 교묘히 다루다    desktop publishing program 컴퓨터 출

판 프로그램     budding 신진의, 싹이 트는   compromising 훼손하다, 타협하다  

generously 후하게    

21. [출제의도] 어법성 판단

[해석] 

오늘날 기술 혁신의 세계는 한 세기 전에 그것이 그랬던 것과는 아주 다르다.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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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작업하는 고독한 발명가의 시대는 지나갔다. 많이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기본적 

아이디어들은 한 집단의 발명가들이 함께 일하는 대학과 실험실에서 부글거리며 넘

쳐 나온다. 생명체의 유전자 구조의 이해와 같은 중대한 발견과 수학이나 기초 화

학에서의 진보와 같은 보다 작은 발견 두 경우 모두 다 그렇다. 전통적으로 지적재

산은 기초 과학의 증진에 미미한 역할을 하였다. 학계는 “공개된 구조”에 믿음을 

두고 있는데, 이는 연구가 산출한 지식은 기술 혁신을 장려하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과학자들은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내적인 탐구에 의

해 동기를 부여받는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시되는 외재적 보상은 동료들의 인정이

다.  

[풀이] 

⑤주어인 the extrinsic reward에 연결되는 동사이므로 단수형인 is가 되어야 한

다. ①which의 선행사는 universities and laboratories이고 ‘대학과 실험실에서’의 

의미를 전달하므로 전치사 in과 결합되어 있다. ②앞의 breakthroughs를 대신하는 

부정대명사로 동일한 대상이 아니라 같은 종류를 나타낸다. ③전치사 in 다음에 동

명사형이 사용되고 있다. ④mean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절을 이끌고 있는 접속

사이다.

[Words and Phrases] 

solitary 고독한     oversimplify 많이 단순화시키다    academia 학계     quest 

탐구   extrinsic 외재적인   recognition 인정, 인식 

22. [출제의도] 요지 추론

[해석]

우리는 우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들을 단지 그것들이 우리의 선입

관과 자아상의 일반적인 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종 묵살한다. 엄청난 양

의 시간이 단지 반응하는 데만 소비된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장 적

은 시간과 관심을 요구하는 것에만 때맞추어 반응하고, 생각하기 위해 여분의 시간

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무시하도록 설정된 로봇인 듯하다. 우리

는 생각 없이 겉으로 드러난 면만을 훑어본다. 그러나 우리는 잘 생각하는 것이 시

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조금 속도를 늦추고 숙고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좀 더 의미 

있고 효율적인 삶으로 가는 유일한 경로이다.  

[풀이] 

생각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속도를 

늦추고 숙고할 시간을 가져한 한다는 것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다.  

[Words and Phrases]  

dismiss 묵살하다, 해고하다   preconceived notion 선입관   self-concept 자아

상, 자기에 대한 심상   on cue 마침 때맞추어     skim 훑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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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mplate 심사숙고하다, 고려하다   

23. [출제의도] 요지 추론

[해석] 

가면은 너무나 무거워서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 없으며, 당신이 아무리 잘 스스로를 

변장하고 있다고 믿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항상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생산성을 희생하고,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된다. 우리의 연구에

서, 모든 CEO들은 그들의 가면을 버리는 것이 그들을 약하게 보이도록 만들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지도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가면의 제거를 힘과 

용기의 행위로 인식했다. 이것은 나아가 그들의 아랫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문화를 

장려했고, 눈덩이 효과를 만들어 냈다. CEO들이 그들의 가면을 벗도록 하는데 도

움을 준 방법들 중 일부는 실제로 가면에다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유지하는 상당

한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비용을 조사하고, CEO들에게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

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시점에서 각각의 CEO들은 가

치, 힘, 그리고 야망에 기초한 지도력의 정체성을 다시 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풀이] 

지도자들이 가면을 벗고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면 아랫사람들은 그것을 힘과 용기의 

행위로 인식하며, 지도자들도 리더십의 정체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Words and Phrases] 

uphold 유지하다    indefinitely 언제까지나, 무기한으로    disguise 변장하다    

sacrifice 희생하다   subordinate 아랫사람, 부하    identity 정체성

24.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의 행동은 우리에게 주로 타당한 것처럼 보인

다. 우리가 능력을 시험 받을 때, 마음은 (스스로에게) “왜 이 사람들이 나에게 힘

든 시간을 주는 것인가? 나는 이치에 맞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누구든 이성적

인 사람은 이것을 알 텐데!”라고 말한다. 요컨대, 우리는 우리의 사고가 완전히 정

당하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우리가 아는 한, 우리는 옳고 적절하고 합리적인 것

을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틀렸을지 모른다고 암시하는 어떠한 순간적인 생각도 

일반적으로 더 강한 자기 합리적인 생각으로 극복된다. “나는 해를 끼칠 의도가 아

니었어. 나는 정당해! 나는 공정해! 틀린 것은 다른 사람들이야.” 인간 마음의 이런 

성향을 자연 상태라고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기 합리적이

고, 자기 잇속을 차리며, 자기 기만적인 사고와 행동을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형

태들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타고난 것이다.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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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스스로가 잘못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생각과 행동은 인

간의 본성이라는 내용의 글이다. 우리가 틀렸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더 강한 자기 

합리화에 의해서 금방 잊혀 진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overcome(극복된)’이 들어

가야 한다. 

① 퍼진 ② 밝혀진 ③ 강화된 ⑤ 인정받은 

[Words and Phrases]

irrationally 비이성적으로  reasonable 합리적인  challenge 능력을 시험하다  

justify 정당화하다  fleeting 순간적인  at fault 잘못하여  typically 전형적으로  

recognize 인정하다  self-serving 자기 잇속을 챙기는  self-deceptive 자기 기만

적인  innate 타고난, 선천적인

25.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

어느 시점에서, 요즘은, 부모는 그의 아이가 좌편향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부모

는 당황한다. 그 아이는 놀림을 받을까? 글을 쓰는데 힘이 들까? 배제당할까? 과거

에 부모는 이런 경향을 몰아내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했을 것이다. 오늘날 더

욱더 많은 부모들이 그것은 괜찮으며 심지어 특별한 것일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어

깨를 으쓱한다. 또는 그것을 말리는 그들의 시도는 더 온화하다. 이것은 고립된 반

응이 아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개별성을 억누르기 보다는 축하하는 쪽으로의 더 커

다란 추세의 일부이다. 아이들에게 유치원생으로 발전할 여분의 시간을 주는 것에

서부터 그들의 채식주의적인 식욕을 수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부모들은, 

그 반대 방식이 아닌, 아이들에게서 단서를 찾아낸다. 왼손잡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

과하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육아는 아이들로 하여금 그 자신의 인격체로 발전하도

록 놔두는 것이며, 획일적인 틀로 찍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풀이]

예전에는 부모가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양육했지만, 

오늘날에는 아이들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양육한다고 했다. 따라서 빈칸에 

‘celebrating, rather than suppressing, individuality in kids(아이들의 개별성을 

억누르기 보다는 축하하는)’이 들어가야 한다.

① 개인적인 자질을 향상시키기보다 무시하는

③ 부모의 감독을 관리하기보다 단념하는

④ 그들 아이의 짓궂음을 간과하기보다 분석하는

⑤ 조기 교육을 비난하기보다 옹호하는

[Words and Phrases]

tend 경향이 있다  panic 당황하다  exorcise 몰아내다  shrug one's shoulders 

어깨를 으쓱거리다  discourage 억누르다  isolated 고립된  kindergartener 유치

원생  accommodate 수용하다  vegetarian 채식주의의  cue 힌트  stamp 찍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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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mold 틀  conformity 획일성

26.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

많은 음악가와 비음악가 둘 다에게 있어서 음표가 휴지(休止)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흔한 오해이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음악을 음표 사이의 조

용한 순간보다는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소리와 연관시키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

다. 휴지(休止)는 조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비어있는 순간을 중요하지 않다

고 잘못 해석한다. 그러나 만약 노래가 휴지(休止) 없이 오직 음표로만 이루어져 있

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라. “휴지(休止)는 당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일 것

이다”(*말장난이 의도됨)라는 사실과는 별도로, 음악에 있어서 기준점이나 식별할 

수 있는 중추가 없는 소리의 벽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소리들 사이의 공간이 

작품의 기준이 되는 선과 대조를 제공하며, 음악에 구조와 질감을 주기 때문이다. 

사실, 휴지(休止)의 완전한 박자는 맹렬한 음표의 완전한 박자보다 더 많은 음악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은 경력 있는 음악가들 사이에서는 흔한 격언이다. 

*'Rests would be history.'라는 표현에서 rest는 ‘나머지’의 의미로, ‘나머지는 당

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일 것이다’의 의미이다. 본문에서는 rest를 ‘휴지(休止)’의 의

미로 사용하여, 말장난을 하고 있다. 

[풀이]

음악에서 음표가 휴지(休止)보다 더 중요하다는 오해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는 내용이다. 빈칸에는 오해의 내용이 와야 하므로, ‘notes are more important 

than rests(음표가 휴지(休止)보다 더 중요하다)’가 들어가야 한다. 

② 휴지(休止)는 음악에 직접적인 기준점을 제공하다

③ 침묵은 음악의 소리만큼 의미 있다

④ 선율은 소리의 모임에 지나지 않다

⑤ 구조와 질감은 음악의 가장 중요한 면이다

[Words and Phrases]

misconception 오해  note 음표  misinterpret 잘못 해석하다  pun 말장난  

reference point 기준점  discernible 식별할 수 있는  baseline 기준선  texture 

질감, 외면적인 느낌  measure 박자, 가락, 소절  blistering 맹렬한

27.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

필요한 인건비와 필요한 시간을 단지 곱함으로써, 비용 견적은 시간 견적으로부터 

도출된다. 많은 기술들이 관여된 조정 문제를 조심해라. 예를 들어서, 한 대기업이 

전기 모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음의 직원을 요구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하자. 덮개

를 제거하기 위한 양철공, 전기 공급을 끊기 위한 전기 기사, 대의 빗장을 여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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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설치공, 그리고 대로부터 모터를 제거하는 한 두 명의 노동자. 이런 상황은 모든 

네 개의 작업이 함께 예정되어야하기 때문에, 비효율성과 높은 인건비로 가득 차 

있는데, 네 번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적어도 세 명의 사람들은 지켜보게 

된다. 그 비용은 원래의 비용보다 적어도 네 배일 것이며, 그 작업을 하는 한 사람

이 정시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종종 더 커질 것이다.

[풀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따라 비용이 결정된다고 하면서, 네 개의 작업이 한꺼번에 

관련되어 있는 일의 비효율적인 모습을 예를 들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 

‘coordination problems where multiple crafts are involved(많은 기술들이 관여

된 조정 문제)’가 들어가야 한다.

① 조악한 근무 조건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

② 사업에서 높은 인건비를 조달하는 어려움

③ 집단으로 일할 때 노동 기술의 차이

⑤ 생산에 있어서 직원과 장비의 잘못 짝지음

[Words and Phrases]

estimate 견적  multiply A by B A와 B를 곱하다  personnel 직원  tinsmith 양

철공  electrician 전기기사  millwright 기계 설치공  unbolt 빗장을 풀다  mount 

대  fraught with ~으로 가득 찬  inefficiency 비효율성

28.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

낯선 거리에서 길을 잃은 사람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방향을 묻는 것을 종종 피한

다. 우리는 지도와 나침반으로 참고 견딘다. 길을 잃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어리석음

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고정관념이지만, 많은 진실을 갖고 있다. 인

문 과학에서 간과되는 커다란 문제에 대한 좋은 비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인간 본

성의 어두운 대륙에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 과학자들은 나머지 인류

를 위해 버스를 운전하는 여행 가이드로서 돈을 받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인간 마

음에서의 길을 알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우리는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방향을 묻지 않고, 아는 체 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지리(‘이론’)라는 

첫 번째 원리로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만든 지도(‘경험적인 조사’)로 길을 찾으려고 

한다. 길가는 지역 주민들로 붐비고, 그들의 두뇌는 지역의 지식으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길을 묻기에는 너무 거만하고 당황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관광객들을 즐겁

게 하고 계몽할 과학적인 경치를 어디에서 찾을지에 관해서 연속적인 가설을 만들

고 버리면서 원을 그리며 주행한다.

[풀이] 

길을 잃었지만 지역 주민에게 길을 묻지 않고 지도와 나침반으로 길을 헤매는 사람

들처럼, 과학자들은 길을 알지 못한 채 버스에 태운 인류를 인도하는 여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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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다고 말하고 있다. 과학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가설을 만들고 버리면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빈칸에 

‘inventing and rejecting successive hypotheses(연속적인 가설을 만들고 버리

는)’이 들어가야 한다.

① 묻기 위하여 지역 지식인들을 기다리면서 

② 지역 주민들의 지식을 축적하고 조사하면서

③ 우리의 경험적인 조사의 결과를 반대하면서

④ 승객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면서

[Words and Phrases]

tough out 곤란을 참고 견디다  compass 나침반  grain 기미, 낱알  metaphor 비

유, 은유  principle 원리  geography 지리  empirical 경험의  arrogant 거만한  

embarrassed 당황한  vista 풍경, 경치  enlighten 계몽하다

29.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

하루는 17세기 철학자인 Thomas Hobbes가 런던의 거리를 걸어갈 때, 돈을 구걸

하는 늙고 병든 사람과 마주쳤다. Hobbes는 마음이 움직여서 즉각 그에게 후한 돈

을 주었다. 그의 친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관한 종교적인 금언이나 철학적

인 원칙이 없더라도 같은 일을 했겠냐고 묻자, Hobbes는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 남자의 비참함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아픔을 느꼈고, 그래서 그 남자에게 돈

을 주는 것은 그 남자의 고통의 일부를 경감시키는 것처럼 그것은 또한 “나를 편안

하게 한다,”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비참함을 경감시키

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약간의 자기 이익을 취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Hobbes의 뒤를 

이어서, 현대의 경제 이론의 한 학파가 주장하기를, 사람들은 자선을 베푸는데 그 

부분적인 이유는 그들이 이롭게 하는 사람들의 위안이나 그들의 동정적인 고통을 

경감시키는데서 얻어지는 자기 자신의 위안을 상상하면서 그들이 얻게 되는 즐거움 

때문이라고 한다.

[풀이] 

고통 받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이유는 그 사람의 고통을 경감시키면서 또한 그 사

람의 고통을 보고 느낀 자신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

서 빈칸 (A)에 ‘pain(고통)’ 그리고 빈칸 (B)에 ‘pleasure(즐거움)’이 들어가야 한다.

[Words and Phrases]

philosopher 철학자  come upon 우연히 만나다  generous 관대한  dictum 금언  

principle 원칙  relieve 경감하다  give to charities 자선을 베풀다

30. [출제의도] 연결사 추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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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심미적이고 도덕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고려사항

들도 또한 있다. 우리는 의식주, 산소, 그리고 토양의 비옥함을 많은 다른 종에 의

존하는데, 그 목록은 계속 된다. 미국에서는 약국에서 조제되는 모든 처방약의 25%

가 식물에서 얻은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호지킨병과 어떤 다른 형태의 

암에 효과가 있는 두 가지 물질들은 Madagascar 섬이 원산지인 화초인 rosy 

periwinkle(매일초)에서 나온다. Madagascar에만 약 8,000종의 화초들이 자생한

다. 불행히도 Madagascar는 80%의 산림과 약 50%의 토착종을 잃었다. 

Madagascar의 딜레마는 개발되고 있는 세계의 많은 부분의 딜레마를 대표하고 있

다. 그 섬은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집인데, 그들 중 대부분은 몹시 가난하고 환

경 보존에 관심을 둘 위치에 전혀 있지 않다. 그러나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Madagascar 사람들은 파괴되고 있는 생물의 다양성으로부터 중대한 이득

을 얻을 수 있다.

[풀이]

(A) 약국에서 처방되는 약들 중 식물에서 나오는 약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이

어지고 있으므로 For example이 적절하다. (B) Madagascar 섬사람들이 환경에 관

심을 둘만한 입장에 있지 않지만 생물다양성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문맥이므로 역접의 연결사 Yet이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aesthetic 심미적인     ethical 윤리적인     biodiversity 생물 다양성    

fertility 비옥함    prescription 처방약    harbor 정박하다, 자생하다

31. [출제의도] 어휘 파악

[해석]

지난 40년 동안에 지구상 어떤 나라도 알코올 소비량을 프랑스보다 더 줄이지는 

않았다. 프랑스에서 맥주와 독한 술의 소비가 기본적으로 꾸준했던 반면, 1인당 포

도주로 인한 알코올 소비는 1962년 20리터에서 2001년 약 8리터로 떨어졌다. 줄

어든 포도주 소비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프랑스인의 식사가 빨라진 것이다. 1978

년 프랑스인의 평균 식사는 82분 지속되었다. 한 병까지는 아니지만, 반 병 정도를 

마시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현재 프랑스인의 평균 식사 시간은 38분으로 뚝 떨

어졌다. 포도주는 느긋하게 즐기는 식사가 사라진 것의 희생양이다. 그것이 변화의 

목표는 아니지만, 포도주 소비의 감소는 더 빠르고 더 현대적이고 분주한 생활 방

식의 출현의 원인(→ 부산물)이다.

[풀이]

포도주의 소비가 줄어든 것은 빨라지고 바빠진 현대의 생활 방식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므로 밑줄 친 ⑤의 cause(원인)를 by-product(부산물) 정도의 말로 바꿔 써야 

한다.

[Words and Phr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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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mption 소비(량)  per capita 1인당  slash 깎아 내리다, 베다  leisurely 여

유 있는, 느긋한  emergence 출현

32. [출제의도] 어휘 파악

[해석]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것(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줄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동반자 관계라는 일반 용어는 

보통 개를 산책시키거나 고양이와 놀아 주는 것 같이 공유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인간과 애완동물의 그러한 행동적 상호 관계는 보통 불균형

적으로 구성된다. 인간은 관심을 받고자 하는 (애완)동물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응하

기보다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애완동물과 상호 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인간과 애완동물의 상호 작용이 발생하고 나면 그러한 상호 작용 절차의 

종료는 항상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자주 목격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를 산

책시키거나 고양이와 놀아 주는 활동이 인간 주인의 다른 책임으로부터 시간이 날 

수 있을 때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활동이란 것을 선동, 수행, 그

리고 종료를 포함한 보편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인간과 애완동물의 상호 작용의 특

정 형태를 공유하는 활동이라고 이름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풀이]

(A) 인간은 애완동물의 요구에 ‘꾸준하게’ 반응해 주기보다는 하고 싶을 때만 한다

고 해야 하므로, consistently를 써야 한다. occasionally는 ‘이따금씩’이라는 뜻이

다.  (B) 애완동물과의 상호 작용을 종료시키는 것도 인간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해

야 하므로, originates를 써야 한다. separate는 ‘분리하다’라는 뜻이다.  (C) 인간

과 애완동물의 상호 작용의 특정 형태를 공유하는 활동이라고 이름 짓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해야 하므로, misleading을 써야 한다. appealing은 ‘마음을 끄는’이라

는 뜻이다.

[Words and Phrases]

companionship 동반자 관계  partake 같이 하다, 참여하다  asymmetrically 비대

칭으로, 불균형하게  termination 종료, 폐지

33. [출제의도] 주제 추론

[해석]

우리는 연구실로 찾아와 어떻게 매우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런데도 시험에 떨어질 

수 있었는지를 묻는 학생들과 때때로 마주친다. 그들은 보통 그들이 교과서와 수업

의 노트 필기를 읽고 또 읽으며 시험을 볼 때까지는 모든 것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

했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그 자료의 몇몇 이런저런 것들을 

정말로 내면화했겠지만, 안다는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해당 과정의 개

념들을 반복적으로 접하는 것으로부터 얻은 낯익음과 그 개념들에 대한 실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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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혼동하게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글을 되풀이하여 읽다 보면 실제 지식에 있

어서 수확 체감이 생기지만, 친숙함이 증대되면서 이해했다는 그릇된 느낌이 생겨

난다. 오직 우리 자신을 시험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

지를 실제로 결정할 수 있다. 그것이 선생님들이 시험을 치르고, 또한 최선의 시험

이 심도 있는 수준에서 지식을 캐묻는 한 이유이다.

[풀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내용을 되풀이하여 학습하는데서 오는 친숙함 때문

에 그것을 이해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바른 시험이 이러한 친숙함

과 진짜 이해를 구별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주제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진짜 이해와 친숙함을 구별하는 수단으로서의 시험’이다. 

① 학생 상담이 공부 기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② 실질적인 이해를 얻는데 있어서 친숙함의 중요성 

③ 독서와 높은 점수를 얻는 것 사이의 관계

⑤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해 읽기 자료를 내면화하는 것의 필요성

[Words and Phrases]

encounter 마주치다    internalize 내면화하다    familiarity 친숙함    exposure 

노출    yield 생산하다, 낳다      diminishing returns 수확 체감

34. [출제의도] 주제 추론

[해석]

수백 종의 작은 물고기들은 떼라고 불리는 매우 잘 규정된 사회조직 안에서 살아간

다. 물고기 떼는 몇 마리의 개체에서부터 몇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엄청난 

개체군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가 다양하다. 물고기 떼는 일반적으로 크기나 나이가 

비슷한 단일 종으로 구성된다. 개인적인 방어의 다른 수단이 없는 작은 동물들에게, 

떼를 짓는 행동은 어느 정도의 보호를 제공한다. 만약 먹잇감이 물고기 떼의 일원

이라면, 먹잇감이 되는 물고기 종들이 보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기보다 매우 조

밀한 단위로 모여 있기 때문에 포식자 물고기가 이들 먹잇감을 우연히 마주칠 확률

이 낮아진다. 게다가, 일단 포식자가 한 물고기 떼와 맞닥뜨리고 나면, 포식자의 포

만감은 무리의 더 많은 다른 물고기들로 하여금 다치지 않고 도망갈 수 있도록 해

준다. 한 물고기 떼 안의 많은 물고기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자리를 바꾸는 것 

역시 포식자를 혼란시킴으로써 부가적인 생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나게 크고 어마어마한 적으로 보이도록 착각하게 만듦으로써 배고픈 포식자를 

낙담시킬 수도 있다.

[풀이]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님으로써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점을 얻게 된다는 내용

의 글이므로, ③ ‘생존을 위한 행동 전략으로서의 물고기 떼’가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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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작은 물고기 종들의 보호 본능

② 작은 물고기들에게 있는 사회적 조직체의 기원 

④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을 구하기 위한 물고기 양식장의 필요성 

⑤ 포식자 물고기와 먹이 사이의 행동상의 차이점

[Words and Phrases]

school 떼를 짓다; 떼  predatory 포식성의, 육식의  concentrate 집중하다, 응집

하다  compact 밀집한  disperse 흩어지게 하다  formidable 무서운

35. [출제의도] 심경 변화 추론

[해석]

하늘 위에 커다란 검은 구름이 별들을 가리면서 움직였다. 그 순간, Liz는 왼쪽 멀

리 조용한 발소리를 들었고 곧바로 얼어붙었다. 그녀는 더 잘 듣기 위해서 천천히 

무릎을 풀고 머리를 곧게 폈다. 움직임이 멈추었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움직

임이) 다시 시작되었다. Liz는 검은 형체가 공터가 있는 쪽으로 살금살금 기어가 나

무 가까이로 가는 것을 보았다. 그 형체는 아주 조용히 땅 위로 낮게 서 있어서 나

무 그루터기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Tim!”하고 불렀다. 응답하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그녀는 아들이 있는 쪽으로 가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단단히 껴안았다.

[풀이]

정체 모를 소리와 움직임에 잔뜩 긴장하고(tense) 있다가 아들 Tim이 응답하는 휘

파람 소리를 듣고 그를 다시 만나게 되어 안심했을(relieved) 것이다.

[Words and Phrases]

plump 불룩한, 부드럽고 풍만한   stealthy 살금살금 하는  stump 그루터기

36.[출제의도] 내용일치

[해석]

상공에 떠있는 Titanic을 상상해보라. 그것은 바로 미국 해군 전함 Macon 호가 날

아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일 것이다. 길이가 거의 800피트에 달하는 그 비행

선은 미국 해군에게 공수(空輸) 군사 기지를 갖추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933

년에 완성되었다. 격납고가 탑재되어 있어서, Macon 호는 상공에서 다섯 대의 소

형 고정익 항공기들을 발진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1935년 폭풍이 발생했을 때, 그

것은 한 번도 전투에 참여해보지도 못하고 California의 Big Sur 먼 바다에서 추락

했다. 어부가 그물로 그 비행선의 잔해 조각을 건졌던 1980년에 다시 발견되어, 그 

비행선의 잔해는 음파 탐지기와 멀리서도 조정되는 로봇을 활용하여 최근에 조사되

어 (그 위치가) 발견되었다. 정부가 파견한 고고학자들이 계속해서 바다 밑 1,500

피트에 있는 그  특정 지점을 계속해서 탐사하고 있다.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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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on의 잔해 조각이 1980년에 어부의 그물에 걸려서 다시 발견되었다고 하였으

므로, 정답은 ④ ‘잔해가 어부의 그물에 걸려서 발견되었다.’이다. 

[Words and Phrases]

overhead 상공에   USS 미국 해군 전함(United States Ship)   airship 비행선   

equip 갖추다, 설비하다   airborne 공수(空輸)의, 이륙하여   onboard 탑재한   

launch 발진시키다   fixed-wing plane 고정익(翼) 항공기   see action 전투에 

참가하다   wreck 난파선(의 잔해)   map 발견하다, 보여주다   sonar 음파탐지기  

 archaeologist 고고학자   

37. [출제의도] 내용불일치

[해석]

Warren McArthur는 1908년에 기계공학 학위를 받으며 Cornell 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1911년과 1914년 사이에 열 개의 램프에 특허를 얻으면서 막 싹이 트기 시

작한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는 1913년에 Arizona로 이주했으며, 

그곳에서 그의 형제와 함께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열었다. Warren은 처음에 취미

로 가구 설계와 시공에 과감하게 뛰어들었으나, 44세에는 금속 가구를 설계하고 제

작하기 위해 Los Angeles로 이주하였다. 그는 가구에 알루미늄을 사용한 선구자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그가 공헌한 것에는 대량 생산을 촉진시키는 (기술) 향상과 

특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1933년에 동부에 있는 New York으로 자신의 공

장을 이주시켰으며, 그곳에서 독특한 알루미늄 가구를 설계하며 제작했다. 

[풀이]

Warren McArthur는 1913년에 Arizona로 이주하여 그의 형제와 함께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열었다고 하였으므로, 정답은 ③ ‘Arizona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동차 정

비소를 열었다.’이다.  

[Words and Phrases]

budding 싹이 트기 시작한   patent 특허를 얻다[주다]; 특허(권)   dealership 판

매 대리점, 특약점   venture  과감히 ~하다   relocate 이전시키다   

38. [출제의도] 도표의 이해

[해석]

위의 그래프는 미국에서 2006/2007 시즌부터 2009/2010 시즌까지 네 번의 겨울 

시즌 동안 스노우 스포츠 참여 동향을 보여준다. 알파인 스키는 네 번 모두의 겨울 

시즌에 걸쳐서 참여자가 가장 많았으며, 스노우 보딩이 두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프리스타일 스키는 네 번의 시즌 각각에서 참여자가 가장 적었다. 스노우 보딩과 

크로스컨트리 스키 둘 다에서 네 번의 겨울 시즌 동안 참여자 수는 꾸준한 증가를 

보여주었다. 이전 시즌과 비교하여, 2007/2008 시즌에는 알파인 스키와 프리스타

일 스키 둘 다에서 참여자 수가 감소하였다. 2009/2010 시즌에 스노우 보딩과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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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컨트리 스키 참여자를 합친 수는 같은 시즌에 알파인 스키 참여자 수보다 더 

적었다(→ 더 많았다.).  

[풀이]

2009/2010 시즌에 스노우 보딩과 크로스컨트리 스키 참여자를 합친 수가 알파인 

스키 참여자 수보다 더 많았으므로 ⑤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and Phrases]

participation 참여, 참가   previous 이전의, 앞의   decrease 감소[저하]하다    

39. [출제의도] 글의 제목 추론 

[해석]

복원은 예술가의 본래 의도와 작품을 재창조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아무리 잘 보

아주어도, 복원가와 박물관장의 미적 선호와 역사적 이론 때문에 복원이 추진되는

데, 그 이유는 사람이란 자신의 역사적 배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복원가가 도료의 층을 제거하는 것이 단지 현대적 취향에 따라 예술 작품을 개

조하려는 그들의 잠재적 시도가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으

로 인해 무엇이 ‘복구’되었다는 것인가? ‘복구된’ Sistine Chapel이 오늘날 ‘진짜’처

럼 보일 수도 있지만, 미학 이론과 사학 이론이 변했을 때에도 여전히 그렇게 보일

까? 분명 어떤 위대한 예술 작품이라도 그에 대한 최선의 접근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다. 

[풀이]

예술 작품을 복원시키기 보다는 그대로 두는 것이 예술 작품을 대하는 최선의 방법

이라고 했으므로, 정답으로 ① ‘(예술 작품의) 복원은 정말 필요한가?’가 가장 적절

하다. 

② 미학이 복원에 있어서 중요한가?

③ 성공적인 복원의 역사

④ 복원가들: 새로운 유형의 예술가

⑤ Sistine Chapel: 복원된 모습인가 본래 모습인가 

[Words and Phrases]

restoration 복원, 복구   esthetic 미(美)의, 미술의   subconscious 잠재의식의   

contemporary 동시대의, 당대의   authentic 진정한, 진짜의 

40. [출제의도] 글의 제목 추론 

[해석]

여러분의 문화는 예를 들어 연애를 시작할 적절한 시기, 대학을 마칠 적절한 시기, 

자신의 집을 장만할 적절한 시기, 또는 아이를 가져야할 적절한 시기와 같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할 적절한 시기에 대해 잠재적인 일정표를 가지고 있다. 

이 무언의 시간표는 여러분에게 사회 시계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동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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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과 보조를 맞추어 가고 있는지, 그들보다 앞서 가고 있는지, 혹은 뒤지고 있는지

를 말해 주는 일정표이다. 이러한 사회 시계에 근거하여, 여러분은 자신의 사회적 

발달과 직업적 발달을 평가한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동년배들과 보조를 맞추어 가

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 적응하고 있고, 유능하며, 그 집단의 일부라고 느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뒤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떤 문화에서는 사회 시계가 더욱 유연해지고, 관습적인 일정표에서 벗어

나는 것에 대해 더욱 관대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여러분의 동년배들

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풀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할 적절한 시기에 대한 암묵적인 일정표인 사회 시

계가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정답은 ① ‘사회 시계: 불가피한 압력’이 가장 적절하다. 

② 연애를 시작하는 적절한 때는 언제인가?

③ 시간 관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

④ 오늘날의 사회 시계의 유연성과 관용

⑤ 뒤처지는 것보다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왜 더 나은가?

[Words and Phrases]

implicit 잠재하는, 은연중에 내포된   flexible 유연한   tolerant 관대한, 아량 있

는   deviation 벗어남, 일탈   exert (영향력을) 행사하다   

41. [출제의도] 무관한 문장 찾기

[해석]

경제적 거리란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이동하고 다시 돌아오는 데 수반되는 시간 

그리고 비용과 관련이 있다. 경제적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욱 더 그 목적지에 대한 

저항은 커지며, 결과적으로 수요는 더욱 더 낮아진다. 그와는 반대로, 어떤 출발 지

점과 목적 지점 사이에서 이동하는 시간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1959년에 제트기를 도입한 것과 1960년대 후반에 동체의 

폭이 넓은 항공기를 도입한 것과 같이, 이것에 대한 많은 훌륭한 예들을 들 수 있

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트기는 우선적으로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사이의 이동시간

을 열두 시간에서 다섯 시간으로 줄였고, 그러면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와 

유사한 급격한 수요 증가가 대서양 횡단을 위한 항공편에 동체의 폭이 넓은 항공기

의 도입과 더불어 경험되었다. (아침에 하와이 농장에서 수확한 농산물들이 저녁에

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가정의 저녁 식탁에 올랐다.) 이러한 항공기들의 도입으로 미

국과 유럽대륙의 대부분의 국가들 사이를 이동하는 비용이 거의 50퍼센트 줄어들

었다. 

[풀이]

마지막 문장의 these planes가 ⑤ 앞에 있는 문장의 the wide-bodied plane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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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키고, ④ 뒤의 ‘대서양 횡단을 위한 항공편에 동체의 폭이 넓은 항공기 도입으

로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했다’는 내용에 이어서, 아침에 하와이 농장에서 수확한 농

산물들이 저녁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가정의 저녁 식탁에 오른다는 내용으로 이어

지는 것은 전체 글의 흐름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정답으로 ⑤가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destination 목적지   resistance 저항, 반대   transatlantic 대서양 횡단의   

flight 항공편[항공기]   surge 급상승, 격동, 큰 파도   

42.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

[해석]

Ohio주의 Canton시에서 전에 거주했던 학생이 자신의 학급 친구들에게 그 도시의 

이미지를 묘사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이 중간 크기 도시에 대한 아

무런 이미지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Canton시를 주요 제조 

시설들과 도심지 회복 프로그램이 있는 도시로 묘사했다. (B) 그녀의 설명은 그 도

시를 아무런 이미지가 없던 상태에서 부정적인 이미지의 상태로 바꾸었다. 그 학급

은 Canton시를 전형적으로 지루한 산업화된 도시로 결론 내렸다. (C) 그 때 그녀는 

갑자기 경험 하나를 생각해냈다. “저는 2차 세계대전 중에 Canton시가 독일군의 

주요 미국 표적이었다고 선생님께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Chicago, New York, 

그리고 Los Angeles와 같은 도시들 바로 뒤에 Canton시의 이름이 나온다고 상상

해보라. (A) 그러한 사실은 갑자기 Canton시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였다. 만약 

Canton시가 파괴된다면, 나라도 무너질 것이다. 그것은 Canton시에 사는 것이 어

떤 것을 뜻하는 지에 대한 의미와 만족감을 부여하는 이미지이다. 

[풀이]

(B)의 Her explanation은 주어진 문장에서 그녀가 Canton시를 학급 친구들에게 주

요 제조 시설들과 도심지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는 도시로 묘사했다는 내용을 가리

키므로 주어진 문장 다음에 (B)가 나오고, 그 다음은 그녀의 설명에 친구들이 

Canton시를 지루한 산업화된 도시로 결론 내렸을 때, 갑자기 그녀가 선생님에게 들

었던 말을 떠올렸다는 내용이 이어져야 하므로 (C)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A)의 

That fact가 (C)의 마지막 문장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A)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resident 거주자   facility 시설, 설비   crystallize 구체화하다   fullness 만족, 

충만

43. [출제의도] 글의 순서 정하기 

[해석]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왔던 것을 암기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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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우리에게 과거를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탐정처럼 우리는 쉽고, 알려진 정보들

로 시작한다. (C) 그런 다음에 그 정보들이 어떻게 서로 들어맞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서 그것들을 이리저리 바꿔본다. 일단 모든 정보들이 들어맞으면, 우리는 완전한 

그림을 갖게 된다. 우리가 모든 정보를 꿰어 맞출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한다. (B) 예를 들어, 어

떤 사람이 당신에게 중국의 황제 진시황이 잔인한 통치자였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이것을 사실로 단순히 받아들이겠는가? 아니면 그 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정보나 증거를 찾겠는가? (A) 당신은 더 나아가 “왜 그는 잔인했을까?” 

그리고 “그의 통치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와 같은 질문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읽거나 들은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우

리를 훈련시킨다. 대신에, 그것은 과거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기술을 사용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 

[풀이] 

이 글은 역사 공부는 역사적 사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해지는 것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내용의 글이다. 주어진 글은 역사 공부는 탐정처럼 쉬운 정보들로 시

작한다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는 그런 정보들(the pieces)을 이리저리 바꿔보면서 

서로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알아보게 된다는 (C)가 와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 다음에 올 것은 진시황의 예를 들

고 있는 (B)이다. 진시황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해지는 것에 대해 다른 질

문을 하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훈련해야 한다는 (A)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Words & Phrases]

memorize 암기하다    investigate 조사하다     detective 탐정     hence 따라

서, 그런 이유로    get the picture 이해하다, 전모를 알게 되다     emperor 황

제    ruler 통치자, 지배자     statement 진술, 서술     evidence 증거    

shuffle 이리저리 바꾸다, 정리하다    put ~ together ~을 모으다, 짜 맞추다

44. [출제의도] 주어진 문장 넣기

[해석] 

과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속에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

마도 유리기구들과 복잡한 장비로 가득한 실험실의 모습일 것이다. 과학을 하는 사

람은 실험실 흰색 가운을 입고 어떤 종류의 실험에 몰두하는 동안 아마 상당히 진

지해 보일 것이다. (이런 전통적인 모습의 과학자가 여전히 사실인 곳도 많이 있지

만, 실험실이 과학이 작용하는 유일한 공간은 아니다.) 과학은 공사장에서, 농구장

에서, 그리고 콘서트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실, 과학은 우리 주변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과학은 음식을 요리할 때 주방에서도 일어나고, 심지어 그림을 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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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우리는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 건축가들은 건물을 설계할 때 과학을 이용하

고, 과학은 또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야구선수가 왜 홈런을 칠 수 있는지를 설

명해 준다. 

[풀이] 

이 글은 일반적인 선입견과는 달리 과학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는 내용의 글

로, 주어진 문장은 전통적인 과학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실험실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문장 다음에는 과학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다른 장

소가 언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어진 문장은 공사장, 농구장, 콘서트장에서도 과

학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문장의 앞인 ②에 와야 한다. 

[Words & Phrases]

traditional 전통적인   hold true 유효하다, 사실이다    lab(=laboratory) 실험실  

be at work 작용하다, 일하고 있다    glassware 유리제품, 유리그릇    

sophisticated 복잡한, 세련된     equipment 장비     be engaged in ~에 몰두

하다, 종사하다     construction site 공사장     architect 건축가 

45. [출제의도] 요약문 완성

[해석] 우리 중 많은 사람은 기억 상실증, 즉 갑작스러운 기억 상실은 자신의 이름

과 정체성을 생각해 낼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기억 상

실증이 보통 영화, 텔레비전, 그리고 문학에서 묘사되는 방식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우리가 The Bourne Identity라는 영화에서 Matt Damon의 역

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 그는 왜 자신이 하는 그 기량을 가졌

는지, 또는 자신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영화 속에서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애쓰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당

신의 이름과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 기억 

상실증은 희생자(환자)가 새로운 기억을 형성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과거 기억이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뇌 손상에서 가장 흔히 비롯된다. 

→ 매체가 종종 기억 상실증을 과거의 기억, 특히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해내지 못

하는 것으로 묘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억 상실증은 사실 (기억 상실증을) 앓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과거 기억은 온전히 유지한 채 새로운 기억을 구성하지 못하게 

한다. 

[풀이] 

이 글은 매체 속에서 묘사되는 기억 상실증과 현실에서의 기억 상실증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영화나 텔레비전 같은 매체에서는 기억 상실증을 이름과 정체성도 

생각해내지 못한 것으로 묘사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과거의 기억은 대부분 가지

고 있되,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그러므로 요약

문 (A), (B)에는 각각 retrieve와 construct가 들어가야 한다. 정답은 ④이다. 

[Words & Phr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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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nesia 기억 상실(증)   inability 무능력    recall 상기하다, 생각나게 하다, 회

수하다    reflect 반영하다     portray 묘사하다, 그리다, 표현하다     

character 역, 등장인물     exceedingly 대단히, 엄청나게    intact 손상되지 않

은    integrate 통합하다     rearrange 재정리하다     dismiss (생각 따위를) 

염두에서 사라지게 하다     conceal 숨기다, 감추다 

46~47. [출제의도] 장문독해

[해석] 

우리가 저지르는 낭만적인(romantic은 ‘세상을 현실적인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는’이

라는 의미로, 이 글에서는 ‘엉뚱한’ 또는 ‘비현실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실수는 

요즘 같은 날에는 언제나 돌이킬 수 있고, 여러분은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낭만적인 공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바로 그 가능성은 그것

이 또한 우리의 선택에 대한 만족감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점을 악화시

켜왔을 뿐이다. 이 점을 이해하려면, 사진 수업에 참여한 한 집단의 대학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 학생들은 자신이 찍은 최고의 사진 두 점을 출력했

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들이 그 사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나머지 한 장

은 그들이 작업한 작품의 한 예로 파일에 보관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다음, 선

생님이 상황을 다르게 전개했다. 한 집단에게는 그들이 한 선택이 최종 선택이라고 

말했다. 무엇을 선택했던지 간에 그들은 나중에 마음을 바꿀 수 없었다. 나머지 다

른 집단에게는 마음을 바꾸면 사진을 교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중에 한 설문조

사에서,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허락을 받은 학생들이 (그럴 수 없다는 말을 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자신의 사진을 덜 좋아했다. 

왜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왔을까? 어느 연구자가 말한 바로는, 뇌는 우리를 돌이

킬 수 없는 선택에 만족하게 하기 위해 작동하는 일종의 내장된 방어 체제를 가지

고 있다.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선택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한 선택에 더 행복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 그것은 우리가 낭만적인 공약을 덜 그러기보다는 더욱 영속적으로 만들고, 깨뜨

리기 더 어렵게 만든다면 우리가 더 풍요로울 것임을 의미한다. 

[풀이] 

46. 이 글은 자신이 한 선택을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선택을 돌이킬 수 있을 때보다 

더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낀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이 글의 제목으로는 ③ '자유롭게 

마음을 바꿀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할까?'가 적절하다. 

① 선택의 자유: 실현되지 않은 모든 사람의 꿈 

② 우리는 언제 영속적인 관계를 가장 필요로 하는가? 

④ 사람들은 왜 낭만적인 공약을 후회하는가? 

⑤ 새로운 경향: 자신의 낭만적인 공약 바꾸기 

47. 빈칸이 있는 문장의 다음 문장에서, 선택을 바꿀 수 없을 때 자신의 선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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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더 행복함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는 ① '~에 

만족하는'이 적절하다. 

② ~에 의해 망쳐진 

③ ~을 확신하지 못하는 

④ ~에 무관심한 

⑤ ~에 주의하는 

[Words & Phrases]

romantic 낭만적인(비현실적인, 엉뚱한)   undo 원상태로 돌리다, 돌이키다 

reversibility 취소 가능성    commitment 공약, 서약, 헌신    worsen 악화시키

다    undermine 훼손[손상]시키다     satisfaction 만족    twist (사건의) 뜻밖

의 전개    switch 바꾸다, 교체하다     paradoxical 역설적인    built-in 내장

된, 자동의    defense 방어     better off 더 잘 사는, 풍요로운    permanent 

영속적인 

48~50. [출제의도] 장문독해 

[해석] 

(A) Maureen Ferris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나는 가끔 학교가 끝난 후 그

녀의 집에 갔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집 청소에 관해서 엄격하고 꼼꼼하셨다. 반면에 

나의 어머니는 지저분한 집에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앞치마에 소

스 얼룩이 묻어 있었고, 가끔은 세탁물이 쌓이도록 내버려두셨다. 집안의 허드렛일

을 하시는 도중에 어머니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셨다. 그때가 어머니께서 끝없

이 계속되는 육아와 집안일에서 벗어나는 시간이었다. 다림질 되지 않은 학교 블라

우스와 더러운 부엌은 그녀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머니

의 독서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 

(C) 어느 날, 내가 Maureen의 깨끗한 집에서 놀고 있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차가

운 회색 눈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시고는 “네 엄마는 좋은 사람인데, 책을 너무 많

이 읽는구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깜짝 놀랐다. 다음에 나의 어머니가 햇볕이 드

는 그녀의 작은 공간에서 책을 읽고 계신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문간에 서서 그

녀를 눈여겨보고는 어머니의 앞치마가 세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

끄러움이 온몸에 치솟아 올랐다. 독서, 대낮의 즐거운 그 독서 때문이었다. 말없이 

나는 나 자신을 어머니의 운명으로부터 갈라놓겠다는 맹세를 했다. 

(D) 나는 그녀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러기에는 이

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내가 책을 소중히 다루는 방식은 내가 이미 

얼마나 나의 어머니와 닮아 있는가 하는 정도를 보여주었다. 은밀하게 넘겨진 책장

의 얼룩 속에서 세월은 흐르고, 나는 커서 남편과 나 자신의 아이들을 가진 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었다. 나는 대낮에 소설책을 펼치고 싶은 나 자신의 욕망과 맹렬

하게 싸웠다. 내가 유일하게 죄책감 없이 독서할 수 있던 때는 접시들이 식기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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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에서 덜거덕거리고 아이들이 침대에서 잠든 밤뿐이었다. 

(B) 나 역시 독서에 대한 애정을 직장에까지 가지고 왔다. 매일 나는 출근해서 학

생들에게 독서의 선물을 전해주곤 했다. 나는 그들이 책의 한쪽에 있는 글자와 단

어를 읽고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주의해서 보곤 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먹거나 생각하거나 일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일치된 생각이 세계 어

디에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마침내 그녀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 즉 독서가 최고의 집안일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풀이] 

48. 주어진 글 (A)에는 필자와 필자의 친구 Maureen, 그리고 집 청소에 대해 엄격

한 Maureen의 어머니와 집안일보다는 책 읽는 데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필자의 

어머니가 등장한다. 그다음에는 Maureen의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어머니가 책을 너

무 읽는다는 말을 듣고, 집안일은 하지 않은 채 책만 읽는 어머니에 대한 부끄러움

을 느끼는 (C)가 와야 한다. 앞치마의 소스 얼룩도 세탁하지 않을 만큼 집안일에 

무심한 어머니처럼 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한 (C)의 마지막 문장 다음에는, 그럼에

도 불구하고 자신도 어머니의 운명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D)가 와야 한다. 

학교 선생님이 된 필자는 학교에서도 독서의 즐거움을 전해주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독서가 최고의 집안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B)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이다. 

49. (c)는 Maureen's mother를 가리키지만, (a),(b),(d),(e)는 모두 필자의 어머니를 

가리킨다. 정답은 ③이다. 

50. (D)의 마지막 문장 My only guiltless reading occurred at night, when the 

dishes were rattling in the dishwasher and the kids were in bed.에서 ⑤가 글

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Words & Phrases]

stern 엄격한    meticulous 꼼꼼한, 세심한   messy 지저분한    stain 얼룩 

laundry 세탁물    pile up 쌓이다    in the midst of ~의 가운데    chore (집

의) 허드렛일    iron 다림질을 하다     patch 작은 부분, 지역    flush (왈칵) 

쏟아져 흐르다   vow 맹세    follow in one's footsteps ~의 발자취를 따르다 

treasure 소중히 다루다    extent 정도, 범위    covertly 은밀하게    struggle 

with ~와 싸우다    mightily 맹렬하게    in brazen daylight 대낮에, 백주에 

guiltless 죄책감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