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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추론1. [ ]
W: How much time do we have before thetrain departs?M: About thirty minutes. Why?W: I want to use the bathroom. Can you keepan eye on my bag?M: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추론2. [ ]

M: Mom, have you seen my black pants? I can’tfind them.W: I washed them yesterday. What’s wrong?M: I have a really big problem! I left mymemory stick in my pocket.W: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추론3. [ ]

W: Dad, I need a new backpack for our campingtrip this weekend.M: I’m sorry to say this, but our trip iscancelled.W: What? Why is it cancelled?M:
출제의도 심정 추론4. [ ]

W: Nelson, would you do me a favor?M: What is it?W: I have to take this report to Mr. Collin’soffice now. Would you drive me there,please?M: I’m afraid I can’t. My car is at the repairshop.W: What happened? Did you have a caraccident?M: No. I found my car damaged in the parkinglot this morning. The door was scratched.W: Did anyone leave a note?M: No. I think they just ran away.W: Really? I’m sorry to hear that.M: Why do people do that? If they make amistake, they should at least say sorry.W: You’re absolutely right.
출제의도 그림 이해5. [ ]

M: Hey, Rachel! What are you searching for onthe Internet?W: I’m choosing a present for my baby nephew.I’m going to get him a mobile.M: Great! Oh, this looks cute, doesn’t it?W: Yeah, but it has only two strings. I don’twant something so simple.M: Then how about this one? It has threestrings with balls attached to them.W: It looks better, but I think it’s boring withonly balls.M: I see. Let’s scroll down the page. [pause] Oh,this one with stars looks fancy.W: Right, but I wish there were a mobile withboth balls and stars.M: I see... both balls and stars.... Oh, here! Thereare two models: one has three strings andthe other has four.W: I’d prefer the one with four strings. I’ll takeit.

출제의도 주제 추론6. [ ]
M: Are you getting ready to go on a vacation ora business trip? Do you want to make sureyou won’t get sick during the trip? Here aresome tips for you. First, wash your handsvery often. That keeps you away fromgerms. Second, drink lots of water. Especiallyin an airplane, our skin and mouths becomevery dry, so be sure to drink enough water.Third, eat more fruits and vegetables. Thevitamin C in them helps protect your cellsand keep disease away. Remember! Cleanhands, more water, and more fruits andvegetables will keep you healthy while youtravel. Enjoy your trip!
출제의도 세부적 사실 해야 할 일7. [ ] ( )

M: Honey, you look busy. What are youdoing?W: I’m choosing some pictures to display atTommy’s first birthday party.M: We have only one week to prepare for it.Have you double-checked the guest list?W: Sure. The number of our guests will bearound 70.M: I see. Has the package with the guestgifts arrived yet?W: It arrived this morning. It’s under thetable.M: Then I’ll wrap the gifts today. Theshopping site didn’t offer a wrappingservice.W: Honey, I’m good at wrapping. How aboutexchanging our jobs?M: That’s fantastic! I’ll choose Tommy’spictures and you show me your wrappingskill.
출제의도 수치 정보 파악 금액8. [ ] ( )

M: May I help you? We’re having a sale now.W: I’m looking for women’s gloves.M: The glove corner is over there. Pleasecome with me.W: Let me see.... These leather gloves looknice. How much are they?M: They’re 30 dollars. But we have nicerones. How about these wool ones? They’rewarmer and lighter.W: What’s the price of these?M: The wool gloves are 50 dollars. Butthey’re 10 percent off now.W: The price of the leather gloves is quiteattractive. But I prefer the wool ones. I’lltake them.M: Would you like it gift-wrapped? It’s freeof charge.W: Yes, please.
출제의도 목적 추론9. [ ]

W: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I’d liketo thank everyone for visiting ourshopping mall. I’m the manager of MelodyRecords. I have wonderful news for you!The famous guitarist, Eric Page, is signinghis new album today, right here! As youknow, Eric Page released his new albumlast Sunday. So, we’re planning to havehis album signing at two o’clock. Come tothe special stage next to the Jazz sectionon the second floor. Everyone in this mallis welcome. Don’t miss this unforgettablemoment with Eric Page’s signing. Thankyou for listening.
10. 출제의도[ ] 세부적 사실(부탁한 일)
W: Steve, where are you going? We’re aboutto have lunch.M: I’m heading to the DVD rental shop. I’ll beback in a minute.W: The DVD rental shop? Are you going tocheck out some movies?M: No. I have to return the ones that I’verented. Today is the due date.W: Oh, that’s good! Can you please drop bythe post office on your way?M: No problem! What can I do for you?W: Would you please send this box to thisaddress?M: Sure. Let me go to the post office andmail it for you.W: Thanks. I’ll wait for you to return before I

have lunch.
출제의도 장소 추론11. [ ]

M: Take a look at the crowd. We almost couldn’tget inside.W: Finally we’re here. This place is awesome!M: Wow! Do you see that car? It seems likesomething out of a science fiction movie.W: It sure does. I’m excited to see the latestmodels of all the famous automobile brands.M: Me, too. We can touch some of them andeven have a chance to sit inside.W: I want to take some pictures of them. Didyou bring your camera?M: Of course, I brought it. Stand by the car. I’lltake a picture of you.W: Great. Make sure you don’t forget to sendthe pictures to me.M: Sure. Hey, look! I see the Korean cars aredisplayed over there.W: They’re so cool. Let’s go check if we can trythem out.
출제의도 관계 추론12. [ ]

[Telephone rings.]W: Hello, is this James?M: Yes, speaking. Who is this?W: This is Donna from The Morning Show. Youwere chosen for today’s quiz.M: Donna from The Morning Show? Are you thesame Donna that I’ve been listening to?W: Yes, I’m the one. You’re on the air now.Here’s a pop quiz for you. Are you ready?M: Alright. Go ahead.W: Listen carefully. “Mt. Everest is the highestmountain in the world.” True or false?M: Hmm.... I’m not sure. Wait a moment.... True!W: You got it! Congratulations! We have a prizefor you.M: Thank you so much.W: Do you have a song you’d like to request?M: I love Golden Sky’s “The Better Day.”W: OK. Thank you for participating today.
13. 출제의도[ ] 세부적 사실 위해 할( 일)
W: Harry, could you help me?M: Wait... after I turn off the computer.[pause] Okay it’s done. How can I helpyou?W: I just want to move my desk to the nextroom.M: Why do you want to move your desk?W: The piano we’ve ordered for the kids willarrive tomorrow. It needs more space.M: Oh, I completely forgot about it. Then,how about moving both the desk and thebookshelf?W: Do you think it’s better? There are toomany books on the shelves.M: Don’t worry. We can use some boxes tocarry the books easily.W: That’s a good idea. But do we haveempty boxes?M: Yes, I’ve got some shipping boxes in thegarage.W: Great. I’ll go get them.

출제의도 이유 추론14. [ ]
M: Claire,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The due date is tomorrow.W: Yes, I’ve already handed it in. I’m sure I’llget an A this time.M: You must have been working very hard. Soyou can join the party tonight, right?W: You mean the school’s Halloween party?M: Yeah, it might be fun. Have you picked yourHalloween costume?W: I have the costume but I can’t join the partytonight.M: Is something wrong? What’s the matter?W: I should go take care of my brother. He’s inthe hospital now.M: Oh, too bad. It must be hard for you to takecare of your brother.W: Usually my mom does, but she has animportant meeting tonight.M : I see. I hope he gets better soon.

출제의도 도표 이해15. [ ]
W: Paul, check this out. These are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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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s to Hong Kong this Saturday.M: Do we have to choose from these fiveairlines?W: Yes. But since we need three seats, we canonly choose from these four.M: I like this airline. It’s famous for its safety.W: Safety is important, but it’s 350 dollars. Isn’tit too expensive?M: Oh, yes. Then we can choose the cheaperone between these two.W: Yeah, but this one takes off at 6:00 p.m.When we get there, it’ll be late at night.M: Oh, you’re right. It’s better for us to getthere earlier and do more sightseeing.W: I couldn’t agree more. We can stay in HongKong for only three days. So having moretime is very important to us.M: Okay. We’d better hurry up since there areonly a few seats left.
출제의도 세부적 사실 불일치16. [ ] ( )

W: Hello, everyone! I’m the leader of EdisonScience Club. We’re recruiting newmembers to share in our experience. Weconduct a science project together everyyear and publish a science newspaper oncea month. And we’ve had a lot ofachievements. Last year we won first prizein the science debate contest. Also wewere chosen as the best club in ourschool this year. Our club room is on thethird floor, and we get together everyWednesday evening. Why don’t you joinus and jump into the world of science?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추론17. [ ]

[Telephone rings.]M: Hello.W: Hi, Ben. This is Diane.M: Oh, hi, Diane. What’s up?W: I was wondering if you know anyone thatcan help me with copyright law.M: Copyright law? Is there any problem?W: No, not really. I’m planning to publish abook using writings from websites andblogs.M: So, do you want to know if you have topay copyright fees or not?W: Exactly.M: Then, I know the perfect person. Mysister is working at a publishing company,and she should know a lot about that.W: Oh, that’s great. Then, can I have hernumber?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추론18. [ ]

W: Dad, can I go to The Korean Music Festivalwith Susan tomorrow night?M: The Korean Music Festival? But you’ve gota cold.W: Don’t worry. I’m getting better.M: That’s good, but it can be dangerous to goout at night.W: Susan’s brother will join us and her fatherwill take us to the festival.M: Okay, but how will you get back? Is Susan’sfather going to take you back home?W: No. We’ll take the subway back.M: You don’t have to. I can pick you up whenthe festival is over.W: I think the subway is better. It’ll be crowdedaround the area.M: I see. Then I can pick you up at the subwaystation.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추론19. [ ]

W: Hi, honey! You look exhausted. Whathappened?M: The elevator was under a safetyinspection, so I had to use the stairs.W: That’s because of the fire. There was asmall fire on the third floor this afternoon.M: Really? Do you know what caused it?W: The lady in 306 had left some food on thestove and forgot to turn off the gas.M: Did the smoke alarms go off? They’reinstalled everywhere in this apartmentbuilding.W: No, it wasn’t working. Instead, there wasan announcement.M: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with thesmoke alarms. Did you ask themanagement office why it didn’t go off?

W: No, I didn’t yet.M:
출제의도 상황에 적절한 표현20. [ ]

M: Jenny has lived in her apartment for twoyears. One day, her landlord wants to raisethe rent, but she cannot afford it. So, shesearches for a new place. A few days later,Sophie, her coworker, invites Jenny over fora housewarming party. When Jenny visitsSophie’s place, Sophie says that she’s lookingfor a roommate to share the rent. The rent isfar lower than Jenny’s current apartmentrent. Jenny thinks it’s a good deal. So shewants to be Sophie’s roommate. In thissituation, what would Jenny most likely sayto Sophie?Jenny:
[21 - 출제의도 주제추론 세부적 사실22] [ ] ,
W: Are you looking for charities that involvemusic? A singer-songwriter, Nicole Jones,created an organization called Musicianswith Love in 2010. It’s a non-profitorganization that delivers the healingpower of music to patients in health carefacilities. Members of the organizationtravel to cities, visit hospitals and put onfree concerts for patients. In December,we’re planning to have a concert inLondon. For this concert, we needvolunteers who can play the guitar or thepiano. You don’t have to be a professionalmusician. If you don’t play anyinstruments but still want to participate,you can also be assistant members. You’regoing to help set the stage or guidepatients. To get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our website www.MusicianswithLove.com.

출제의도 목적 추론23. [ ]
해석[ ] 매년 한국에서 약 만 마리의 개가 버려진5
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 개들 중 일부는 다시?
새로운 친구가 될 기회를 기다리며 동물 보호소에
서 보호 받는다 일부 사람들은 보호소의 개들이.
애완동물 가게의 동물들 보다 전혀 건강하지 않다
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보호소 개, .
들은 백신 접종을 받고 다수는 사람들과 다른 개,
들과 어울리는데 익숙하다 그들은 단지 새로운.
집을 기다리는 사랑스럽고 멋진 애완동물들이다.
그러나 이들 중 절반은 아무도 그들을 입양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안락사 당한다 만약 당신이.
애완견을 사기로 마음먹었다면 애완동물 가게를,
둘러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아라 단지 한.
마리의 개를 구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지는 않지
만 분명 그것은 그 한 마리의 개의 세상을 바꿀,
것이다.
해설[ ] 해석참조
어구[ ] 버리다 포기하다 보호소abandon , shelter

예방접종을 하다vaccinate
출제의도 심경 변화 추론24. [ ]

해석[ ] 월 일 목요일9 6
일기장에게,
오늘은 긴 하루였다 여름 캠프에서 버스가 출발.
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음악을 듣고 싶었다, .
하지만 나의 플레이어를 찾을 수 없었다 그mp3 .
것은 아빠가 주신 소중한 생일 선물이었다 나는.
가방과 주머니를 다 뒤졌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캠프 사무실로 달려가 그것을 누군!
가가 습득해서 가져다 주었는지 담당자에게 물어
보았다 그는 없다고 말했다 나는 매우 실망하여. .
버스로 돌아왔다 내가 탄 버스가 막 출발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버스를 세웠다 바로 캠프 담당자, .
였다 그는 버스에 올라타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
손에 내 플레이어가 있었다 그는 청소하는mp3 .
여자 분이 캠프 오두막의 소파 아래에서 그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나는 생일을 다시 기념하는.
것처럼 기뻐서 그를 껴안았다( ) .
해설[ ] 를 잃어버려서 실망했다가 다시 찾은mp3
경험을 일기로 쓴 글.
어구[ ] 출발하다 껴안다depart embrace
출제의도 어법성 판단 밑줄 어법25. [ ] ( )
고등학교로부터의 메시지Wil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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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여러분께Wilson
가을 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
립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올해 초 이래. Wilson
로 그들이 배워온 모든 것에 대해서 매우 자부심
을 느끼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성과를 축하하고.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의사소통의 장을 열어두는
멋진 기회입니다 고등학교를 진정한. Wilson

로 만들어 주신 점에 다시“Learning Community”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모금 행사가 곧 다가
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은. Wilson Auction

에서 월 일에 열릴 예정입니다Lincoln Center 11 4 .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해 줄 자원봉사자들을
여전히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하여.
주시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관심이 있으시.
다면 으로 에게 연락해220-0456 Jennifer Johnson
주십시오.
다음을 기약하며,Peter Brent
해설[ ] 의 이하의 절이 완전하므로 명사what③
절을 이끄는 접속사 을 써야한다that .
어구[ ] 협의회 회의 을conference , celebrate ～
축하하다 기념하다 모금 행사, fund raiser

출제의도 무관한 문장 추론26. [ ]
해석[ ] 건축은 예술이다 모든 작업은 예술 작품.
이고 건축은 가장 위대한 예술이다 그것은 다른.
예술이 다루지 않는 생각까지 포함한다 그것은.
건축은 작품과 개인 간의 관계를 포함한다 그( ) .―
것을 사용하는 사람 그것을 보는 사람 어떻게; ;
그 사람이 공간을 인지하는지까지 그래서 건축가.
는 훌륭한 예술 감각과 회화 기술을 필요로 한다.
어느 정도의 예술적 능력은 타고난 재능이지만 사
람들은 연습을 통해 실제로 나아진다 당신의 예.
술적 감각을 기르는 한 가지 방법은 당신 주변에
있는 것을 그리는 것이다 당신의 마을이나 도시.
중심부에 가서 방해받지 않고 앉을 조용한 장소를
찾아 각각의 건물들이 도시의 경관에 어떻게 어울
리는지 주목하라 그 센터 시설 는 당신의 예술적. ( ( )
기술을 향상시켜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당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그리거나 하늘을 배경
으로 한 윤곽에 당신의 상상속의 건물을 첨가해
그려라.
해설[ ] 해석참조
어구[ ] 방해받지 않은 인지undisturbed perceive
하다

출제의도 필자의 주장 추론27. [ ]
해석[ ] 는Bear Lake Road Rocky Mountain

의 가장 인기 있는 경치 좋은 도로National Park
중 하나이며 다양한 멋진 레크레이션 기회를 방문
객들에게 일년 내내 제공한다 그 공원은 스노우.
슈잉과 크로스 컨트리 스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겨울 동안 이 도로를 관리한다 는. Bear Lake Road
그 나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좁은 도로는 년. 1928
에 건설되었으며 당시 공원의 연간 방문객은 약

이었다 오늘날 만명 이상의 사람들이250,000 . , 300
매년 이 공원을 방문한다 대략 백만명의 방문객들.
이 매년 를 달리는데 이것은 년Bear Lake Road 75
된 이 길의 수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도로.
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
경험을 제공하며 현행의 그리고 앞으로의 셔틀버,
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로 개선이 필요하
다.
해설[ ] 해석 참조
어구[ ] 초과하다 촉진하다exceed facilitate
출제의도 빈칸 추론28. [ ]

해석[ ] 괴롭히기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일컫는다 그것은 언어적.
일 수도 있고 신체적일 수도 있다 그것은 종종.
단순히 일반적인 아이들의 행동 으로 여겨지지“ ”
만 피해자의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아이들은 종종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
녀와 함께 학업 친구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필수적이
다 부모는 자녀에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고 있는지 그들의 기분은 어떠한지 반드시 직접,
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자녀와 지속. ,
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의 아들과 딸들은 그들의 문제에 대해 부모에
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자녀가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라.
해설[ ] 괴롭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부
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
이다.
어구[ ] 주기적으로on a regular basis
출제의도 빈칸 추론29. [ ]

해석[ ] 한 남자가 폭포에서 관광을 즐기Niagara
고 있었다 그는 목이 너무 말라 폭포의 물을 조.
금 마셨는데 돌아서면서 이라는 표지판, “Poisson”
을 보았다 그는 독극물 을 마셨다고 생각. (poison)
했고 갑자기 찌르는 듯한 복통을 느꼈다 다른 관.
광객들이 이 남자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그를
병원으로 재빨리 데려갔다 그러나 의사가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사는 그저 웃었다 선생님. “ ,
표지판에서 당신이 본 것은 영어 단어인 ‘poison’
이 아니라 프랑스어 입니다 그 단어는‘poisson’ .
낚시라는 의미이고 그 표지판은 낚시하지 마시‘ ’ ‘
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라고 의사가 말했다 의사의’ .” .
설명에 그 남자가 느꼈던 복통은 사라졌고 그는 아
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집으로 갔다.
해설[ ] 한 남자가 이란 단어를 독‘poisson’ ‘po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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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고2

3 4

극물 으로 잘못 인식하여 일시적으로 신체적 고)’
통을 느꼈다는 글이다.
어구[ ] 내과 의사physician
출제의도 빈칸 추론30. [ ]

해석[ ] 삶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
하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 자명.
해 보일지 모르지만 인류 상당수의 이해를 뛰어,
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
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받아들여야
만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이것은 내 문제가 아. “
니다 라고 말함으로써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그 문제를 해
결해 주기를 바라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
다 이것은 내 문제이며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은. “
나에게 달려있어 라고 말할 때에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하지만 매우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
같이 스스로에게 말함으로써 그 문제들에 대한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이 문제는 다른 사람들: “
혹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 때문에
야기된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혹은 사회에 달려있어 그건 정말.
내 개인적 문제가 아니야.”
해설[ ] 해석 참조
어구[ ] 자명한self-evident
출제의도 빈칸 추론31. [ ]

해석[ ] 우리는 전적으로 감기와 다른 질병들이 바
이러스 혹은 박테리아와 같은 물리적인 원인을 가
진다는 사실을 당연시 여긴다 하지만 우리가 아.
픈 것에 대해 그런 병원균만을 탓할 수는 없다.
우리도 책임이 있다 지나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우리의 면역반응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
에 우리 주변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싸울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제한한다 우리 몸의 체력이.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해 소모될 때 우리는 우리,
몸속에 있는 실질적인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
어력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스트레스를 받는 사.
람들에게 감기나 독감이 잘 발생하고 회복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연구 결과. ,
시험기간의 학생들과 배우자 혹은 친구가 죽었을
때의 노인들 납세 기간 동안의 회계사들 그리고,
전투중의 군인들에게 이 사실이 입증되었다 스트.
레스 반응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보다 자주
아프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해설[ ] 해석 참조
어구[ ] 병원균 납세기disease agent tax season
간

출제의도 연결사 추론32. [ ]
해석[ ] 동물의 사냥 습성은 선천적이며 학습을 통,
해 보다 더 다듬어진다 각 종은 특징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A) 늑대와 자칼은 추격하,
는 포식자다 그들은; 먹잇감이 피곤해질 때 까지
무리지어 그 먹잇감을 쫓는다 그런 다음 탈진한. ,
먹잇감을 둘러싸고 무리의 몇몇이 동시에 공격한
다 늑대는 그들의 몸동작 귀의 위치 그리고 울음. ,
소리를 통해 사냥을 정리하고 무리의 대장은 먼저
먹는 특권을 누린다. 반면(B) 고양이는 은밀한 사,
냥꾼이다 작은 고양이건 큰 사자건 간에 고양이과.
동물은 먹잇감에 살금살금 접근한 후 발톱을 이용
하여 갑자기 공격하여 먹잇감을 쓰러뜨린다 보통.
목이나 목덜미를 한번 물어 먹잇감을 죽인다.
해설[ ] 해석 참조
어구[ ] 동시에 울음소리simultaneously vocalization

특권 몰래하는 은밀한privilege sneaky ,
33. 어휘력 네모 어휘( )

자전거를 타라!
우리 모두는 우리가 더 많이 걸어야 한다는 것
을 알고 있지만 자전거를 타 보는 것은 어떨까,
요 자전거 타기가 심장 박동수를 높여주고 모든?
주요 근육체를 사용하게 하기 때문에 걷는 것보다
는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에 더 좋습니다 덴마크.
의 한 주요 연구는 규칙적으로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망률이 약 39% (A)감소하
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편안하게 타라
알맞은 자전거를 구하라⦁
페달을 밟아 페달이 가장 아래로 내려갔을 때
당신의 무릎이 약간 구부러지도록 안장 높이를(B)조절해라 당신 발의 볼록한 부분은 페달 위에.
있어야 한다.
안장을 바꿔라⦁
넓은 안장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라 분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 30
람들에게는 (C)좁은 안장이 가장 좋다 이러한 종.
류의 안장은 접촉점이 더 적기 때문에 똑바로 앉
는 것을 더 쉽게 해 준다.
충격을 완화시켜라⦁
스프링이 달린 안장을 사라 이것이 충격 흡수.
장치로 작용할 것이다.
해설[ ] 해석 참조
어구[ ] 한 번의 움직임 흡수장stroke absorber
치

출제의도 주제 추론34. [ ]

해석[ ] 유대가 강한 지역사회가 범죄가 적고 재난
에서 더 잘 생존한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 한 예.
로 환경주의자인 영화 제작자 는, Judith Helfand
약 명을 죽게 한 년 시카고의 엄청난 폭염600 1995
에 관한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그녀는 희생자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
들에게는 최근에 그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는 것을 알아차리거나 에어컨이 잘 작동하는지 확
인해 줄 친구 가족 또는 믿을 만한 이웃이 없었,
다 사실 미국인의 은 자신의 이웃을 모른다. , 3/4 .

는 앞으로의 폭염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할Judith
최선책은 에어컨 할인쿠폰을 나누어 주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 년 내내 사회적인 유대를
강화해 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활동을 제공하
는 것이라 주장한다.
해설[ ] 해석 참조
어구[ ] 폭염heat wave
35. 출제의도 도표 이해[ ]
해석[ ] 이 막대그래프는 년과 년에 다양2001 2011
한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세 이상의 미국인들의12
비율을 보여준다. 두 해① 사이에 가장 적은 변화
를 보인 기기는 단 퍼센트 증가한 텔레비전이었2
다. 그러나 년에서 년까지 온라인 비디2001 2011②
오의 사용은 두 배 이상이 되었다 년에는. 2001③
아무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년에 이2011
기기는 빠르게 성장하여 세 이상의 미국인들 중12
분의 이상이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다 라디오3 2 . ④
는 퍼센트에서 퍼센트로 감소하며 마이너스93 87
성장을 보인 유일한 기기였다 광역 인터넷망. ⑤
사용자는 년에 퍼센트에서시작하여 년2001 20 2011
에 퍼센트로 세배 이상이 되었다74 .
해설[ ] 분의 이상 퍼센트3 2 30→
어구[ ] 배로 중으로 하다 되다triple 3 [3 ] [ ]
36. 출제의도 내용 불일치[ ]

당신의 인생이 시원해졌습니다!The Dutch Ice Hotel
조식포함 일 숙박료1 $ 259
시원한 근사한( ) 휴가를 원하시나요? Dutch Ice

이 온기를 제외한 모든 편의를 제공합니다Hotel .
공항으로부터의 셔틀 버스 서비스⦁
무료 환영 음료⦁
얼음 조각 축제를 위한 쿠폰들⦁

은 세 개의 객실을 구비하고 있Dutch Ice Hotel
고 온도가 빙점을 약간 넘어선 채로 유지되는 냉,
동 창고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각의 객실은.
얼음으로 조각된 가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객실.
의 주된 매력은 침대 밑에 설치된 조명을 갖춘 사
각형의 얼음 침대입니다 투숙객들에게는 침낭들.
이 제공됩니다 은 월 일부터. Dutch Ice Hotel 12 1
월 일 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1 31 . Dutch Ice
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Hotel .

해설[ ] 해석 참조
어구[ ] 을 냉동 냉장하다 조refrigerate , carve～
각하다

출제의도 요지 추론37. [ ]
해석[ ] 재활용의 환경적인 이득은 분명하다 그러.
나 이 문제의 잘못된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한.
재활용 관련 회의에서 나는 라는 프‘Recycle Bank’
로그램을 알게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거주자의,
재활용 쓰레기통의 무게를 재어 더 무거운 쓰레기
통에 포인트를 제공한다 이것은 일인용 생수병을.
구매한 이웃이 필터를 설치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용기에 수돗물을 담아 마시는 이웃보다 많은 포인
트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비슷한 우.
스꽝스러운 상황들이 쓰레기의 감소보다는 재활용
의 증가로 발전 여부를 측정하는 모든 곳에서 일
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더 많은 소.
비와 더 많은 쓰레기 발생을 조장함으로써 재활용
에 오명을 씌운다 그들은 일회용품의 발생을 부추.
긴다.
해설[ ] 해석 참조
어구[ ] 일회용의disposable
출제의도 제목 추론38. [ ]

해석[ ] 만약 당신이 풍력 발전 지역을 운전하여
가 본적이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터빈들이 대부분
세 개의 날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 차리게 될
것이다 두 개도 아니고 네 개도 아니고 세 개이.
다 그 이면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만약 풍력. .
터빈에 너무 많은 날개가 있다면 각각의 날개는
공기 중에서 움직일 때 뒤에 소용돌이를 남긴다.
만약 이 소용돌이가 또 다른 소용돌이와 부딪친다
면 그것은 효율성에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두 개의 날개가 있는 터빈이 있다면 그것은
세 개의 날개를 가진 터빈만큼 많은 에너지를 바
람으로부터 얻어낼 수 없다 그것은 또한 힘의 불.
균형을 겪게 된다 두 개의 날개는 바닥보다 꼭대;
기에서 더 강한 풍속을 받게 된다 이것은 진동현.
상을 일으키며 풍력 터빈에서 진동 현상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는 세 개의 날개를 가진.
풍력 터빈을 택하게 되었고 이것은 위에 언급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다.

해설[ ] 해석 참조
어구[ ] 풍력발전지역wind farm
39. 출제의도 문장의 위치 파악[ ]
해석[ ] 모든 사람들은 이득이 되는 거래를 좋아한
다 물건을 싸게 잘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
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
온라인상에서의 소셜커머스 시장 웹사이트를 통한(
상품 판매 시스템 은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소셜커머스 시장이.
겨우 년 사이에 급속도로 성장하여 내년에는1 2～
조 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1 . 그러나 실망스
럽게도 최근 연구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소셜커머
스 사용자 중 약 59 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
과장 광고와 상품에 대한 허위 상품 평이 많이 쌓
여감에 따라 소비자들이 급속하게 이 산업 소셜커(
머스 산업 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그러므) .
로 그들은 이런 웹사이트들 상의 정보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만일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소비.
자들이 이 시장을 외면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이다.
해설[ ]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잃고 외면을 받고 있
다는 내용의 글이다.
어구[ ]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exaggerate
과장하다 쌓이다pile up
40. 출제의도 순서 파악[ ]
해석[ ] 어떻게 어린 나무로 자랄까 나무는 씨앗?
을 만들어 내고 그 씨앗이 묘목으로 자라서 나무
로 성장한다 몇몇 씨앗에는 사과나 체리와 같은.
과실이 있다 다른 씨앗에는 호두와 밤과 같은 견.
과가 있다.(B) 하지만 씨앗은 많은 위험에 직면한다 동물들.
은 과실과 견과를 좋아한다 그리고 강풍과 폭우.
는 씨앗을 썩게 하거나 나무에서 너무 일찍 떨어
지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씨앗이 묘목으.
로 자라는 것을 어렵게 한다.(C) 그래서 나무는 배고픈 동물들과 나쁜 날씨로
부터 씨앗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마침내 좋은 땅을
찾아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기발한 방법들을 발달
시켜왔다 소나무는 솔방울 속에 씨앗을 숨긴다. .
솔방울의 비늘은 수분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할( )
수 있다.(A) 솔방울이 젖으면 솔방울의 비늘은 줄어들, ( )
어 내부의 씨앗을 건조한 좋은 상태로 유지시킨
다 그러다 솔방울이 마르면 비늘은 팽창하여 씨. ,
앗이 바람에 날려가 어딘가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열린다.
해설[ ] 해석 참조
어구[ ] 발달시키다 진화시키다evolve , contract
수축하다

[41 -43] 출제의도 장문독해[ ]
해석[ ] (A) 동료 자원봉사자들 중 하나인 탄자니
아에서 온 소녀 가 다소 힘겨워 보여서 내, Moshi
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고향에 있.
는 친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친구를 돕기 위해 그 달에
쓸 용돈을 모두 탄자니아로 보냈다!(D) 이것은 가 먹을 것이 많지 않거나 돈이Moshi
없어 아무 데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주.
중에는 일터에서 무료로 점심을 먹지만 사람들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친구에게 했던 행동에 너무 감동을
받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고 느꼈다.(B)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줄 음식을 사러 마을
내에 있는 공정무역 가게에 갔다 나는 재료들을.
담다가 우연히 가게에서 일하는 여자와 내 친구,

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그Moshi .
이야기에 놀라며 나에게 물었다 그녀가 파스타. “
를 좋아하나요 네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즉시?” “ ” .
파스타와 과자들 그리고 다른 것들을 가방에 가득
담았다 저 대신 그녀에게 이것을 주세요 이것은. “ .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C) 나는 그녀의 친절함에 놀라며 기뻐서 환호했
다 뜻밖의 선물을 내 친구가 봤을 때 그녀의 얼.
굴을 상상해 봐라 나는 그녀가 그렇게 행복해 하.
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몇 주 후에 그녀는 음식!
을 준 사람을 찾아 그녀에게 직접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들은 나에게 진정한 친절과 자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 주었다.
해설[ ]41. 해석 참조42. 는 를 는 공정무역가(a), (b), (d), (e) Moshi (c)
게에서 일하는 여자를 가리킨다.43. 필자는 를 위한 식료품을 사기 위해 공Moshi
정무역 가게에 갔다.
어구[ ] 필사적인 물건desperate stuff compassion
자비 동정심 공정무역 가게, the fair trade shop
[44 - 출제의도 장문독해45] [ ]
해석[ ] 어린 소년과 아버지가 산책을 하러 갔다가
길에서 큰 바위와 우연히 마주쳤다 호기심이 많.
은 어린 소년은 그의 아버지를 올려다 보며 물었
다 아빠 제가 저 큰 바위를 옮길 수 있다고 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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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세요 아버지는 생각에 잠겨 아들을 바라보?”
고는 대답했다 만약 온 힘을 다한다면 너는 할. “
수 있어 그래서 그 소년은 달려가 온 힘을 다해.” ,
커다란 바위를 옮기려 했으나 당연히 옮길 수 없
었다 낙담한 채 그 소년은 아버지를 올려다 보며. ,
말했다 아빠가 틀렸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 . .”
이 말에 아버지가 대답했다 하지만 너는 온 힘. “
을 다하지 않았잖아 너는 나에게 도와 달라고 하.
지 않았어 어린 소년이 깨달았듯이 당신도 홀로.”
어려움과 대면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는 우리의 힘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데서 비롯되지만 우리는 종종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추측한다 당신의 길 위에 놓인 장.
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도움과 지원을 구함으로써 당신의 힘,
은 배가 된다 어떤 문제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
으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어려운 시기에 주위.
를 둘러봐라 그러면 당신을 도와줄 준비가 된 많,
은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
해설[ ]44.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들의 도움
으로 자신의 힘이 배가 되어 어려움을 쉽게 해결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45. 해석 참조
어구[ ] 가정 추측 원조assumption , assistance ,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