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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영어) 영역 •
정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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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듣기]

1. [출제의도] 그림 이해하기 
M: What are you doing on the computer, Susan?

W: I’m looking for a sample name tag. You know 

our soccer club will meet this Sunday for the 

first time. But, the problem is we don’t know 

each other by name. 

M: Did you find any good ones?

W: Not yet. Here are a few samples with the 

name Bob. Can you help me choose the best 

one? 

M: Um... This round one seems to be better than 

the rectangular one. It looks like a soccer ball.

W: Yeah, you’re right. Then how about the round 

one with Blue Dragon at the bottom of the 

tag?

M: It looks a little messy, I think. 

W: I agree. What do you think about the one 

with the dark background on the top? It’ll 

help highlight the name.

M: That’s good. Do you think we need to search 

more?

W: No. That’s enough.

2. [출제의도] 심정 파악하기
W: How was your day, Peter?

M: It was awful. I had a big fight with John this 

afternoon.

W: Why? Who’s John, anyway?

M: He’s one of my classmates. He lost my 

notebook.

W: What happened?

M: He borrowed my science notebook last week. I 

asked him to return it this afternoon, but he 

said he already gave it back to me.

W: Are you sure you didn’t receive it? 

M: Yes, I am. He must have lost it. I really need 

to study it for this exam.

W: Wait a moment! (pause) Peter, isn’t this the 

notebook you need? I found it under your bed 

while cleaning your room.

M: Oh no! I made a terrible mistake. What should 

I do?

W: You’d better apologize to him.

M: How stupid of me! I’m so embarrassed.

3. [출제의도] 설명하는 상 파악하기 
M: This makes a sound or emits light. This 

varies in size and shape.  This is commonly 

used in some places. For example, in a TV 

quiz show, the contestants press this to 

answer the question prior to their rivals. Also 

in some restaurants you use this in order to 

call over the waiter or waitress. In particular, 

some crowded family restaurants give this to 

their customers so that they may know when 

they are ready to be served. In this way, this 

saves the customers the trouble of waiting in 

a long line. When this makes a sound or 

lights up, you know that your waiting time is 

over.  

4. [출제의도] 세부내용 파악하기 
W: Robert, yesterday I saw you coming out of 

the theater.

M: I had an interview there for my part time job.

W: You are looking for a part time job? Me, too. 

Anyway, how did it go?

M: It didn’t go well, so I should keep looking. I 

really need some money to go camping with 

my friends.

W: Then, why don’t you apply with me for the 

Westfield’s bookstore? They need a few part 

time cashiers.

M: That’s good news. Do I need anything to 

apply with?

W: Just one photo. They need it to make an ID 

card if we are hired.

M: I have one at home. Can you wait till I go 

and get it?

W: No problem. Why don’t we meet at 2 p.m. in 

front of our school library?

M: Alright, see you then.

5. [출제의도] 세부내용 파악하기  
W: I like this shirt and these pants. How much 

are they?

M: $40 for the shirt and $50 for the pants. It 

comes to $90.

W: Can I get a discount with this coupon?

M: Sure. It gives you 10 percent off. Now the 

total price will be $81.

W: Well, I think these pants are too long for me.

M: We can shorten them if you’d like.

W: Do I have to pay for that?

M: It usually costs $4, but this time I won’t 

charge you.

W: Thank you. How long does it take?

M: About 3 hours, I guess.

W: I can’t wait that long. Can I get them 

delivered?

M: Sure, but there’s an extra $5 charge for the 

delivery.

W: No problem. Let me give you my address.

6. [출제의도] 담화의 목적 파악하기  
W: This is Emily from the school council. We 

have vending machines in each corner of our 

school. Can you imagine how many cans 

students throw into the trash bins every day? 

To remind our students that recycling is a 

small step for saving our planet, we decided 

to have an environmental exhibition in front 

of the school cafeteria. Since last week we 

have displayed works of art made of used 

cans, disposable chopsticks, and newspapers 

with the help of some art teachers. But, 

regretfully, unbelievable things happened over 

the weekend. Two works were seriously 

damaged and one was even missing. 

Therefore, we’re afraid we’ll have to close our 

exhibition for a while. We’ll reopen our 

exhibition as soon as our displays are ready 

again. Thank you.     

7. [출제의도] 세부내용 파악하기 
(telephone rings)

W: Hello? Is this Glen Parker?

M: Speaking. Who’s this?

W: Mr. Parker, this is Diana Jackson. Sorry for 

calling late at night.

M: That’s okay, Ms. Jackson. What’s up?

W: Well... Susan Brown had a car accident this 

evening and she’s hospitalized now.

M: Oh, my goodness! Is she okay?

W: Luckily, she’s not that seriously injured. But 

she can’t join the school field trip tomorrow.

M: Then who will be in charge of her students?

W: Well, that’s why I’m calling you. Will you 

take the students instead of Susan?

M: Of course. No problem. 

8. [출제의도] 화 장소 추론하기 
M: Mom, something’s wrong with my left ear. I 

think there’s water in it and it aches a little 

bit.

W: When did this happen?

M: It started after taking the water slide. 

W: Hmm... Tommy, why don’t you get out of the 

water and relax a bit?

M: OK. I was about to get out, anyhow.

W: Don’t pick your ear, and if the pain conti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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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have to see a doctor. 

M: I see. 

W: Take off your life vest. Let me return it with 

your tube. Do you want to eat something?

M: I’d love to. 

W: I saw a snack bar next to the entrance. Wait 

here. I’ll get some food.

9. [출제의도] 화자의 관계 파악하기 
W: Excuse me. Do you know how long it takes 

to get to Paris?

M: We’ll be there in two hours or so.

W: Wow, faster than I expected. This is my first 

time using the Eurostar. Do you often use 

this train?

M: Roughly once a week. 

W: That often?

M: Yeah, I’m a member of the Prime Orchestra. 

We travel around France performing concerts.

W: Now, I see why so many people here are 

carrying musical instruments. What instrument 

do you play?

M: I play the cello.

W: Really? I used to play the cello when I was 

young.

M: Did you? Then why don’t you come to my 

concert tonight?

W: Sounds awesome! What time and where?

10. [출제의도] 세부내용 파악하기  
M: Honey, why don’t we take a break?

W: Okay. Now I understand why people don’t like 

to move often. We’ve  just finished unpacking 

our big clothes boxes.

M: You’re right. Anyway, what should we do 

next?

W: Will you hammer a nail on the wall for this 

painting?

M: Honey, it’s already past 8 o’clock. A bit late 

for it. 

W: Oh! You’re right. We haven’t eaten anything 

after lunch.

M: Let me pick up something to eat at a store.

W: Let’s order a pizza in, instead.

M: Sounds great. But we still need milk and 

cereal for tomorrow morning.

W: All right. While you are at the store, I’ll order 

the pizza.

11. [출제의도] 세부내용 파악하기  
W: Look at this community center winter 

schedule. All the classes look so interesting. 

M: They really do. Which class are you going to 

take this time? 

W: I wanted to learn about paper art, but it’s too 

expensive. 

M: I’ll choose Susan’s class. I heard her class is 

fun. Will you join me?

W: I’d like to, but I have a piano lesson at five.

M: Then, what about the Poetry class? You like 

reading poems. 

W: Sounds good. Also, the fee is cheap, just 20 

dollars.

M: Look, there are two popular classes at three. 

Let’s take one of them.

W: Well, I already took the Homepage class last 

time. The Robot class seems good, but two 

straight classes will make me really 

exhausted.

M: I’ve heard Kate’s class is so much fun.

W: Really? Then, I’ll sign up for it next time.   

12. [출제의도] 세부내용 파악하기  
M: Come and visit Uncle Tom’s Cheese Farm. 

For only 7 dollars, you can have unforgettable 

experiences on our farm. Each day a 

horse-drawn carriage tour starts at 10 a.m. 

from the entrance of the farm to the cheese 

factory. Then, in the factory, you will watch 

how milk turns into cheese or yogurt and 

have an opportunity to make cheese on your 

own. Plus, the chances of milking cows and 

picking apples are provided. At the end of the 

tour, we’ll present you with 150 grams of 

mozzarella cheese as a souvenir. If you pay 5 

dollars more, you can enjoy both pizza and 

spaghetti made of our cheese for lunch. If you 

want a group tour, more than 10, please, 

make a reservation in advance on our website 

or by telephone. Don’t miss this chance!

13. [출제의도] 그림에 맞는 화 고르기
① W: This place is so crowded.

   M: Right. Be careful not to step on others’ 

feet.

② W: I’m thirsty. Do you have any coins?

   M: This vending machine is out of order. Let’s 

find another one.

③ W: Hurry up! Our boat is leaving soon.

   M: Let’s stay here longer. There’re still lots of 

things to see.

④ W: Can you break this bill? I need a quarter 

for the slot. 

   M: Sorry. I have no coins right now.

⑤ W: Here you are. 15 dollars, please.

   M: I’m afraid I have no cash. Do you take a 

credit card?

14. [출제의도] 화 완성하기
M: This DVD player has broken down again.

W: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M: The disk’s jammed.

W: Again? No way! We had it fixed just last 

week.

M: I know. I think it’s time to get a new one.

W: Right. Do you have anything in mind?

M: Not exactly, but I’d like to buy a high quality 

one this time.

W: What do you mean by ‘high quality’?

M: I mean a durable one. Don’t you remember 

when we bought this one?

W: Yes, we chose it just because of its design.

M: Its quality isn’t as good as it looks.

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출제의도] 화 완성하기
W: Peter, you are wearing a cast. What happened 

to your left hand? 

M: While playing basketball with my friends, I 

ran into the post.

W: It looks uncomfortable.

M: Yes. But, I’m getting used to it. Actually, this 

isn’t the first time I got injured this year.

W: Right, I remember you broke your leg while 

playing soccer last summer.

M: At that time, I had to use the crutches for a 

month.

W: You should be more careful when you play in 

the field.

M: Yeah, I think so.

W: Hey, what are these writings on your cast?

M: My friends wrote them. They wished me a 

speedy recovery.

W: Interesting! Can I join in?

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출제의도] 화 완성하기
M: Jane, I have a lunch appointment with my 

supervisor tomorrow. Can you recommend any 

good restaurants? 

W: How about Palace in Park Avenue? It has a 

good reputation.

M: Well, I’ve been there before. But isn’t it too 

crowded? 

W: Yes, but the food is awesome.  

M: Actually this lunch is for a formal business 

talk. I want a much quieter place.

W: Hum... In that case the Thai restaurant Orchid 

might be good. It is comfortable and quiet.  

M: That sounds great. Where is it?

W: It is in Jones’ Department Store.

M: Jones’ Department Store? Wow, that’s perfect. 

I also need to exchange my shoes in there.

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표현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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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Kate and David are colleagues. They are 

supposed to make a very important 

presentation tomorrow. They have been 

working together all day long. During their 

preparation, David receives a call from his 

wife. He is told his daughter had an accident 

at school. After the call, David is worried 

about his daughter, but can’t tell Kate about 

this because he knows that there is still so 

much work to be done. Kate notices 

something’s wrong with David because he 

looks so anxious. She asks what the matter 

is and he tells her about the problem. She 

thinks she can handle the work by herself. 

David insists he should stay. But Kate thinks 

family comes first. She tries to persuade him 

to go to his daughter right now.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Kate most likely say?

[읽기]

18. [출제의도] 설명하는 상 파악하기
[해석] 그것은 기후와 날씨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것
은 폭풍을 생성할 수 있는 에너지이며, 그것은 모든 
형태의 응결과 강수의 궁극적인 근원이다. 그것은 공
기가 물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온도에 의해 결정되
기 때문에 변화한다. 우리 인간은 피부가 수분을 제
거하는 데 공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것에 매우 민
감하다. 땀을 흘리는 과정은 우리 몸이 계속 시원하
고 현재의 체온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만약 
그것이 높으면, 땀은 공기 중으로 증발되지 않을 것
이다. 그 결과, 우리는 끈적거림과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어구] condensation 응결 precipitation 강수

19. [출제의도] 지칭 추론하기
[해석] 3학년인 Nick은 Mr. Deaver의 교실을 열  
섬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우선 그는 모든 
아이들에게 녹색과 갈색 종이로 작은 야자수 나무를 
만들어 그것들을 각 책상의 모서리에 테이프로 붙이
게 했다. Mr. Deaver는 교사가 된 지 겨우 6개월이 
되었으며, ① 그는 “너무 귀엽구나.”하며 기뻐했다. 다
음날 모든 학생들은 선글라스와 해변용 모자를 쓰고 
있었다. ② 그는 박수를 치며 “참 화려하구나.”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③ 그가 잠시 교실을 떠나자, 
Nick은 재빨리 교실의 온도계를 ④ 그가 집에서 가져
온 작은 나사못 드라이버로 화씨 90도까지 올렸다. 
모든 아이들은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반바지와 티셔
츠로 갈아입었다. Nick은 미세한 하얀 모래 열 컵 정
도를 교실 바닥 전체에 뿌렸다. Mr. Deaver가 돌아
왔을 때, ⑤ 그는 얼마나 그의 학생들이 창의적인지 
또 한번 놀랐다.   
[어구] thermostat 온도계 

20. [출제의도] 글의 목적 추론하기
[해석] 당신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반납일이 오늘
이며 그 책은 다른 사람이 출을 예약해 놓았습니
다. 당신은 그 책을 계속 읽기 위해 하루 25센트의 
연체료를 지불하려고 하는군요. 하지만 25센트의 부
과금은 여료가 아니라 책을 신속하게 반납하라는 
유도책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다른 사람이 그 책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도서관이 당신에게 출 연장
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도 위반에 한 벌금
을 내겠다는 의향과 능력이 있다고 해서 과속이 정
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체료를 하루에 
25달러, 혹은 250달러만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인기 있는 책을 반납 기한이 지나서까지 마
음 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구] due 제출 기한이 된 penalty 벌금    

21. [출제의도] 어법에 맞는 표현 고르기
[해석] 말을 할 때는 몸동작이나 얼굴 표정을 사용
하여 듣는 사람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말하는 
바에 힘을 싣고, 듣는 사람이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
는 바를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숨 돌리기, 주
저함, 반복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글을 쓸 때
에는 똑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 다른 기제를 사용해
야한다. 이것이 바로 구두점이 등장하는 상황이다. 
구두점은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처리 가능한 의미 단위로 
나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글을 쓸 때 구두점 사
용에 한 불안감을 느낀다. 여러분도 이같이 느낀다
면 구두점이 당신의 글을 최 한 명확해지도록 돕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어구] hesitation 주저함 punctuation 구두점  
[해설] (A)에서는 to add와 병렬 구조이므로 to 
make를, (B)에서는 문장 구조와 의미상 관계 부사인 
where를, (C)에서는 make의 목적 보어로 형용사 
clear를 써야한다.  

22. [출제의도] 어법상 틀린 표현 고르기
[해석] 어떤 사람이 피곤함 때문에 활동을 계속하기
를  어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피로로 고통 받고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그 피로가 아주 심각하다면 그 사
람은 쓰러질 수도 있다. 공학적 측면에서, 반복된 스
트레스로 조금씩 약해지는 금속 부품도 역시 피로로 
파괴된다고 한다. 그런 현상은 생물과 무생물 모두에 
일어나는데, 둘 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물은 자생
능력을 발휘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회복한
다. 그러나 무생물은 피로에 의해 회복될 수 없을 정
도로 손상된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탱하는 자동차, 비
행기, 다리와 같은 물체들이 갑자기 붕괴될 수 있다.  
[어구] fatigue 피곤함
[해설] because 뒤에는 절이 와야 하므로 문맥상 
because of를 써야한다.

23. [출제의도] 글의 흐름 파악하기
[해석] 개를 훈련하는 것은 주인이 개의 독특한 의
사소통 신호를 분별하려고 노력할 때 훨씬 쉬워진다. 
① 주인이 개의 바디랭귀지에 주파수를 맞추었을 때, 
주인은 개가 언어적 명령뿐 아니라 동작에도 반응한
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② 예를 들어, 개에게 
“come”을 가르칠 때 주인은 개의 이름을 부르면서 
웅크려 앉아 등을 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
을 알게 될 것이다. ③ 개는 이런 행동을 주인이 몸
을 앞으로 숙이고 “come”이라고 소리치는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이해한다. ④ 개가 명령에 복종할 때 작
은 보상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⑤ 개에게 몸을 
웅크리는 자세는 개가 위협적으로 여기는 앞으로 숙
이는 자세보다 더 좋아 보인다.  
[어구] tune in 주파수를 맞추다 crouch down 웅크
리다 

24.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해석] 학 교수로서 나는 지연에 너무 익숙하다. 
매학기 초에 나의 학생들은 그들의 과제를 제시간에 
읽고, 제시간에 리포트를 제출하고, 모든 일에 최선
을 다하겠다는 거창한 약속을 한다. 그리고 매학기 
그들이 유혹에 못 이겨 데이트하러 나가고, 학생회 
모임에 나가고, 산으로 스키를 타러 가면서 학업이 
점점 뒤처지는 것을 나는 보게 된다. 결국은, 그들은 
지체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와 변명과 가족비
극사를 만들어내 나를 시간 엄수가 아니라, 창의성으
로 감동시킨다. 나는 왜 가족의 비극이 흔히 학기의 

마지막 두 주 동안에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어구] vow 맹세하다 punctuality 시간 엄수

25.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해석] 가장 게으른 사람조차도 인간 전기발전기가 
될 수 있다: 호흡하는 것은 약 1와트의 전력을 생산
할 수 있고, 활기차게 냉장고로 걸어가는 것은 약 70
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그 모든 에너지는-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만 있다면-활용될 수 있다. 현
재 Princeton 학의 과학자 그룹이 모든 몸동작을 전
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들은 굽
히면 전기를 일으키는 압전기 크리스탈을 유연한 고
무 같은 물질로 된 조각에 붙 다. 그 조각들은 우선 
신발에 붙여져서 iPod나 휴 폰이 충전 상태를 유지
하는데 충분한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어구] exhale 숨을 내쉬다

26.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해석] 잠시 땀을 흘리고 긴 시간 좋은 기분을 즐겨
라. 이것이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의 
최근 연례 모임에서 제시된 연구 내용이다. 그 연구
는 운동이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가 이전에 알고 있
던 것보다 12배까지 더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전 연구는 운동이 가져다주는 좋은 기분이 1시간 
정도 지속된다는 것을 밝혔다. 이것은 땀이 마르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그리 길지 않다. 그러나 
Vermont 학의 연구에서, 헬스용 자전거로 20분간 
운동한 후 남녀들이 작성한 설문지는, 그들이 운동광
이든, 처음으로 운동을 시도한 사람이든 반나절 동안
이나 그들의 좋은 기분이 유지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어구] fanatic 열광적인 애호가 

27.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해석] 새로운 연구가 일부 동물들은 보상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 실험에서 일부 
개들은 재주를 부린 가로 빵을 받았지만 다른 개
들은 그렇지 못했다. 보상을 받지 못한 개들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렸다. 그 개들은 똑같은 재주를 
부리라는 명령을 거절했다. 비슷한 실험이 원숭이들
에게도 행해졌다. 일부 원숭이들은 공연을 한 가로 
오이 한 조각을 받았고 다른 원숭이들은 더 맛있는 
보상인 포도를 받았다. 그들은 서로서로 비교했다. 
오이를 받은 원숭이들은 매우 화를 냈고 그 음식을 
집어던지고 공연을 중단했다. 심리학 교수인 Frans 
de Waal은 개나 원숭이같은 동물들은 협동적인 사회
에서 살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하고 그것에 해 무
엇을 얻게 되는지에 민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28.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해석] 경찰관들은 종종 속임수를 쓰는 방법을 이용
한다. 1990년 Michigan 주의 Corunna에서 이루어진 
한 작전에서, Danny Brown이라는 이름의 규모 마
약상이 자신과 범죄단 두목인 Fast Eddie Leno의 딸
인 Debbie Leno와의 결혼식에 손님들을 초청했다. 
출입문에는 손님들에게 총기를 확인하고 밖에 놓아
두라고 요청하는 표지판이 있었다. 건배를 하고, 결
혼 축하 댄스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SPOC라고 하는 
밴드가 연주를 시작했을 때, Port Huron의 한 경사
가 모든 경찰관들에게 일어나라고 했다. 신부와 다른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권총을 꺼내 들었으며,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체포되었다. 
결혼 파티를 주관한 사람들과 손님들 중 많은 사람
들이 사실은 마약 거래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무장 
경찰들이었다. 그 결혼식은 가짜 다. 그러면 밴드
는? SPOC를 거꾸로 읽어 보라.
[어구] resort to ~을(를) 이용하다 toast 건배 
revolver 권총
[해설] SPOC를 거꾸로 읽으면 경찰관을 의미하는 
COPS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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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출제의도] 글의 분위기 추론하기
[해석] 시내로 가는 길에 나는 낡고 좁은 다리를 건
너야했다. 절반쯤 건넜을 때, 느닷없이 트럭 소리가 
모퉁이에서 들려왔다. 이 다리가 그와 나에게는 너무 
좁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반

편에서 오는 또 다른 트럭 소리를 들었다. 둘 다 
Lake Pontchartrain의 입구를 가로지르는 이 녹슨 다
리로부터 100야드 정도 떨어져 있었다. 내가 치이거
나 상어가 들끓는 물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나? 분명 
나는 배낭의 무게로 익사하게 될 것이다. 강력한 디
젤 엔진의 요란한 소리와 희미한 자동차 불빛은 그
들이 훨씬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겨우 
25피트 밖에서 두 트럭 운전수들은 여전히 다리 위
에 있는 나를 보지 못했다. 
[어구] rusty 녹슨

30. [출제의도] 부적절한 어휘 찾기
[해석] 당신이 언덕을 오를 때는 발과 지면 사이의 
마찰이 당신을 위로 올려준다. 그러나 물 위를 다니
는 부분의 곤충들은 작은 공기주머니 위에서 미끄
러운 물 위를 스케이트를 타듯이 나아간다. 위의 그
림에서처럼 그러한 곤충이 수생 식물 잎 위에 알을 
낳거나 천적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① 높이 솟은 
meniscus를 어떻게 기어오를까? 그림1에서, 그 곤충
은 물이 식물에 붙어서 형성되는 ② 곡선으로 된 수
면인 meniscus에 접근하고 있다. 그림2에서, 그 곤충
은 앞과 뒷다리로 물을 위로 ③ 끌어올리고(pushing
→pulling) 가운데 다리는 아래로 면서 몸 아래에 
있는 수면의 형태를 바꾼다. 그 곤충이 수면을 변형
시킬 때 수면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생긴다. 변형된 
수면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그 곤충을 meniscus ④
위로 어 올려준다. 그림3에서, 잎을 ⑤ 붙잡고서 그 
곤충은 물에서 떨어진다.   
[어구] friction 마찰력 predator 천적, 포식자

31. [출제의도] 문맥에 맞는 어휘 찾기
[해석] AirAsia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
는 저가 항공사이다. London School of Economics 
출신인 Sri Tony Fernandes가 그 항공사의 CEO이
다. 그는 느긋한 CEO이다. “나는 평상복을 입고 직
장에 갑니다. 나의 바지는 때로는 직원들보다 더 오
래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AirAsia를 독특한 원칙들
을 가지고 운 한다. 한 예로 그 회사는 모두가 사장
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평구조를 가지고 있다. 회사
의 관료주의를 없앰으로써 그는 모든 사람이 귀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이 최고의 자산
입니다. 최고의 사람들을 얻고 그들을 성장시키세요. 
그들이 꿈을 성취하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도우세요.”라
고 그는 충고한다.
[어구] laid-back 느긋한 bureaucracy 관료주의

32. [출제의도] 연결어 파악하기
[해석] 비공식적인 시험도 너무 자주 실시하면 학습
을 독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 이것은 
시험이 긴장되고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행해진다면 
특히 그러하다. (A) 따라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게 
할 때 반드시 그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
하라. 매 시험마다 평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학생들에
게 주지 않도록 하라. 학생들의 수행과 능력이 일반
적으로 매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B) 예를 들어, 어느 한 주에 학급에서 성적이 최상
위권이던 학생이 그 다음 주에 하위권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 그런 변화가 있다면 그 시험
이나 학생의 개인적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구] assess 평가하다

33. [출제의도] 글의 주제찾기
[해석] 우리가 자녀를 label(특정한 명칭으로 부르는 
것)할 때 언제나 형제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그것이 긍정적인 명칭-재미있는, 
리한, 운동을 잘하는-이든, 부정적인 명칭-거친, 소
심한, 의욕이 없는-이든, 우리는 비교를 조장한다. 
예를 들어 만약에 큰 아이가 “예술적인 아이”이면 작
은 아이가 자신의 창의적인 능력을 어떻게 느낄까? 
그리고 만약 작은 아이가 “축구 스타”라면, 큰 아이
가 경기장에 나가려는 마음을 가지게 될까? 때때로 
label은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당신에게는 “go to” 
kid-당신이 소란 없이 뭔가를 빨리하기를 원할 때 
찾게 되는 아이-가 있는가? 만약 당신이 심하게 이 
아이에게 의존한다면, 당신의 다른 아이들은 자신을 
능력이 없고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
이다. 명백하게 드러나든 아니든, label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되는 형제간의 경쟁과 질투를 낳는다. 
[어구] label 특정한 명칭으로 부르다 fuss 소란

34. [출제의도] 글의 주제찾기 
[해석] 언어적인 의사 소통과 마찬가지로, 비언어적
인 의사 소통도 하나의 정황 속에서 존재한다. 즉, 
같은 비언어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다른 상황에서
는 완전히 다른 의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인에
게 하는 윙크는 거짓말을 의미하는 윙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연설 중에 무언가를 
주장하며 탁자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것은 친구의 사
망 소식을 듣고 같은 식으로 주먹을 내려치는 것과
는 다르다. 결론적으로, 언어적인 의사 소통뿐만 아
니라 비언어적인 의사 소통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
해서는 정황에 한 완전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어구] pound 내려치다

35. [출제의도] 도표 내용 이해하기 
[해석] 위 그래프는 2009년 4월에서 2010년 4월까
지의 한국의 략적인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①
2009년 4월과 2009년 10월 사이에 실업률은 3.8%
에서 3.2%로 계속해서 하락했다. ② 실업자의 비율이 
2009년 10월에 가장 낮게 기록되었다. ③ 2009년 
10월과 2010년 1월 사이 언젠가부터 실업률이 치솟
았고 그 비율이 5.0%에 이르렀다. ④ 2010년 1월에, 
한국의 실업률이 가장 높았다. ⑤ 하지만, 2010년 1
월부터 실업률이 석 달 연속 3.8%까지 하락하 고 
그 비율은 2009년 4월의 비율과 같았다. 
[어구] skyrocket 치솟다 for a third straight month 
3개월 연속
[해설] 2009년 6월에 3.9%로 일시 상승했다.

36. [출제의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찾기 
[해석] 0.5인치 길이의 수생벌레인 backswimmer는 
수면 위 또는 근처에서 다리를 위로 올린 채 뒤로 
누워서 헤엄친다. 그것은 굽어진 등, 머리의 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큰 눈, 수 을 하는 데 쓰이는 길
고 털이 많은 뒷다리로 알아볼 수 있다. 그것은 호주 
전역의 잔잔하고 유속이 느린 연못, 논, 운하, 그리고 
강에서 발견된다. 이 곤충은 흡입구로 더 작은 수생
동물들을 먹고 산다. 그것은 숨쉬기 위해 은백색의 
공기 방울을 지니고 다닌다. 그 공기 방울은 몸을 덮
고 있는 미세한 “털”로 고정되어 있다. 공기 방울 속 
공기를 다 쓰면 그 곤충은 수면으로 올라가 빠른 동
작으로 새로운 공기 방울을 잡는다.  
[어구] backswimmer 송장헤엄치개 be held in 
place 고정되어 있다

37. [출제의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찾기
[해석] Nome은 베링 해를 따라 Norton Sound를 마
주보면서 Seward 남쪽 해안에 위치해 있다. 역사적

으로 에스키모인들이 Seward 반도에 거주해왔다. 
1898년 Anvil Creek 근처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Nome은 사실상 하룻밤 사이에 2만 명의 인구가 거
주하는 “tent-city”로 변모하 다. 금의 고갈, 유행성 
독감, 그리고 1934년에 도시 부분을 파괴한 규
모 화재 모두가 Nome의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었다. 
오늘날, Nome에는 략 1,500 가구가 살고 있고 알
래스카 원주민의 비율은 59% 정도이다. Nome은 주
변 마을들을 위한 선적 화물을 받아주는 지역의 물
류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그곳은 매
년 열리는 개썰매 회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어구] depletion 고갈 shipment 선적 cargo 화물

38. [출제의도] 요지 파악하기
[해석] Wal-Mart의 가게들은 전자인식표를 남성복
에 부착하고 있다. 순식간에, 직원들은 어떤 사이즈
가 빠져나가고, 어떤 상품이 재고로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전자인식표 때문에 가게들은 한 
번에 전체 쇼핑 물품들을 스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런 조치는 사생활 문제를 야기한다. “이것은 최초의 

규모이며 아주 우려할만한 추적 시스템이다.”라고 
소비자 옹호 단체의 표인 Albrecht가 말했다. 그녀
는 소매상들이 소비자의 구매품을 스캔해서 그 데이
터를 다른 개인 정보와 결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고 우려한다. 그녀는 또한 비록 그 리한 인식표가 
옷에서 제거되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이후라도 추적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어구] retailer 소매업자

39. [출제의도] 요지 파악하기
[해석] 매일 나는 칼슘을 복용하는 환자를 만나곤 
한다. 당연한 일이다. 칼슘은 많은 사람들의 의약품 
목록에 올라와있다. 골다공증이 염려가 되는 사람들
에게는 특히 그렇다. 그러나 현재 이 흔한 미네랄의 
안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사실, 그 연구 보고서는 칼슘 보조제가 심장병 발병
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이 사
실이라면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중 한 문제이다. 왜
냐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칼슘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연구는 2010년 7월 British Medical 
Journal에 발표되었는데, 그것은 칼슘 복용에 따른 
심장병 발생 위험을 분석한 내용이다. 그 결과는 충
격적이었다. 500mg의 칼슘을 섭취한 11,000명 이상
의 성인들을 검토해본 결과, 심장병 발생 위험이 
30% 증가했다. 
[어구] supplement 보조제

40.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해석] 당신의 집에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간을 만
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공간을 깨끗하게 
하고 당신의 정신을 편안하게 하는 아름다운 물건들
로 채우는 것이다. 
(C) 그러한 환경은 당신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한다. 같은 원리가 부정적인 에너지에도 적용된
다. 그 에너지는 주변에 머물 것이고 당신에게 우울
하고 불편한 기분을 가져다준다.
(A) 그런 이유 때문에 당신이 지저분한 환경에서 살
아간다면 화가 나게 된다. 우선, 추한 환경 그 자체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의 악순환에 시달리게 된다.
(B) 이 문제의 최선의 해결책은 불필요하고 더러운 
것을 치우는 것이다. 만약 그것들이 추하고, 짜증나
고, 고장나고, 쓸모없다면 없애버려라!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미치는 향을 생각해보면, 그것들을 지니
고 있을 가치가 없다. 
[어구] discharge 방출하다 
[해설] (C)가 이유가 되어 (A)라는 결과를 초래한
다. That’s because+원인 That’s why+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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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출제의도] 제목 추론하기
[해석] 전국의 양봉업자들은 꿀벌의 수가 줄어드는 
것에 해 걱정하고 있다. 많은 양봉업자들은 화학 
살충제와 제초제 사용의 증가가 주된 비난의 상이
라고 믿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최근에 증가한 
무선통신장치이다. 그러한 장치가 발산하는 전자기파
의 증가가 벌들의 길 찾기 능력을 방해할지도 모른
다. 지구 온난화가 꿀벌들의 죽음에 부분적인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생물학자들 또한 지구 온난화가 꿀
벌 집단을 초토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세균들의 번
식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의심한다. 지금까지, 꿀
벌 집단의 붕괴 원인에 한 일치된 의견은 없다. 그
리고 생물학자들은 왜 그런지, 그 문제에 해 무엇
을 해야할지에 관해 여전히 머리를 긁적이고 있다. 
[어구] herbicide 제초제 devastate 초토화시키다

42. [출제의도] 제목 추론하기
[해석] 자연에서 일산화질소는 위험한 독소이고 
기 오염의 주된 구성 요소이다. 그래서 1980년  중
반에 그것이 인간 세포에서 신기하게도 이로운 방식
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과학자들은 
당연히 깜짝 놀랐다. 그것의 용도는 처음에 수수께끼

지만 그 후 과학자들은 그것이 혈액의 흐름과 세
포의 에너지 수준을 조절하고, 암과 다른 세균들을 
공격하며, 후각을 조절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또한 잘 알려진 액체폭발물인 니트로글리세
린이 왜 협심증으로 알려진 가슴의 고통을 덜어주는
가를 설명하 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혈류에서 일산화
질소로 전환된다. 일산화질소는 혈관의 근육 내벽의 
긴장을 풀어주어 혈액이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게 
한다. 10년도 안 되어, 이 물질은 해로운 독소에서 
도처에 존재하는 만병통치약으로 바뀌었다.  
[어구] soothe 덜어주다 be converted into ~으로 
전환되다 

43. [출제의도] 글의 주장 파악하기
[해석] 학교 예산 위기가 악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행
정가들이 학교 도서관을 아이들이 독서를 좋아하게 
되고 탐구하는 장소라기보다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사치품으로 보기 시작했다. 미국학교협회 행정가들은 
전국 학교구의 19퍼센트가 내년에 사서의 수를 줄일 
것이라 예상한다. 10퍼센트는 2009년과 2010년 사
이에 도서관 직원을 줄 다고 말했다. 학교 도서관에 
가는 것은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매주 하는 
신나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
에게 그것은 즐거운 일이라기보다 꼭 필요한 일에 
더 가깝다. 넘쳐나는 서가를 가진 부유한 가정과는 
달리, 저소득층 가정의 61퍼센트는 아이들의 나이에 
맞는 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한 가정들은 아이
들이 학교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서관에 
의존한다.
[어구] axe 감축하다 highlight 즐거운 행사

44. [출제의도] 글의 흐름 파악하기
[해석] 이번 주에 Catalonia는 잔인한 스포츠인 투우
를 끝내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 Catalonia 의회
는 그 지역에서 투우를 폐지하고자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으로 투표했다. 금지에 한 찬성 
68명과 반  55명으로 통과된 그 의결은 동물의 행
복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이다. 그것은 또한 동물보호
법에 소를 포함시켜 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수천 명
의 Catalonia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많
은 투우 찬성론자들은 그 스포츠가 스페인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고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
다. 그렇지만 문화적 전통이 겁에 질리고 당황한 동
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에 한 변명이 되지는 않
는다. 이 법은 임의적인 금지나 사람들 개개인의 자
유를 짓밟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고통

의 문제이다.
[어구] inflict ~을 가하다 arbitrary 임의적인 stomp 
=stamp 짓밟다 

45. [출제의도] 요약문 완성하기
[해석] 오래전에 발레에서 작곡가가 하는 일은 무용
수들을 돋보이게 하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었다. 속도
와 심지어는 소리의 아름다움 같은 음악적 고려 사항
들은 무용이 주는 구경거리에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
러나 그때, Peter Tchaikovsky가 등장했다. 그는 “백
조의 호수”와 “잠자는 숲속의 미녀”같은 발레 작품을 
위한 놀랄 만큼 매력적인 음악을 작곡하여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배경’ 음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없
었다. 그의 음악이 들어간 발레를 시작으로 사람들은 
음악 자체를 듣기 위해서 발레 공연을 보러가기 시작
했다. 곧 다른 작곡가들도 발레 음악을 작곡하기 시
작했다. 그들의 열정으로 발레 음악은 심지어 무용 
없이도 인기를 얻게 되었다. 오늘날 모든 발레 작품
들이 정기적으로 무용수들에 의해 공연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음악은 모든 곳에서 들을 수 있다.

 [요약문]
Tchaikovsky의 등장 이후 비로소 발레음악은 발레를 
위한 (B) 부차적인 음악 장르라기보다는 (A) 독립적
인 음악장르로 간주되었다.

[46~48] [출제의도] 장문독해
[해석] (A) 내가 Neuron Jack이라는 별명을 얻기 
몇 년 전, 나는 정말로 공장 하나를 날려 버렸다. 그 
때는 내가 GE에서 일하게 된 초기인 1963년이었다. 
나는 28살이었고 3년을 꼬박 그 회사와 함께 해 왔
었다. 나는 마치 어제 일인 것처럼 그 봄날을 기억할 
수 있다. 나는 공장의 도로 정반 편에 있던 
Pittsfield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바로 그때 폭발
이 일어났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특히 나를, 발끝까
지 뒤흔들었다.
(C) 폭발음이 여전히 내 귀에 울리고 있는 채로, 나
는 사무실에서 뛰어나와 공장으로 향했다. 구름 같은 
연기와 먼지가 건물 위를 뒤덮고 있었다. 나는 3층으
로 달려 올라갔다. 나는 끔찍한 두려움을 느꼈다. 심
장이 두근거리고 땀에 흠뻑 젖었다. 폭발로 인한 잔
해들이 예상보다 심각했다. 지붕과 천장의 큰 덩어리
가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기적적으로, 아무도 심하
게 다치지는 않았다. 
(B) 다음날, 나는 회사 간부인 Charlie Reed를 만나
기 위해 Connecticut에 있는 Bridgeport로 100마일
을 운전해야 했다. 나는 그 폭발이 일어난 이유를 설
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문제의 해결책에 관
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엄청나게 
긴장했다. 내 자신감은 내가 파괴한 건물만큼 많이 
흔들렸다. 나는 그를 그리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Bridgeport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
는 첫 순간부터 Reed는 나를 완전히 편안하게 느끼
도록 해주었다.
(D) 그는 그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합리적 방법
을 취했다. 그의 관심은 내가 그 폭발에서 무엇을 배
웠는가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 다. 그는 우리가 계속 그 프로젝트를 진척시켜 
나가야 할지를 물어보았다. 그것은 감정이나 분노가 
아닌 철저하게 이성적인 것이었다. “ 규모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중보다는 지금 이 문제를 파악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라고 그가 말했다. Charlie의 

응 방식은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어구] wreckage (폭발의) 잔해 blast 폭발 chunk 
큰 덩어리

46. [출제의도] 글의 순서 배열하기
47.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48. [출제의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찾기
[49~50] [출제의도] 장문독해

[해석] 나는 열렬한 논쟁자 다. 어린 시절에 나는 
동생과 이 세상 모든 것에 해 논쟁을 벌 다. 학
에 들어갔을 때, 나는 논리와 논쟁에 해서 공부하

고, 토론 회에도 나갔다. 나중에, 나는 뉴욕에서 
토론과 논쟁을 가르쳤다. 그리고 한 번은, 쑥스럽게
도, 그 주제에 한 책을 쓸 계획도 했었다. 그때 이
후로, 수많은 논쟁을 들어보고, 그 논쟁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논쟁의 결과를 지켜봐왔다. 이 모든 것의 
결과로, 나는 논쟁을 이길 수 있는 하늘 아래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 그것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마치 방울뱀이나 지진을 피하
는 것처럼 그것을 피해라. 
 십중팔구, 논쟁은 참여자 각자가 자신이 절 적으로 
옳다는 확신을 하며 끝나게 된다. 당신은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 당신이 논쟁에서 지면 지는 것이고 논
쟁에서 이긴다하더라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
고? 글쎄, 당신이 다른 사람을 상 로 의기양양해하
며 그의 논지를 공격하여 허점투성이로 만들어 버리
고 그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입증한다고 가
정해보라.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신의 기
분은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어떤가? 그는 당신
의 승리에 분개할 것이다; 당신은 그가 열등하다고 
느끼게 하고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어구] argumentation 논쟁, 논박 get the best of ~ 
~을 이기다, ~을 능가하다 contestant 논쟁자, 경쟁
자 triumph over~ 의기양양해 하다

49.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50. [출제의도] 제목 추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