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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주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월 모의평가 문제지

외국어(영어) 영역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사려고 하는 stroller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여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worried ② curious ③ satisfied
④ indifferent ⑤ disappointed

3.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 고르시오. [1점]

① 태껸 ② 유도 ③ 씨름 ④ 태권도 ⑤ 레슬링

4. 대화를 듣고,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책 사러 가기 ② 다른 도서관에 가기

③ 도서관에 전화하기 ④ 도서 신청서 작성하기

⑤ 컴퓨터로 도서 검색하기

5.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고르시오.

① $56 ② $70 ③ $76 ④ $80 ⑤ $100

6.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신종플루의 예방법을 알리려고

② 신종플루의 초기 증상을 알리려고

③ 신종플루의 백신 개발을 촉구하려고

④ 신종플루의 확산 실태를 보고하려고

⑤ 신종플루과 일반 감기의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7.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서류작성 도와주기

② 집에 일찍 들어가기

③ 메일로 파일 보내주기

④ 잃어버린 물건 확인하기

⑤ 회사로 USB 가져다주기

8.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① 손님 ― 점원 ② 승객 ― 승무원

③ 운전자 ― 교통경찰 ④ 고객 ― 여행사 직원

⑤ 여행사 직원 ― 매표소 직원

9.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택시 승강장 ② 공연장 매표소 ③ 기차역 대합실

④ 커피 전문점 ⑤ 자동차 정비소

10.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

을 고르시오.

① 다른 친구 소개

② 심리학 노트 정리

③ 시험에 대한 정보 제공

④ 다른 친구의 노트 복사

⑤ 전날의 강의 내용 설명

11.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사게 될 입장권을 고

르시오.

Boston Children’s Museum Admission Fee

Type Benefits Price

① Youth(2-17) one-day admission $5 non-
members

② Adult(18 +) one-day admission $10

③ Family
(1 Yr.)

two adults and all
dependent children $40

members④ Family +2
(1 Yr.)

Family Benefits
PLUS two guests $45

⑤ Family
2 Yr.

Family Benefits
for two years $70

12. 다음을 듣고, Martin Luther King, Jr. essay contest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3점]

① 두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② 분량에 제한이 있다.

③ 독창성도 심사의 기준이 된다.

④ 심사위원은 5명이다.

⑤ 입상자는 개별 통보한다.

제3교시

1

성명 수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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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14.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oman: .

① Oh, my god! Who told you that?
② Then, I’ll join you from this Sunday.
③ That’s correct! You are really smart!
④ That’s okay. We already have enough people.
⑤ I’m doing the voluntary work without getting paid.

15.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an: .

① Sorry, you have the wrong number.
② I’m so busy now. I’ll call you back soon.
③ Congratulations! You just won an MP3 Player.
④ Your answer is wrong. Better luck next time.
⑤ You already got the answer, so no need to repeat it.

16.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oman: .

① I’ve never heard of Butter Boys before.
② People are always curious about celebrities.
③ I think I can sell this autograph at a high price.
④ I can show you the best shopping mall around here.
⑤ See? This is their picture I took with my cell phone.

17.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Tom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을 고르시오.

  You: Tom,

① excuse me, but I have to go now.
② you’d better take Jane’s advice more seriously.
③ I think there are too many trees in your picture.
④ why don’t you leave the trees the way they are?
⑤ Jane and I have the same opinion on your painting.

이제 듣기․말하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18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18. 밑줄 친 this가 가리키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The hypothalamus is the part of the brain that helps us 
register this. The hypothalamus registers this by monitoring 
levels of glucose(sugar) in the blood. When blood sugar is 
low, the hypothalamus causes us to feel the state of this. It 
also monitors fatty substances in the blood. When the fat 
content falls below a certain level, called a set point, the 
hypothalamus increases our desire to eat. Conversely, when 
the fat content of the blood rises above the set point, the 
hypothalamus decreases the desire to eat. Much as a 
thermostat regulates heat, the hypothalamus helps regulate the 
amount of fat in the body. 

* thermostat: 자동온도조절장치

① stress    ② hunger     ③ thirst
④ pleasure    ⑤ blood pressure

19. 밑줄 친 She[she]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One day, Jenny got a phone call from her 86-year-old 
Mom. ① She wanted Jenny’s family out for dinner to 
celebrate her daughter’s birthday, so she had chosen a 
restaurant that ② she liked and could afford. Jenny’s husband 
thought ③ she was way out of line. He said Jenny should 
choose the restaurant, since it was her birthday. Jenny looked 
at it as a gift. ④ She couldn’t decide who was right. So she 
asked her best friend and neighbor Clara for advice, who 
said, rather assertively. “Just ignore what your husband says. 
⑤ She is giving a gift. Receive it, and give thanks to her, 
and have a good time.”

20.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Alison was born without any arms and she has very short 
legs. Her physical disabilities caused her ① to spend the first 
17 years of her life in a hospital. But this didn’t stop her 
from achieving her goals in life. She realized that even 
though she was disabled, there was no reason ② why she 
could not express herself as freely as normal people. This 
was what got her to start ③ drawing paintings. Although her 
disabilities limit her from living a normal life, she never 
stopped thinking ④ what she wasn’t in any way inferior to 
others. Her paintings are quite impressive and they do not 
look like they were drawn by someone who used her mouth. 
Alison continues to encourage others by ⑤ telling them never 
to give up hope of becoming success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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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recent years, more than six million people have 
migrated to Brazilian cities from the rural areas. Because 
they have nowhere else to stay, people live in temporary 
shelters, often (A) while / during they collect materials for 
building a house. Their settlements are called favelas. Many 
are in the hills surrounding cities. Building temporary shelters 
(B) is / are one thing, but providing the necessary urban 
infrastructure is another. Roads, water, electricity, sanitation, 
schools, and health clinics in the favelas are inadequate. 
Most favela residents want better houses, more electricity, 
cleaner water, and (C) improved / to improve roads. Many 
people do improve their property. Self-help community 
associations organize to improve conditions. The successes of 
the community associations show that progress is possible 
when people work together.

 (A) (B)   (C)
① while … is … improved
② while … are … to improve
③ while … is … to improve
④ during … are … to improve
⑤ during … is … improved

22.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While men are goal oriented, women are relationship 
oriented; they are more concerned with expressing their 
goodness, love, and caring. ① Two men go to lunch to 
discuss a project or business goal; they have a problem to 
solve. ② In addition, men view going to a restaurant as an 
efficient way to approach food: no shopping, no cooking, 
and no washing dishes. ③Men like to control others, rather 
than to obey them. ④ For women, going to lunch is an 
opportunity to nurture a relationship, for both giving support 
to and receiving support from a friend. ⑤Women’s 
restaurant talk can be very open and intimate, almost like the 
dialogue that occurs between a therapist and a patient.

[23～27]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3. The sounds, lighting or smells in a room can leave a strong 
impression. Bright lights are often used in workplaces to help 
employees stay alert and productive. Dim lighting and soft 
music create a more relaxed or romantic mood, which you 
will often see in restaurants or cafes. A mood is a very 
powerful way to influence people. These days many retail 
companies are considering the          of their stores in 
order to increase sales or encourage customer loyalty. They 
want to make the shopping experience more enjoyable for 
their customers. Things such as the colors of the stores, 
special scents and even the music they play in the store are 
all carefully designed.

① profit ② service ③ location
④ atmosphere ⑤ illumination

24. Many experts believe that the suburban communities could 
become attractive places to live for many types of people. 
Some theorists say that                  is giving cities this 
opportunity to grow. As the Internet eliminates commuting to 
a corporate headquarters, a new generation of teleworkers, web 
runners, and knowledge-based professionals will have the 
freedom to live where they choose. This opportunity was once 
seen as the death knell for cities, as it was thought that 
people would move away from the cities to live in small 
towns. But the exact opposite may prove true. Locational 
freedom means people can choose to live where it is pleasant. 
For some, or even many, that place is the city.

* knell: 종소리, 징조
① falling crime rate
② the information age
③ solving suburban problems
④ balanced government budget
⑤ advanced public transport service

25. Phrenology, the study of the shape of the skull as a means 
of determining character and intelligence, was developed in the 
early eighteenth century by Franz Joseph Gall, a doctor in 
Vienna. His interest began at school when he noticed that 
boys with prominent eyes seemed to have the best memories. 
This led him to believe that a connection exists between      
             . Dr. Gall’s research interested many people, but 
he was ridiculed by other doctors. When he died in 1828, he 
was a poor and bitter man. It was only many years later that 
Dr. Gall’s theories found support among doctors and scientists, 
and today the art of phrenology is still popular. 

① effort and tolerance ② brain and intelligence
③ character and strength ④ appearance and ability
⑤ personality and willingness

26. Fossil evidences showed that Neanderthals stooped over. 
Scientists thought that Neanderthals walked with their knees 
bent. More study showed that they actually had arthritis, a 
crippling disease that caused the older people to bend over. 
These fossils provide evidence that the Neanderthal people 
_________________. Life millions of years ago was very 
harsh. Without care, a handicapped person would not have 
lived to an old age. The graves had more evidence of caring. 
One man was buried on a bed of wild flowers. A teenage boy 
was buried with an ax and food. Perhaps the wild flowers 
show that someone was sad at the young man’s death. 
Perhaps the ax and food were things it was thought the boy 
needed for his life after death. Perhaps the Neanderthals were 
not as limited as scientists first thought.  [3점]

① lived to a very old age
② took care of one another 
③ used tools for their survival
④ had many wars among them
⑤ were buried with wild fl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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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Yumemi Kobo, also called the Dream Workshop, is a 
device sold by a Japanese company. That is claimed to allow 
users to _______________ while asleep. Measuring some 35 
inches in height, the device is equipped with a picture frame, 
a voice recorder, a timer, a fragrance dispenser, musical 
recordings, and speakers. All these components are claimed to 
be able to induce a dream about a pre-selected theme while 
the user sleeps; it periodically activates in concert with the 
user’s rapid eye movement sleep stages. The manufacturer 
claims that the recommended fragrance and music selections 
are based on sleep research. It nevertheless will not guarantee 
satisfactory outcomes to its customers.

① make their mind stable and clear
② control what they would like to dream
③ record their dream by drawing the images
④ let their dream come true in the real world
⑤ keep their dream from turning into a nightmare

28.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Britain caused hardship in the Indian cloth industry by 
putting a 30 percent import tax on Indian cloth. This made 
Indian cloth too expensive to sell in Britain. When the Indian 
lost their British customers, their cloth industry was ruined. 
Then British cloth factories profited by selling British cloth to 
the Indians. The Indian people were (A) discontent / discerned 
under British rule. In 1930 Mohandas Gandhi took up the 
cause of Indian independence. He encouraged Indians to 
protest in nonviolent ways. He encouraged them not to pay 
taxes to the British, and he (B) advocated / resisted a boycott 
of British-made product. After great struggle, both nonviolent 
and violent, the British (C) invaded / withdrew , and in 1947 
India became a self-governing, independent country.

 (A)   (B)   (C)

① discontent … advocated … withdrew

② discontent … resisted … withdrew

③ discontent … resisted … invaded

④ discerned … resisted … withdrew
⑤ discerned … advocated … invaded

29. 다음 글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I’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1점]

When I was 15 years old, I played cards with my friends. 
We made a bet that the loser would have to go Bungee 
jumping. Unfortunately, I was the loser. Although my friends 
paid the fee for the Bungee jump, when I really decided to 
do it, I was scared to die. The coach helped me link the 
line and told me to be relaxed. He said that if I moved a 
lot, it might hurt. Then my coach pushed me to jump. When 
I fell, it seemed to take a long time. I didn’t close my eyes, 
so I saw the view of the mountain, which was so beautiful 
that I could not ever forget. With the strong wind, I felt like 
I was flying in the air. As the coach pulled me up, I was 
thinking about my friends, who would be waiting for a hero!

① proud and satisfied ② irritated and nervous
③ anxious and gloomy ④ frightened and regretful
⑤ touched and sympathetic

30. 다음 그림에 대한 글의 내용 중, 밑줄 친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teacher presented Figure (A) to explain the size of a 
shadow. Since light spreads in straight lines, the source of 
light(a) and both ends of the shadow― (b) and (c)― form a 
① triangle. In the picture, the length of the shadow on the 
ground, if the pencil and the ground are parallel, will be 
somewhat ② longer than that of the pencil. So, a student 
drew Figure (B) by applying the principle to the size of a 
cloud shadow. In it, the cloud shadow is somewhat ③ smaller 
than the cloud. This is a pretty good guess, except that he 
overlooked the tremendous distance to the sun. In reality, 
like in Figure (C), as the sun is very far away from the 
cloud, the relative distance from the cloud to the ground is 
so ④ short that it can be ignored. It is quite possible to say 
that the lights of the left side and right side of the cloud are 
parallel and that the sizes of the cloud and its shadow are 
virtually the ⑤ same.

31.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Parts of the developed world are referred to as post- 
industrial. Many of their former industrial plants are now 
situated in newly developing countries. This lowers 
production costs. Employment industry has also been reduced 
due to the automation of plants.    (A)   , there are some 
jobs that a machine cannot do. For example, a sofa may 
look functional and stylish, but how do we know that it is 
actually comfortable? A furniture tester takes a seat in it and 
evaluates it. Just as a robot cannot assess human comfort 
levels, a dog cannot give its opinion on tinned dog food.    
     (B)    , a human dog food tester tastes the product to 
test its deliciousness. All these jobs can be supported by a 
post-industrial economy.

 (A)   (B)
① However … Similarly
② However … Therefore
③ However … Besides
④ For instance … Instead
⑤ For instance …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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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2. Research the job market in order to predict the best careers 
for the future. This will help you decide what college classes 
and majors to consider in preparation for your chosen field. 
When you choose a career, you should certainly consider 
whether you are interested in the work you will do. However, 
you must also think about the future of the field. For 
example, if you want to become a marine biologist, how 
strong is the demand for jobs in that field now? Will marine 
biology be a grown area in the future? The job market is 
constantly changing, so in order to make an informed decision 
about your career path, you need to do some research. Think 
about two or more careers of interest in order to give yourself 
more than one career option. In this way, you can make a 
wise career choice.

① 적성을 고려한 전공 선택

② 직업선택에서 적성의 중요성

③ 해양 생물학자의 현재와 미래

④ 미래 변화를 고려한 직업 선택

⑤ 전문성 신장을 통한 미래 대비

33. A normal conversation between strangers involves more than 
talk. It also involves the dynamics of space interaction. If one 
person gets too close, the other person will back up. If the 
first person invades the other’s space again, the other person 
will back up again. The person who finds himself or herself 
backing up is trying to increase the distance of the comfort 
zone. The person closing in is trying to decrease that distance. 
Most likely neither person is fully aware of what is going on. 
People exhibit nonverbal messages of discomfort when their 
zones are violated. Invaded people might tap their toes, pull at 
their hair, become completely rigid, or even become angry. A 
comfortable conversation needs to include the parameters of 
human personal space.                 * parameter: 매개변수

① difficulty in protecting privacy
② importance of good personal habits
③ necessity of personal comfort zones
④ hardship of understanding other cultures
⑤ significance of verbal communication skills

34. 다음 글에서 대학생들에게 하는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Cultivate a multicultural outlook to help you thrive in the 
college community― and in the world. People generally feel 
more secure in their native cultures, so it’s natural that at 
times, they are ethnocentric. However, today’s colleges and 
universities are increasingly multicultural. Typical college 
classrooms illustrate this cultural diversity, as students from 
many cultures work side-by-side to reach common goals. If 
you are open to students of different cultures, you can learn 
together and help each other navigate your ways through 
college. “We must prepare ourselves for a future in which 
all cultures and nations will, of necessity, depend on each 
other for survival,” write college success experts Robert 
Hokboer and Laurie Walker.

① 자기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②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
③ 다른 문화에 개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④ 외국 문화권 학생들을 도울 줄 알아야 한다.
⑤ 다문화사회의 장점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3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You’ve been invited to a wedding. You don’t know 
the newlyweds well and decide not to attend. Here’s the 
question: Do you still have to send a gift?

(A) Would it possibly make the newlyweds just a tiny bit 
happier? Of course. So here is the bottom line: Just do 
it. When in doubt, share the love. It will work for the 
better for you, too.

(B) So, sending something― a modest gift or a card― to 
acknowledge it could be a good idea. And it doesn’t 
mean you have to prepare something that might 
endanger your budget security.

(C) Well,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but look at the big 
picture. Even if you don’t know the newlyweds very 
well, they thought enough of you to invite you to 
witness their big day.

① (A) - (B) - (C) ② (A) - (C) - (B) ③ (B) - (A) - (C)
④ (B) - (C) - (A) ⑤ (C) - (B) - (A)

36. Mendeleev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Mendeleev was a Russian chemist and inventor. He is 
credited as being the creator of the first version of the 
periodic table of elements. Using the table, he predicted the 
properties of elements yet to be discovered. He is thought to 
be the youngest of 14 siblings, but the exact number differs 
among sources. At the age of 13, after the passing of his 
father and the destruction of his mother’s factory by fire, 
Mendeleev attended the Gymnasium. After graduation, an 
illness that was diagnosed as tuberculosis caused him to 
move to the Crimean Peninsula. While there he became a 
science teacher of the Simferopol gymnasium. He returned 
with fully restored health to Saint Petersburg. He became 
Professor of Chemistry in 1863. In 1907, Mendeleev died at 
the age of 72 in Saint Petersburg from influenza. One of the 
craters on the Moon and element number 101 are named 
after him.                             *tuberculosis: 폐결핵

① 모두 14명의 자녀를 두었다.
② 화재로 부모님을 잃었다.
③ 병이 완쾌된 후 교수가 되었다.
④ 폐결핵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⑤ 달의 분화구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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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Maldives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The Maldives, officially the Republic of Maldives, is an 
island country. It came under the influence of the Portuguese 
and the Dutch. In 1965, it obtained independence from 
Britain, and in 1968 the Sultanate was replaced by a 
Republic. The Maldives is the smallest Asian country in 
terms of both population and area. With an average ground 
level of 1.5 meters above sea level, the highest point of the 
country is lower than that of any other country, at 2.3 
meters. A tsunami in 2004 caused serious damage which left 
many people homeless, and great damage to the environment. 
The Maldives consists of 1,190 tiny islands. Only 185 
islands are home to its 300,000 population, while the other 
islands are used entirely for economic purposes of which 
tourism and agriculture are the most dominant.

①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② 1968년 공화국으로 바뀌었다.
③ 해발고도의 편차가 매우 크다.
④ 2004년 쓰나미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⑤ 많은 섬들로 구성된 나라이다.

［38～39］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8. Malaria costs Uganda between 70,000 and 110,000 lives a 
year. But health researchers say the government has to take 
the long-term and resist the ‘magic bullet’ approach of DDT, 
which indeed has proven effective around the world against 
malaria but can destroy wildlife if too much is applied. They 
said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getting free nets and 
supplies of anti-malarial drugs that do not run out, and engage 
citizens to eliminate pools of still water around their homes. 
“We don’t know what will happen if the DDT gets into the 
underground water,” they said. “Will we be able to export our 
fish and crops? The government says that spraying just the 
houses will not harm the environment. But that is really hard 
to know. We have to think in the long term.”

① 질병퇴치를 위해서는 환경정화가 필수적이다.
② 수질 개선을 통한 수산물 수출을 늘려야 한다.
③ 적절한 DDT의 사용은 질병 퇴치에 효과적이다.
④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DDT의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⑤ 말라리아 퇴치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39. Companies often seek the services of well-known sports or 
entertainment personalities to promote their products. Although 
this is a good practice when the person embodies wholesome 
qualities, it can backfire when the person engages in 
scandalous or immoral behavior. In such cases, the public 
comes to associate antisocial behavior with the product, and 
will avoid buying it. It is advisable that before deciding whom 
to star, a complete background check be made. If a person 
has exhibited undesirable behavior in the past, he will 
probably exhibit undesirable behavior in the future. Also, the 
contract should cancel automatically, should the personality 
bring discredit to the product advertised.

① 광고 모델 선정 시 신중해야 한다.
② 유명인의 출연이 광고에 효과적이다.
③ 광고 모델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
④ 제품과 광고 모델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⑤ 동일 모델의 장기 출연이 광고에 효과적이다.

40.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

한 곳은?

 On the other hand, lifetime appointments can be a problem.

The U.S. Supreme Court is made up of a chief justice and 
eight associate justices. All justices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The appointments must be confirmed by the 
Senate. These are lifetime appointment. (① ) Lifetime 
appointments ensure that a justice’s decisions do not affect 
his or her position in office. (② ) A justice can make 
decisions without fear of being fired, voted out of office, or 
replaced by political power. (③ ) An aging justice’s 
questionable health may hinder his or her ability to do the 
job. (④ )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few justices have ever 
stepped down. (⑤ ) Usually it is death rather than retirement 
that removes a justice from the Supreme Court bench.

[41～4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41. One way to find a great doctor is to question the head 
emergency department nurse at a large hospital, preferably a 
teaching hospital. These nurses get a battlefield view of 
doctors at their best and worst. If the usual chaotic situations 
are over and the nurses have a few relatively quiet minutes, 
you’ll have a chance to politely approach one and make your 
inquiry. A nurse may say, “Well, to be honest, Dr. Johnson is 
a complete fool and everybody hates him, but if you’re in 
serious trouble, there’s nobody better.” Recommendations like 
this aren’t unusual in medicine.

① Nurses Know It All
② Be Honest with Nurses
③ Nurses Likes White Lies
④ Bad Doctors, Good Nurses
⑤ Don’t Buy What Nurses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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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Without intentionally trying to distort the record, we’re all 
prone to recalling our own words and deeds in a more 
favorable light than others may recall. To demonstrate, answer 
this question objectively: How did you do in high school? The 
answer: probably not as well as you remember. In one study, 
a group of college students were asked to recall their high 
school grades. Researchers checked the students’ responses 
against the actual transcripts. No less than 29 percent of the 
recalled grades were wrong. What’s more, the errors weren’t 
neutral. Far more grades were shifted upward than downward. 
Overall, 79 percent of students inflated their grades. Again, 
people have been shown to reconstruct their memories in 
positive, self-flattering ways.

① Difficulty of Remembering the Recent Past
② Negative Attitudes towards One’s Own Past
③ Looking Back on One’s Past with Objectivity
④ Past: the Compass of the Future of Your Life
⑤ Viewing One’s Past with Rose-Colored Glasses

43.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Changes in Population and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by Humans between 1990 and 2010

1990 2010
Total

Change
(%)

Per Capita
Change

(%)
Population
(millions) 5,290 7,030 33

R
esources

Irrigated land
(million hectares) 237 277 17 -12

Cropland
(million hectares) 1,444 1,516 5 -21

Rangeland and pasture 
(million hectares) 3,402 3,540 4 -22

Fish catch
(million tons) 85 102 20 -10

The table above shows natural resources will be further 
utilized up by increasing human population. ① According to 
the table, human population is expected to grow 
approximately one third between 1990 and 2010. ②
Worldwide irrigated land will increase 17%, but on a per 
person basis, the amount of it will decline 12%. ③ The total 
change of rangeland and pasture will be the least among the 
resources mentioned above and its per capita decrease will be 
the largest. ④ 20% increase in fish catch, the greatest total 
change in that period, will mean just a slight increase on a 
per capita basis. ⑤ Overall, while it is true that more natural 
resources will be utilized by humans, the amount of them 
available to each person will decrease.

44.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oday marks the end of an era. Years of books, plays, 
dances and sports have all led to this gratifying moment. 
Today we sit here as proof of hope for the future. We are 
the businessmen, the teachers and the parents of tomorrow. 
By our own dedication to our success in high school having 
qualified us to lead the future, today we rise above. Today 
is the final result of our commitment, from efforts from that 
first day of kindergarten to now as we await the satisfaction 
of diplomas in our hands. While at times it may have been 
easy to have been drawn into the negative aspects of school, 
we have chosen to pursue and to accomplish. Worthy of 
pride, this is why I congratulate you.

① 한 학년이 끝남을 알리기 위하여

② 고등학교 졸업을 축하하기 위하여

③ 학교의 행사 일정을 알리기 위하여

④ 학창시절의 잘못을 고백하기 위하여

⑤ 학교에서 열릴 파티를 알리기 위하여

45.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me experts were convinced that the world was on the 
verge of widespread famine. One reaction to the problem 
was the green revolution of the 1960s. This effort multiplied 
agricultural yields by introducing new high-yield grains. Yet 
the problem of hunger remains―about 20 percent of the 
developing world’s population is undernourished. Small 
farmers and poor countries did not benefit from the green 
revolution because they could not afford the expensive seeds 
and chemicals that make agriculture productive. Despite 
falling food prices,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cannot 
afford a balanced diet. It is estimated that in the U.S. alone 
30 million people―mostly children, the elderly, and the 
working poor― are hungry. The world can provide enough 
food, but it is up to people to find a way to distribute the 
food so that everyone has an adequate food supply.



The cause of world hunger has more to do with food    
      (A)      than with food      (B)     .

(A) (B)

① amount … value

② science … control

③ supply … demand

④ distribution … production
⑤ revolution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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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A newly educated teacher named Mary went to teach at 
a Navajo Indian reservation. At first she couldn’t 
understand at all at her first school. What would happen, 
almost daily, went something like this: She would ask five 
of the young Navajo students to go to the chalkboard. She 
would ask them to complete a simple math problem from 
their homework.

(B)

There they all stood, silently, without moving, unwilling 
to complete the task. “What am I doing wrong? Could I 
have chosen five students who can’t do the problem?” 
Mary thought. “No, it couldn’t be that.” And so she 
finally asked the students what was wrong. And in their 
answer, she got a surprising lesson about self-image and a 
sense of self-worth from her young Indian pupils.

(C)

Once she understood, Mary had no problem. She 
changed the system so she could check each child’s 
problems ________, but not at any child’s expense in 
front of his classmates. They all wanted to learn―but not 
at someone else’s expense.

(D)

It seemed that the students respected each other’s 
individuality and knew that not all of them were capable 
of doing the problems. Even at their early age, they 
understood the senselessness of the win-lose approach in 
the classroom. They believe no one would win if any 
students were shown up or embarrassed at the chalkboard. 
So they refused to compete with each other in public.

46. 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① (B) - (C) - (D) ② (B) - (D) - (C)
③ (C) - (B) - (D) ④ (C) - (D) - (B)
⑤ (D) - (B) - (C)

47. 위 글 (C)의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은?

① strictly ② publicly
③ individually ④ mercilessly
⑤ unhesitantly

48. 위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직장에서 첫날의 중요성

② 부적응 학생 지도의 필요성

③ 급우 간 봉사정신의 중요성

④ 학습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

⑤ 학생들의 자아 존중의 중요성

[49～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About a decade ago, Daniel Simons and Daniel Lavin 
conducted a simple experiment to see if we always pay 
the same degree of attention to each person around us. 
The researchers had strangers on a college campus ask 
pedestrians for directions. But there was a twist. As the 
stranger and the pedestrian talk, they’re interrupted by two 
men who pass between them while carrying a door. The 
interruption is brief― it only lasts a second―but 
something important happens. One of the men carrying the 
door trades places with the stranger. When the door is 
gone, the pedestrian is confronted with a different person, 
who continues the conversation as if nothing had 
happened. Would the pedestrians notice the change? In 
more than half of the cases, the answer was no. Only 
seven of the 15 pedestrians reported noticing.

(B)

Movie scenes, of course, are not filmed sequentially but 
shot in a different order than they appear in the film, 
usually months apart. This process often results in 
embarrassing mistakes known in (a) the industry as 
continuity errors. One of the most famous of these comes 
in the chariot scene in the 1959 Hollywood epic Ben-Hur, 
which lasts for 11 minutes but took (b) three months to 
film. During the race, Messala damages Ben-Hur’s chariot 
with his (c) saw-toothed wheel hubs. But at the end of the 
race, if you look closely, you will see that Ben-Hur’s 
chariot runs on (d) undamaged wheels. On average, 
however, no one even notices the mistakes while watching 
the movie. Why? Because they are not in the way of   
(e) enjoying the movie at all.       * chariot: (고대의)전차

49. 두 글이 공통으로 시사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We notice on a need-to-know basis.
② We tend to ignore important events.
③ We tend to forget things as time goes by.
④ We don’t mind others’ business intentionally.
⑤ We tend to learn through mistakes we make.

50. 위 글 (A)의 밑줄 친 a different person에 해당하는 것을 글
(B)에서 고르면? [3점]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 확인 사항

◦ 답안지의해당란에필요한내용을정확히기입(표기)했는지확인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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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듣기 대본]

1. [출제의도] 설명하고 있는 그림을 찾는다.

M: Honey, are you done with your shopping here today?

W: Yes. What are you doing here? Let's go.

M: I think we need a stroller for our baby.

W: Oh, yeah, I forgot.

M: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one with three wheels?

W: Well, the three-wheeler looks unsafe. What about this

four-wheeled one with checked pattern?

M: I would prefer the one with no pattern. It's the cheapest.

W: I'm afraid it will get dirty too soon. Besides, the wheels

are too small.

M: Then do you want that one with large wheels?

W: It also has a pretty shade to protect our baby from the

sun.

M: But don't you think it's too expensive? We can't afford it.

W: Honey, it's for our baby. I think we can spend some

money here.

M: Well, if you insist.

2. [출제의도] 여자의 심정을 파악한다.

M: Jane. What are you doing? What is all this?

W: The jacket that I had ordered on TV home shopping last

night has just been delivered.

M: How fantastic! That’s so quick.

W: But I feel like it has been overpriced for its quality. Look

at this color.

M: Hmm, it's blurry red, not vivid at all.

W: Besides, the shopping host guaranteed it is water-proof,

but I doubt it.

M: Well, sometimes what you see on the screen turns out

totally different from what you see with your naked eyes.

W: I couldn’t agree more. I've learned my lesson.

M: So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W: Well, I think I'll get a refund.

M: Good choice.

3. [출제의도] 설명하고 있는 대상을 파악한다.

M: This is a Korean traditional sport, which needs 2

contestants for a game. In the past, they grabbed each

other's pants when they played this. In the modern form,

however, contestants wear a belt that wraps around their

waist and their thigh. 2 players lock on to each other's belt

and the game starts. During the game, the competition

employs a series of techniques, which inflict little harm or

injury to the opponent. The game is held on the sand, and

one achieves victory by bringing any part of the opponent's

body above the knee to the ground.

4. [출제의도] 여자가 할 일을 파악한다.

W: Excuse me.
M: Oh, hi. How may I help you?
W: I need a copy of Steven Hawking's Brief History of Time, and I don't 
know where to look for it.
M: Did you check the status of the book on the computer over there?
W: I tried, but I couldn't figure out what to do.
M: Well, if that's the case, I'll look it up for you. You wanted Hawking's 
book, right?
W: Yes, his Brief History of Time.
M: (pause) Hmm, it's out. And it'll be out for another three weeks.
W: Oh, no! I really need it for a paper that's due in two weeks. Is there 
anything that can be done?
M: Well, we could try to get it from another library.
W: What do I need to do?
M: Just fill out this form and it should be here in three or four days. But it'll 
cost you two dollars.
W: That's not a problem. What a relief!

5. [출제의도] 남자가 지불해야할 금액을 파악한다.

(On the phone - Phone rings)
W: Hello. This is Pacific Hotel International. How can I help you?
M: I'd like to reserve a room on December 20th.
W: Let me check. The date is from the 20th to the 21st. How many people 
will be staying?
M: Two adults and two children. I’d like a room with twin beds, please.
W: Sure. Do you need any extra bed for your kids?
M: No, I don't.
W: Then, You don't need to pay any extra charge for your room. That will be 
$80.
M: That's reasonable.
W: For December, we are offering free breakfast for two people at the hotel 
lounge restaurant.
M: Just for two? That means my two kids need to pay for their breakfast, 
right?
W: Yes, that will be ten dollars each and if you are a member registered at 
our hotel, you can get 30% discount off the total price of your room and 
meal.
M: That's a good deal. I have a gold membership card. 
W: All right. Then be sure to bring your membership card and ID when you 
visit us.

6. [출제의도]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을 파악한다.

Many people are worried about the new flu invading all around the world. 



외국어(영어) 영역10

10
16

Unfortunately, the current influenza vaccine is unlikely to provide protection 
against the new flu virus. Vaccines against the new flu virus are now being 
developed and could be ready soon. To reduce wide spreading of the new flu, 
here are some tips. The new flu cannot be transmitted by pork products. 
Instead, like ordinary influenza, the new flu virus spreads through coughing or 
sneezing and also via fingers to mouth, nose or eyes. To stay healthy, you 
should remember two things: frequent washing of your hands with soap after 
being at a public place and avoiding large gathering of people.

7. [출제의도] 여자가 할일을 파악한다.

(On the phone - Phone rings)
M: Hello. 
W: Hi, it's me, Eugene. Can you talk now?
M: Yeah, if it's short enough. Actually, I'm very busy. 
W: Okay, I'll be brief. I found a USB at my office and it's not mine. Since 
you visited me yesterday, I wondered if it's yours.
M: Oh, gosh. Was it there? I thought I lost it. 
W: You did? Then, drop by my house after work around 7.
M: Actually, it has really important documents in it, and I need them right 
now.
W: Right now? Well, I'm at my office now, so you can pick it up here.
M: I'm sorry to say this, but I can't leave my office.
W: So, do you want me to visit your office?
M: Can you do that for me? It would be a great help. 
W: What are friends for? OK. Then, I'll be there in 20 minutes. 
M: Thanks a lot. See you then.

8. [출제의도]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한다.

M: Excuse me. I have a problem with my seat. Can you help me out?
W: Of course. What's the problem?
M: My seat number is B-15 but there is another person with the same seat 
number. I don't know what happened. 
W: Just a minute, please. I'll check what's happening and I’ll be back in a 
minute.
M: Okay, I see. 
W: (pause) I'm terribly sorry, but unfortunately, the seat has been overbooked 
by mistake. 
M: Overbooked? So, you mean, I can't get the seat and have to wait for the 
next flight? Oh my god!! I have to take this one!!
W: Please calm down and listen. Since your seat has been overbooked, we 
checked if there were any seats available. And we found one in the first 
class.
M: First class? You mean, I have to pay more to take this one?
W: Of course not. Since this is our fault, we'll bump you up to first class 
without any extra charge. 
M: Bump me up to first class with the same money? That's lovely!! Thanks! 
Where's my seat, then?

9. [출제의도]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를 파악한다.

W: Honey, can I get you something to drink? We have 15 minutes left to get 
on the train.
M: No, thanks. I already had two cups of coffee at work. I think I will have 
some during the intermission of the opera.
W: I see. Anyway I am so excited and thrilled to go to Seoul to see the 
opera tonight. I can’t wait!
M: It's all thanks to advanced technology in transportation. We can go that far 
and enjoy musical events there even during the week days. How fantastic!
W: Yes, it only takes less than an hour to get to Seoul.
M: But I hope the traffic won’t be so heavy in Seoul by the time we arrive.
W: Why don’t we take the subway? Taking a taxi is not a good idea in rush 
hour.
M: That’s right. Wait here. I will go and get a newspaper to read on the 
train.
W: Can you get me an ice tea? Here is the announcement coming up. Hurry 

up.
M: I’ll be right back.

10. [출제의도] 여자가 부탁한 일을 파악한다.

M: Hi, there. We missed you in psychology class yesterday.
W: I had a terrible cold so I stayed home. Did the professor cover a lot 
yesterday?
M: Yes, I think so. I think it was the most important part in this semester.
W: Did you take notes?
M: Yes, I did, but no one can ever read my handwriting. See?
W: You're right, but I'd like to make a copy of it anyway, if you let me.
M: Tina was there, too, and it might be easier to read her notes.
W: But I don't know her very well. It'd be awkward if I asked her to show 
me her notes.
M: Then, do you want me to ask her to help you out?
W: I know I shouldn't ask such a thing, but could you make a copy of her 
notes for me?
M: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I really don't.
W: Come on, Mike, you're supposed to be my friend. Just this once.

11. [출제의도] 표를 보며 내용을 파악한다.

W: Okay, let's see how much the admission fee is.
M: People say this museum is a great place for children. Let's buy a 
membership.
W: Yeah, right. Our family will save money in just two visits.
M: That's right. You get in the line and buy a Family Membership, and I'll 
take care of the kids.
W: Family? If we buy a Family Plus Two, we can invite your parents, too.
M: Well, they won't like this place. This is basically for children, you know.
W: Then, why don't we buy a Family Two Years? That way we can save 
more money.
M: What if they get bored after one or two visits? There is no refund for the 
membership.
W: Honey, trust me. They will love this place, like forever. I know our kids.
M: Are you sure we are not going to regret this?
W: Positive. I got all the information from other mothers.
M: Well, then, let's hurry. They've begun to be impatient.

12. [출제의도] 세부내용을 파악한다.

The annual Martin Luther King, Jr. essay contest is open to all Indiana 
students in grades 6-12. Funding for the student awards is generously 
provided by The Educational Leadership Department at Ball State University. 
Awards for Junior Division and Senior Division are given for first through third 
place winners. Essays are limited to 450 words and are judged on the basis 
of creativity, use of supporting examples or evidences, and clarity in spelling, 
punctuation and grammar. Each essay will be read and scored by five expert 
writers. The deadline for the application is September 12th, and the winners 
will be posted on our website on October 10th. Please visit our website for 
more details. Thanks you.

13. [출제의도] 그림의 상황에 맞는 대화를 찾는다.

① W: Painting is the best thing I can do.
   M: Since when have you been painting pictures?

② W: How do you like this picture?
   M: Are they your children? They are so cute!

③ W: Jack, be careful not to drop any paint on the         window.
   M: Don't worry. I'm being extra careful.

④ W: This is the house that I've told you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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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t's a great house, but the location isn't good.

⑤ W: Jack, can you go and borrow a ladder? Ours          is broken.
   M: Don't worry. I'll fix it right away.

14. [출제의도] 대화에 적절한 응답을 파악한다.

M: Have you heard of 'Soup Kitchen' before?
W: Soup Kitchen? No. What is that?
M: Soup Kitchen is a voluntary work which provides free meals for the poor.
W: Wow, that sounds nice. By the way, why are you asking about that?
M: Actually, I'm a volunteer there and we need more hands, so I want you to 
join us.
W: That sounds great. When and where do I have to go to?
M: Well, it opens everyday at noon in Hyde Park, but I'm usually joining on 
Sundays.
W: Then, if I want to go with you, do I have to go there every Sunday?
M: Not necessarily. Since it's not a regular work, you can join us whenever 
you want to.
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출제의도] 대화에 적절한 응답을 파악한다.

M: This is your quiz for today, and if you think you know the answer, please 
give us a call right now! (pause) Oh, we have someone on the line already.

(On the phone)
M: Hello~! Welcome to 'English Quiz Show'!
W: Hello? Oh, my gosh! Is this really 'English Quiz Show'?
M: Sure, it is! What is your name and where are you calling from?
W: I'm Jessica and calling from Daejeon.
M: Jessica from Daejeon! Nice to talk to you! So, do you know the answer?
W: Well, actually I couldn't hear the question. Can you repeat the question?
M: No problem! Listen carefully. Who is the singer of 'Yesterday'? Number 
one, Beatles; number two, Bee Gees.  
W: Hmm.... I think the answer is Number one, Beatles.
M: Wow! You got the answer! Congratulations! Now, choose a number for 
your gift.
W: Since my answer was number one, I'll go for number one again.
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출제의도] 대화에 적절한 응답을 파악한다.

W: Look at this! Can you guess whose autograph this is?
M: Well, let me guess. It looks nice. Is it yours? 
W: Mine? No way!! I got this from 'Butter Boys'. 
M: Wait! Did you say 'Butter Boys'? The most famous singers in Korea? 
Show me again. Oh, my god! Where did you get this?
W: Yesterday, I went to the newly opened shopping mall around the corner 
and I actually ran into them.
M: That can't be true! 
W: It 'IS' true! They were there for a promotion event. 
M: For a promotion? For what?
W: Actually, the shopping mall opened that day, so they held a special event 
to attract more people.
M: Then, there must have been a huge crowd, I guess.
W: Of course. I was standing in line for almost two hours to get this 
autograph! 
M: Still, I can't believe that. I've never heard of it from anyone else. If it is 
true, prove it!
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 [출제의도] 설명에 맞는 표현을 파악한다.

 You and your friend Jane are commenting to your another friend Tom on a 

painting that he has almost finished. You think Tom's painting is pretty good, 
while Jane thinks it needs to be changed a lot.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Jane's view and yours is about the trees. Jane says the trees should 
be smaller and that there are too many unnecessary trees, but you think the 
trees are fine. Actually, you think the trees are the best part of the painting.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you say to Tom?

18. [출제의도] 지칭하는 대상을 찾는다.

시상하부는 우리가 이것을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뇌의 부분

이다. 시상하부는 혈액 속의 포도당(당)의 정도를 측정함으로

써 이것을 등록한다. 혈당이 낮을 때는, 시상하부는 우리가 이

상태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은 또한 지방성의 물질이 피

속에 섞여있는지를 측정한다. 지방 함유량이 set point(기준점)

라고 불리는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시상하부는 우리의

식욕을 증가시킨다. 이와 반대로, 피 속의 지방 함유량이 기준

점 이상으로 올라가면, 시상하부는 우리의 식욕을 감소시킨다.

자동온도조절 장치가 열기를 조절하는 것처럼, 시상하부는 우

리 몸속의 지방의 양을 조절한다.

▶ ② 혈당이나 피 속의 지방의 양이 부족해지면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식욕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것은 ‘배고픔’을 의미한다.

*hypothalamus: (뇌의) 시상하부, *glucose: 포도당

19. [출제의도] 공통으로 지칭하는 대상을 추론한다.

어느 날, Jenny는 86세인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그

녀의 딸(Jenny)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Jenny의 가족에게 저

녁을 사주고 싶어서, 그녀가 좋아하면서도 돈을 지불할 수 있

을 만한 레스토랑을 골랐다. Jenny의 남편은 그녀가 지나치다

고 생각했다. 그는 Jenny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녀가 레스토랑

을 선택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누가 옳은지 결정할 수 없

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이웃인 Clara

에게 조언 구했고, 그녀는 다소 단호하게 말했다. “남편이 한

말은 그냥 무시해. 그녀(엄마)는 너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야.

그냥 받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야.”

▶ ④ 나머지는 모두 Jenny의 어머니를 지칭하고, ④번만이

Jenny를 지칭한다. *assertively: 단호하게

20. [출제의도] 틀린 어법을 고른다.

Alison은 두 팔 없이 태어났고, 다리도 매우 짧았다. 그녀는 신체

적 장애로 인해 17살까지 병원에서 지내야 했다. 그러나 이것

은 그녀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

녀는 그녀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표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이 그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비록 그녀의 장애

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 제한을 줄지라도, 그녀는 다른 사람

들에 비해 자신이 더 열등하지(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그림들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입으

로 그린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Alison은 성공에 대한 희망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독려하고 있다.

▶ ④ , ① ‘cause+목적어+to 부정사’ 구문, ② reason은 관계부

사 why 동반, ③ start뒤에는 to부정사와 동명사 모두 가능,

④ think 뒤 목적어로 명사절 that 사용(의문사나 관계대명사

what은 의미상·문장구조상 불가), ⑤ 전치사(by) 뒤에는 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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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제의도] 맞는 어법을 고른다.

최근에, 6백만 명 이상의 사람이 시골지역에서 Brazil의 도시로

이주하였다. 그들은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에, 집을 지을 재료

들을 모으는 동안에 임시 피난처에서 살았다. 그들의 거주지는

favelas라고 불렸다. 이 중 상당수는 도시를 둘러싼 언덕에 자

리 잡고 있었다. 임시거주지를 짓는 것과, 도시 기반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었다. favelas에는 길이나

물, 전기, 하수구 설비, 학교, 병원시설이 부족하였다. 대부분의

favela의 거주민들은 더 나은 집과, 더 많은 전기, 더 깨끗한

물, 그리고 개선된 길을 원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소유지

를 개선해 갔다. 자립 공동체 연합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

해 유기적으로 단합하였다. 그 공동체 연합의 성공은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발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① , (A) 문장의 연결 시에는 접속사 사용, (B) be 동사의 주

어는 building temporary shelters이므로 단수, (C) 명사를 연

결하는 병렬구조이며 improved는 road를 수식하는 형용사임

* infrastructure: 기반

*sanitation: 하수구 설비 *inadequate: 부족한

22. [출제의도] 글의 흐름을 파악한다.

남자가 목표지향적인 반면에,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어서 그들은

자신의 친절과, 사랑, 관심을 표현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두

명의 남자는 계획이나 사업 목표를 토론하기 위해 (즉, 풀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점심식사를 하러 간다. 게다가, 남자들은 레

스토랑에 가는 것을 음식에 접근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

즉, 쇼핑도, 음식을 할 필요도, 설거지를 할 필요도 없는― 방

법이라고 여긴다. 남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하기보다, 그

들을 통제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여자들에게 있어서 점심 식

사를 하러 간다는 것은, 친구와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

계를 두텁게 할 기회이다. 여자들의 식사 시간 대화는 치료사

와 환자 사이의 대화처럼 매우 열려있고 친밀할 수 있다.

▶ ③ 남자와 여자들의 특성의 차이 중, 식사시간에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③번만이 남자들의 지배욕구(권력욕)에 대해

말하고 있다. *intimate: 친밀한

*nurture: ~에게 영양분을 주다, 돈독히 하다

23. [출제의도] 빈 칸에 들어갈 말을 추론한다.

방의 음향이나 조명, 향기는 매우 강한 인상을 남긴다. 밝은 빛은

주로 일터에서 직장인들이 민첩하고 생산적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용된다. 어두운 빛과 부드러운 음악은 더 편안하고 로

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주로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사용

된다. 분위기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방식이다. 오늘날 많은 작은 회사(가게)들은 판매를 촉진하고

단골을 모으기 위하여 그들의 가게의 분위기를 주의를 기울이

고 있다. 가게의 색이나 특별한 향, 심지어 가게에 틀어 놓은

음악 까지도 모두 세밀하게 계획되고 있다.

▶ ④ 음향, 조명, 향기, 분위기(mood)라는 말을 통해 빈 칸에

atmosphere(분위기)라는 말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24. [출제의도] 빈 칸에 들어갈 말을 추론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도시외곽 사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장

소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일부 이론가들은 정보화 시대가 도

시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한다. 인터넷으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택근무자나, 웹 운영

자, 지식기반 전문가들의 새로운 세대는 살 장소를 선택하는데

있어 자유로울 것이다. 이것은 한 때, 사람들이 도시에서 나가

작은 마을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도시의 죽음의 징

조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정반대가 사실로 입증될

지도 모른다. 거주의 자유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에서 살 것

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 아니 심지

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그 장소는 도시이다.

▶ ② 인터넷으로 인해 거주공간의 자유가 생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정보화 시대이다. *corporate headquarter: 회사

본사 *teleworker: 재택근무자

25. [출제의도] 빈 칸에 들어갈 말을 추론한다.

골상학은 두개골의 모양을 성격과 지식을 결정하는 수단으로서

연구한 학문으로, 18세기 초반 Vienna의 의사인 Franz Joseph

Gall에 의해 발달되었다. 그의 관심은 그가 학교에서 두 눈이

튀어나온 학생이 기억력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시작되

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외모와 능력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느끼게 하였다. Dr. Gall의 연구는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

하였지만, 다른 의사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다. 그가 1828년에

사망하였을 때, 그는 매우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었다. Dr.

Gall의 이론이 의사와 과학자들의 지지를 얻은 것은 (그가 죽

고) 여러 해가 지난 후의 일이었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골상

학은 인기가 있다.

▶ ④ 골상학의 출발은 눈이 튀어나온 학생(외모)의 기억력(능

력)이 좋다는 것에서 시작되어 두개골의 모양(외모)과 성격이

나 지식(능력) 관계 연구로 이어졌으므로 빈 칸에는 ‘외모와

능력’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phrenology: 골상학 *prominent: 돌출한

26. [출제의도]빈칸에 들어갈 말을 추론한다.

화석증거들은 Neanderthal의 몸이 구부정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과학자들은 Neanderthal인이 무릎을 굽힌 채로 걸었다고 생각

했다. 더 많은 연구들은 그들에게 실제로 관절염, 나이든 사람

들의 몸을 구부정하게 해 걸을 때 절뚝거리는 질병이 있었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화석들은 Neanderthal인들이 서로

서로를 보살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수백만 전의 삶은 매우

고됬다. 보살핌이 없이는 장애가 있는 이들은 오래 살지 못했

다. 무덤들에는 보살핌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있다. 한 남자

는 야생초 꽃밭에 매장되었다. 한 십대 아이는 도끼와 식량과

함께 매장되었다. 아마도 야생초는 누군가 그 젊은이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도끼와 식량은 아마도 내세에 필

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Neanderthal

인들의 삶은 과학자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한정적이지 않

았을지 모른다.

▶ ② 무덤이나 화석에 얽힌 일화를 살펴보면 Neanderthal인들

이 서로를 보살피며 살았다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27. [출제의도]빈칸에 맞는 어구를 추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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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Workshop이라고도 불리는 Yumemi Kobo는 일본 회사가

판매하는 장치이다. 주장에 따르면, 그것은 꾸고자 하는 꿈을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높이가 약 35인치인

그 장치에는 그림액자, 목소리 녹음 장치, 타임머, 방향제 분사

기, 녹음 된 음악, 그리고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다. 이 모든 요

소들은 사용자가 잠을 자는 동안 미리 골라놓은 주제에 관한

꿈을 꾸도록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은 사용자의 REM

수면 단계에 맞춰 단계적으로 활성화 된다. 제조업체는 권하는

향기와 선별한 음악들은 수면 연구에 근간을 둔 것이라고 주장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소비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

를 보장하지는 못 할 것이다.

▶ ② Yumemi Kobo는 사용사가 원하는 주제를 미리 선별해 자

는 동안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이므로 빈칸에는

사용목적을 설명하는 어구가 적합하다. *dispenser 용기 *be

equipped with- -이 장착되다

28. [출제의도]문맥에 맞는 어휘를 추론한다.

영국은 인도 직물에 30퍼센트의 수입세를 부과함으로써 인도섬유

산업에 어려움을 야기했다. 이것으로 인해 인도 직물은 영국에

서 팔기에는 너무 비쌌다. 인도가 영국 소비자들을 잃게 되자

그들의 섬유산업은 파산했다. 그러자 영국 직물 공장들은 영국

천을 인도인들에게 팔아 수입을 올렸다. 인도인들은 영국통치하

에 (불만스러워/식별되는)했다. 1930년, Mohandas Gandi는 인

도 독립의 대의명분을 제기했다. 그는 인도인들에게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저항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인도인들에게 영국에 세

금을 납부하지 말자고 촉구하고 영국에서 생산된 물건에 대한

boycott을 (저항/주장)했다. 폭력적 그리고 비폭력적이었던 엄청

난 저항 끝에 영국은 (침입/철수)했고 1947년에 인도는 자치적

은 독립국이 되었다.

▶ ① discontent 불만스러운/discern식별하다 resist 저항하다

/advocate 주장/주창하다 withdraw 철수하다

29. [출제의도]화자의 심경을 추론한다.

15살 때 나는 친구들과 카드놀이를 했다. 우리는 패자가 번지점프

를 하기로 내기를 걸었다. 불행히도 내가 졌다. 비록 친구들이

번지점프 비용을 내긴했지만, 내가 정말로 그것을 하기로 결정

했을 땐 무서워 죽을 것 같았다. 코치는 내가 줄을 연결하는 것

을 도왔고 나에게 긴장을 풀라고 말했다. 그는 너무 몸을 움직

이면 다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내가 뛰어 내리도록 나

를 밀었다. 떨어질 때 시간이 한참 걸리는 듯 했다.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눈에 들어 온 산의 경치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만큼 너무도 아름다웠다. 강한 바람에 나는 공중을 날고 있는

듯 느껴졌다. 코치가 나를 끌어 올렸을 때, 나는 영웅을 기다리

고 있을 친구들을 떠올렸다.

▶ ① 번지점프 전후의 심경을 살펴보면 주인공인 "I"가 두려움

에서 벗어나 그 경험을 만족스러워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30. [출제의도]내용에 맞지 않는 어휘를 추론한다.

한 선생님이 그림자의 크기를 설명하고자 그림(A)을 보여주었다.

빛은 곧게 퍼져나가므로 광원(a)와 그림자 양쪽 끝인 (b),(c)는

삼각형을 형성한다. 그림에서는 연필과 땅이 평행하다면 땅위

의 그림자 길이가 실제 연필보다 다소 길 것이다. 그래서 한

학생은 그 원리를 구름 그림자의 크기에 적용하면서 그림(B)

을 그렸다. 그 그림에서는 구름그림자가 구름보다 다소 작다.

그가 태양까지의 엄청난 거리를 간과했다는 점만 빼고는 이것

은 그럴 듯한 추측이다. 실제로는 그림(C)에서처럼 태양은 구

름에서 너무도 멀리 있기 때문에 구름과 땅까지의 상대적인

거리는 너무 가까워서 그 거리는 무시될 수 있다. 구름의 오른

쪽과 왼쪽 빛이 평행하고 구름과 그 그림자의 크기는 사실상

똑같다고 말할 수 있다.

▶ ③ 그림 (B)는 빛이 곧게 퍼지면서 그림자가 실제 크기보다

작지 않고 다소 크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small을 longer나

larger로 바꾸어야 문맥에 적합하다.

31. [출제의도]연결사를 추론한다.

선진국의 일부는 후기산업(post-industrial)이라고 불린다. 그들이

예전에 소유했던 많은 산업시설들은 현재 신흥개발도상국에

위치해 있다. 이것은 생산비용을 낮춰준다. 공장의 자동화로

고용 산업도 축소되었다. 그러나 기계가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다. 예를 들어, 소파가 기능적이고 멋져 보인다고 하자. 그러

나 그것이 실제로 안락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가구 실

험자가 그것에 앉아보고 평가를 한다. 로봇이 인간의 평안함

정도를 가늠할 수 없듯이 개도 통조림 개 먹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못한다. 그래서 개먹이 식별가가 그 제품을 시

식해보고 그것의 맛을 평가하다. 이런 모든 직업들은 후기 산

업 경제에도 유지될 수 있다.

▶ ② 후기 산업국의 공장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가고 공장이

자동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람이 꼭 해야 하는 직업들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be situated in- -에 위치하다

32. [출제의도]글의 주제를 추론한다.

장래 최고의 직업을 예측하려면 직업시장을 조사해라. 이로써 당

신은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 대한 준비를 염두에 두고 대학 수

업과 전공을 결정할 수 있다. 직업을 고를 때, 당신은 당신이

하게 될 일에 흥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당신은 그 분야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해양 생물학자가 되고자 한다면 현재

그 분야에서 일자리 수요가 얼마나 강할까? 해양생물학이 미래

에 성장이 멈춘 분야가 되지 않을까? 직업시장은 끊임없이 변

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진로에 대해 정보가 뒷받침된 결정

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조사가 필요하다. 자신에게 하나 이상

의 직업선택을 주려면 흥미 있어 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직업

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현명한 직업 선

택을 할 수 있다.

▶ ④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그 분야가 미래에 유망성 먼저 살

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글이다.

33. [출제의도]글의 주제를 추론한다.

이방인과의 일상 대화에는 대화 그 이상이 수반된다. 그것에는

역동적인 공간 상호작용이 포함되기도 한다. 만약 한 사람이

너무 가깝게 다가서면 상대방은 뒤로 물러날 것이다. 만약 첫

번째 사람이 상대방의 공간을 다시 침범을 하면, 상대방은 또

뒤로 물러날 것이다. 자신이 뒤로 물러서고 있다면 평안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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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comfort zone)의 거리를 늘이고자 하는 것이다. 다가서는

사람은 그 거리를 좁히려고 한다. 그 누구도 일어나고 있는 일

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은 그들의 공

간을 침범 당했을 때 불편함에 대한 비언어적 메시지를 내보

인다. 침범당한 사람들은 발가락으로 바닥을 두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당기면서 완전히 경직되거나 아님 심지어 화를 낼

수도 있다. 평안한 대화에는 개인공간이라는 변수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③ 편안한 대화를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일

정 공간(comfort zone)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34. [출제의도] 필자의 주장을 파악한다.

대학사회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적 시야를 길

러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에 더 안전함을 느끼며,

따라서 때때로 자문화중심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오

늘날의 대학들은 점차 다문화적이 되어간다. 전형적인 대학 강

의실은 많은 문화권 출신들의 학생들이 공동 목표에 이르기

위해 함께 일하면서 이런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준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문화 출신 학생들에게 개방적이라면, 여러분은

함께 배우고 대학생활을 해 가는데 서로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는 모든 문화와 국가들이 생존을 위해 필연적으로 서로

의존하게 될 미래에 스스로 대비해야만 한다.” 라고 성공적 대

학 생활분야 전문가인 Robert Hokboer와 Laurie Walker는 적

고 있다.

▶ ③ 점차 다문화적으로 변해가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타 문

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ultivate 배양하다

35. [출제의도] 글의 순서를 파악한다.

여러분이 결혼식에 초대받았다. 여러분은 예비 신랑, 신부를 잘

몰라 참석치 않기로 한다. 여기에 의문점이 생긴다: 그래도 선

물을 보내야 하는가?

(C) 글쎄,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만 크게 생각하라.

비록 여러분이 예비부부를 잘 모르지만, 그들은 여러분을 잘

알아 그들의 중요한 날을 봐 달라고 여러분을 초대했다.

(B) 따라서, 작은 선물이나 카드 등을 보내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

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활비를 위협할 정도의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A) 그것이(여러분의 선물) 예비부부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가? 물론이다. 따라서 여기에 최종 결론이

있다: 그냥 해라. 의문이 들 때면 사랑을 나눠라. 그것이 또한

여러분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 ⑤ 이 글의 전개 순서를 생각해 보면, (B)의 it이(C) 의 big

day를 받고, (A)의 it가 (B)에 나오는 선물을 말하므로 순서는

(C)→(B)→(A)가 적합하다.

*newlywed 신혼부부

36. [출제의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파악한다.

Mendeleev는 러시아의 화학자이자 발명가이다. 그는 최초의 원

소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주기율표를 이용해, 그는 아직 발견

되지 않은 원소의 특성을 예측했다. 그는 14남매의 막내로 알

려졌지만, 정확한 수는 자료마다 다르다. 13세에 아버지가 돌

아가시고 어머니 공장이 화재로 파괴된 후, Mendeleev는

Gymnasium에 다녔다. 졸업 후 폐결핵으로 진단된 병으로 크

림반도로 이사했다. 그곳에 있는 동안 simferopol gymnasium

의 과학교사가 되었다. 그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Saint

Petersburg로 돌아 왔다. 그는 1863년 화학 교수가 되었고,

1907년 Saint Petersburg에서 감기로 72세에 사망했다. 달의

분화구들 중 하나와, 101번 원소가 그의 이름을 따라 이름 붙

여졌다.

▶ ③ 선택지 ①은 형제자매수가 14명이었고, ②는 화재로 어머

니의 공장이 파괴되었으며, ④는 감기로 사망했고, ⑤는 달의

분화구에 Mendeleev의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

Gymnasium 김나지움(유럽의 대학진학을 위한 중등학교)

37. [출제의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파악한다.

공식명이 몰디브 공화국인 Maldives는 섬나라이다. 그 나라는 포

르투갈과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으며, 1965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어냈고, 1968년 군주국에서 공화국으로 바뀌었다. 몰

디브는 인구와 영토 면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다.

평균 해발고도가 1.5m이며,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지점이 전 세

계 나라들의 가장 높은 지점들 중 가장 낮은 2.3m이다. 2004년

쓰나미가 많은 사람들의 집을 파괴하고 환경에 큰 피해를 끼

쳤다. 몰디브는 1,190개의 작은 섬들로 이뤄졌다. 오직 185개의

섬에 3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다른 섬들은 주로 관광과

농업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모두 사용된다.

▶ ③ 가장 높은 지점이 2.3m이므로 해발고도의 편차가 가장 작

은 나라이다.

*Sultanate 술탄(회교국 군주)의 통치

38. [출제의도] 글의 요지를 파악한다.

우간다에서는 1년에 7만에서 11만명이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는

다. 그러나 보건 연구원들은 정부가 DDT에 대한 ‘만병통치약’

적인 접근을 버리고 장기적 접근은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데 DDT는 세계에서 말라리아에는 정말 효과적이라고 입증되

었지만, 너무 많이 사용되면 야생 생명체를 파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무료 모기장과 끊임없는 말라리아 치료제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시민들이 자기 집 주변의 고여

있는 물웅덩이를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만약 DDT가 지하수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가 물고기나 농작물을 수출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집에

만 뿌리는 것은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

말 알기 어렵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만 한다.”라고 말

한다.

▶ ④ 전체의 내용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DDT 사용을 경계하

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magic bullet 특효약

39. [출제의도] 글의 요지를 파악한다.

회사들은 종종 그들 제품을 장려하기 위해 유명 스포츠 또는 연

예인들의 도움을 얻는다. 비록 이것은 그들이 건전한 자질을

갖춘 사람일 때 좋은 방법이지만, 그들이 스캔들이나 부도덕한

행위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예상과 반대로 될 수 있다. 그런 경

우에 대중들은 그 제품에 대한 반대 행동을 동맹하고 사지 않

을 것이다. 누구를 주인공(광고모델)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

기 전에 완전한 뒷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어떤 사

람이 과거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였을 경우에, 그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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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일 것이다. 또한, 만약 모델

이 광고되는 제품에 불신을 가져온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

되어야 한다.

▶ ① 광고모델의 비도덕적 행동이 광고되는 제품에 영향을 미치

므로 모델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다. *wholesome

건전한 *backfire 예상과 반대로 되다

40. [출제의도] 제시된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파악한다.

미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 한 명과 여덟 명의 판사들로 이뤄진다.

모든 판사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에서 인준한다. 이것은

종신임명이다. 종신임명이 판사의 판결이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보장한다. 판사는 해고되거나, 투표에 의해 물러나거

나, 정치세력에 의해 대체될 두려움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반

면에 종신임명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이든 판사의 불확실한

건강이 일을 처리하는 능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사직하는 판

사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다. 보통 판사가

대법원직을 물러나는 것은 은퇴보다는 죽음 때문이다.

▶ ③ 대법원 판사들의 종신임명의 장점 설명이 끝나고, 단점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 ③번 위치에 들어가야 한다. *step

down 퇴진(사직)하다

41. [출제의도] 글의 제목을 파악한다.

훌륭한 의사를 찾는 한 가지 방법은 큰 병원(되도록이면 대학병

원)의 응급실 수석 간호사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이 간호사들은

의사들의 가장 좋은 점과 가장 나쁜 점에 대한 실전적(직접 겪

어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만약 평상시의 혼란스런 상황이 끝

나고 간호사들이 잠시 비교적 평온한 시간을 가지면, 정중히 한

간호사에게 접근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는 “글쎄

요, 솔직히 말해서 Johnson 박사는 완전히 바보이고(인간성이

좋지 않고) 모두 그를 싫어하지만 여러분이 심각하게 아프다면,

그보다 나은 사람은 없어요”라고 말할 것이다. 이런 추천이 병

원에서는 흔한 일이다.

▶ ① 실제 의사들과 생활하며 지켜 본 간호사들이 의사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다 .

*preferably 오히려, 되도록이면

42. [출제의도] 글의 제목을 파악한다.

일부러 사실을 왜곡하려 하지 않고도 자신의 행위나 말을 다른 사

람이 기억하는 것보다도 좋은 쪽으로 회상하기 일쑤이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질문에 객관적으로 답해보라: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어느 정도 잘 했는가? 정답: 당신이 기억하는 것보다는

못했을 것이다. 한 연구에서 여러 명의 대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성적을 회상해보라고 요구했다.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대답과 실

제 성적표를 대조점검했다. 29% 이상의 대답이 틀렸다. 더욱이,

틀린 대답은 중립적이지 못했다. 대답들이 실제 성적보다 상향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전체적으로 79%의 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부풀려 대답했다. 즉,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을 실제보다 더 긍정

적인 쪽으로 자기가 기뻐할 방향으로 재구성한다는 사실이 밝혀

졌다.

▶ ⑤ 자신의 과거를 실제보다 좋은 쪽으로 회상하는 경향성에

관한 글이다. * inflate 부풀리다 flatter 아첨하다

43. [출제의도] 도표 내용을 이해한다.

위 도표는 천연자원이 증가하는 인구에 의해 더욱 많이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①표에 의하면 인구는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대략 3분의 1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된다. ②

세계 관개 농지는 17% 증가하겠지만 일인당의 기준으로는 그

양이 12% 줄어들 것이다. ③방목을 위한 토지에 있어서 양적

변화는 위에 언급된 천연자원 중 최소이겠으며 일인당 기준

양적 감소는 가장 클 것이다. ④위 기간 중 가장 큰 총 변화

량을 기록할 고기잡이의 20% 증가는 일인당 기준에 있어서는

약간의 증가를 의미할 뿐일 것이다. ⑤전체적으로, 인간이 이

용할 천연자원의 양은 증가하겠지만 개개인에 이용가능한 양

은 감소할 것이다.

▶ ④ 도표는 천연자원의 전체 양은 증가하지만 인구증가율을

감안한 1인당 천연자원의 양은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

rangeland 방목장 per capita 1인당 irrigate 물을 대다, 관개하

다

44. [출제의도] 글의 목적을 파악한다.

오늘은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을 표시합니다. 여러해 동안의 책, 연

극, 무용과 운동경기 등 모든 것이 이 즐거운 순간에 이어져왔

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증거로 여기에 앉았

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사업가, 교사, 부모입니다. 미래를 이끌

자격을 갖추어준 고등하교에서의 성공, 이를 위한 우리의 헌신

에 의해 오늘 우리는 일어섭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유치원

에서부터 손안에 쥐어질 졸업장의 만족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까지 해온 전념의 최종 결과입니다. 때때로 학교의 부정적

인 측면에 이끌리기도 쉬웠을 수도 있으나, 우리는 추구와 성

취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축하하는 이유입니다.

▶ ② 졸업식장에서 행해지는 연설문이다. * gratifying 즐거운

commitment 헌신, 전념 diploma 졸업장

4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요약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계가 기근의 만연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확신

했다.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의 하나가 1960년대의 녹색혁명이었

다. 이 노력은 고수확 곡물의 도입에 의해 농업생산량을 배가시

켰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개도국 인구의 20% 가

량이 영양부족이다. 농업을 생산적으로 만드는 값비싼 씨앗과

화학약품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농민과 빈곤 국가는 녹

색혁명의 혜택을 입지 못했다. 하락하는 식량 가격에도 불구하

고 수억의 인구가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지 못한다. 미국에만

국한해서 보아도 현재 주로 아동, 노인, 노동자 등 3천만 명이

굶주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ㅖ는 충분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도록 식량을 배

분할 방법을 찾아내는 일은 사람에 달렸다.


세계 기근의 원인은 생산보다는 분배에 더 연관된다.

▶ ④ 식량의 양은 충분하나 모두에게 배당되지 못하는 데서 발

생하는 식량문제에 관한 글이다.

* undernurished 영양부족의 disbribute 분배하다

[46〜48]

(A) 새롭게 교육받은 Mary라는 교사가 Navajo 인디언 보호구역

에 가르치러 갔다. 학교에서 첫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거의 매일 발생하는 일은 주로 다음과 같았다. 그녀는 다섯명

의 어린 Navajo 학생들을 칠판으로 나오게 했다. 그녀는 그들

에게 숙제에 있는 간단한 수학문제를 풀도록 시켰다.

(B) 그들은 모두 시킨 일을 완성하려는 마음 없이 조용히,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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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도 않고, 서있기만 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문

제를 못푸는 애들만 다섯을 고른 걸까?” Mary는 생각했다.

“아냐. 그럴 리 없어.” 그래서 마침내 학생들에게 뭐가 문제인

지를 물었다. 그들의 대답 속에서 어린 인디언 학생들로부터

그녀는 자아 이미지와 자아 가치에 관한 놀라운 교훈을 배웠

다.

(D) 학생들은 각자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모두가 문제를 풀 능력

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 어린 나이에도

교실 내에서 서로 이기기만 하려는 경쟁방식의 무모함을 이해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불려나가서 일부 학생이 칠판에서

망신당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기는 게 아님을 그들은 믿고 있

었던 것이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서로와 경쟁하기를 거부했던

것이다.

(C) 일단 이해하고 나니 Mary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다.

학생들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검사하되 친구들 앞에서 희생당

하는 사람 없도록 시스템을 바꾸었다. 그들은 모두 배우고 싶

었던 것이다. 다만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고 배우고 싶었

던 것뿐이다.

* at one's expense ~의 댓가로, ~의 희생으로 Indian reservation

(미)인디언 보호구역

46. [출제의도] 올바른 글의 순서를 정한다.

▶ ② (B)는 (A)에서 제기한 문제의 발생, (D)는 그 문제의 본

질, (C)는 문제 해결 후의 상황과 전체 요약으로 구성되어있다.

47. [출제의도] 빈칸의 단어를 추론한다.

▶ ③ 여러명을 공개적으로 지도하던 시스템에서 학생들의 자아

보호를 위하여 개별지도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므로 individually

를 써야한다.

48. [출제의도] 전체 주제를 파악한다.

▶ ⑤ 남이 상처받는 일을 차단하는 학생들의 이야기이다.

[49〜50]

(A) 약 10년 전, Daniel Simons와 Daniel Lavin은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항상 똑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는지 알아보기 위

해서 간단한 실험을 했다. 대학 교정에서 연구자들은 낯선 사

람들을 다른 보행자에게 길을 묻도록 시켰다. 그러나 여기에는

비틀기가 하나 숨어있었다. 낯선 사람과 보행자가 이야기를 주

고받는 중간에 문짝을 운반하는 두 남자가 그들 사이를 지나

간다. 그 시간은 겨우 1초 정도로 아주 짧았지만 그 사이 중요

한 일이 벌어진다. 문짝을 나르던 남자 중 한명이 길을 묻던

남자와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문짝이 지나간 후 보행자는 전

혀 다른 사람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그 전혀 다른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를 계속한다. 보행자는 그 변화

를 알아차릴까? 절반 이상의 경우에 있어, 대답은 ‘아니다’이다.

15명의 보행자 중 겨우 7명만이 알아차렸다고 말했다.

(B) 물론 영화의 장면들을 순차적으로 찍지는 않는다. 영화 속에

서 나오는 순서와는 다르게, 여러 달 떨어져서 찍는다. 이 과

정이 영화 산업에 continuity error로 알려져있는 당혹스런 실

수를 낳는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1959년 헐리우드 서사

영화인 Ben-Hur라는 영화의 전차 장면에서 나온다. 이 장면은

11분간 지속되지만 찍는데 4개월이 걸렸다. 경기하는 동안

Messala는 자신의 톱니달린 바퀴덥개로 Ben-Hur의 전차를 손

상시킨다. 그러나 영화의 끝장면에서 자세히 보면 Ben-Hur의

전차는 손상당하지 않은 바퀴로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보통은 아무도 그 실수를 영화를 보면서 알아차리

지 못한다. 왜냐고? 영화를 즐기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 twist 비틀기 epic 서사시의 hub (수레 등의) 중심축

49. [출제의도] 글의 핵심쟁점을 파악한다.

▶ ① 두 글 모두 알 필요가 있는 일에만 신경쓰는 인간의 경향

성에 관한 내용이다.

50. [출제의도] 문맥에 맞는 어휘를 추론한다.

▶ ④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실수를 나타내는 (A)글의 a

different person은 (B)글의 unharmed wheels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