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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소 추론       정답 ⑤

Tom: 물 챙기는 거 잊지 않았지?

Jane: 물론이지. 정상까지 2시간이니, 우리는 분명히 목

이 마를 거야. 난 점심도 준비했어.

Tom: 우리는 정상에서 그것을 먹을 수 있어. 경치가 굉

장하다고 들었는데. 가파른 등반이 될까?

Jane: 끝부분만 그럴 거라 생각해. 대부분은 완만해. 좋

은 운동이 될 거야. 

Tom: 우리는 나무들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해. 이 지역

에 흥미로운 새들이 있다고들 하더라고.

Jane: 네 여동생이 생일 선물로 준 쌍안경 가져왔니?

Tom: 응, 가지고 있어. 봐, 길 표지판이 있어.

‧ summit: 정상

‧ steep: 가파른

‧ gradual: (경사가) 완만한

‧ keep one’s eyes: ~에서 눈을 떼지 않다

‧ binoculars: 쌍안경 

‧ trail: 산길, 코스

 summit, steep climb, the trees, trail marker 등의 표현

을 통해,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산’임을 알 수 있

다.

2. 표를 이용한 내용 일치 여부 파악  정답 ①

Sue: 뉴욕시에는 볼 게 많아. 우리 여행 일정표 다 만들

었니?

Joe: 응, 그런데 다시 확인해 보자. Periguino’s에 우리 

저녁 식사 예약을 했니?

Sue: 그건 월요일 오후 8시야.

Joe: 박물관은 어때? 무슨 요일에 문을 여니? 

Sue: 시 역사 박물관, 미술 박물관, 그리고 Longfellow 갤

러리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어. 국립 역사 

박물관과 영화 박물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문을 열어.

Joe: 우리는 화요일 아침에 자유의 여신상이 문을 열면 

줄이 길어지기 전에 바로 봐야 해.

Sue: 그러면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언제 볼 수 있지?

Joe: 화요일 밤 공연 입장권을 주문했어.

Sue: 난 이번 여행이 너무 기대돼!

‧ itinerary: 여행 일정표 

‧ performance: 공연 

☞ 미술 박물관(Art Museum)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문

을 연다고 했으므로, 여행 일정표에서 ①번 항목을 바꿔

야 한다.

3. 내용 일치 여부 파악       정답 ④

여자: 런던으로 가는 다음 비행편이 언제 이용 가능한지 

알려 주시겠어요?

남자: 수요일 저녁 6시에 비행편이 있습니다, 부인.

여자: 난 수요일 오전에 런던에서 회의에 참석해야 해

요. 화요일에 출발하는 비행편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남자: 죄송합니다만, 런던행 비행편이 모두 완전히 예약

되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손님의 이름을 대기자 

명단에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여자: 난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걸 운에 맡길 수 

없어요. 다른 도시를 경유해서 런던으로 가게 해

줄 수 있나요? 

남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인. 런던으로 가는 연결 비

행기가 있는 파리행 비행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전 10시에 출발하고 화요일 정오에 파

리에 도착해서 런던으로 비행이 있기 전에 2시간 

정도 머뭅니다. 이 티켓을 예약하시겠어요?

여자: 예,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 attend: 참석하다

‧ conference: 회의

‧ standby: 대기자 

‧ take a chance on: ~을 운에 맡기다

‧ layover: 도중하차, 기착지(목적지로 가기 전에 잠깐 들르

는 곳)

   외국어(영어) 영역 ☞ 여자는 수요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화요일 오전 10시

에 출발하여 파리에 정오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2시간 

머물다가 런던으로 가는 비행편을 예약하기로 했으므로, 

④가 대화의 내용과 일치한다. 

4. 내용 일치 여부 파악       정답 ③

의사: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환자: 아프고 구토가 나서 밤을 꼬박 샜어요. 속이 여전

히 메스껍고 열이 납니다.

의사: 그 증상이 언제 시작되었나요?

환자: 밤 10시경이요. 아내와 내가 Main Street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먹은 지 2시간쯤 후예요.

의사: 당신의 아내도 아픈가요?

환자: 아뇨, 그녀는 괜찮아요.

의사: 거기서 무엇을 먹었나요?

환자: 우리 두 사람 모두 야채 샐러드와 야채 수프를 먹

었지만, 주요리는 다르게 주문했어요. 난 생선을 

먹고 아내는 닭고기를 먹었어요.

의사: 것 같군요. 당신의 위를 진정시키고 열이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물을 많이 마시고 휴식을 많이 취하세

요. 증상이 3일 후에도 계속되면 전화를 주세요. 그

러면 다시 약속을 잡아드릴게요.

‧ nauseous: 메스꺼운

‧ feverish: 열이 나는 

‧ food poisoning: 식중독

‧ prescribe: 처방하다

‧ soothe: 달래다, 진정시키다 

‧ persist: 계속되다, 지속되다

☞ 남자는 어제 외식에서 본인은 생선을 먹고 아내는 닭고

기를 먹었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식중독에 걸린 원인은 

생선 요리 때문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③이 내

용과 일치한다.

5. 빈칸에 적절한 말 추론       정답 ②

여자: 길을 잃었나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남자: 전 중앙 우체국을 찾고 있는데, 제 지도가 약간 혼

란스럽군요.

여자: 문제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중앙 우체국은 2

달 전에 다른 건물로 이전했는데, 시 지도를 업그

레이드하지 않았군요.

남자: 새 장소가 이곳에서 꽤 먼가요?

여자: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

예요.

남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려 주시겠어요?

여자: 물론이죠. 우선 세 번째 교차로까지 이 길을 따라 

가시다가, 신호동에서 좌회전하세요. 작은 언덕

을 올라가세요. 꼭대기에 공원이 있습니다. 새 중

앙 우체국 건물은 그 공원의 남쪽 모퉁이에 있어

요.

‧ relocate: 이전하다

‧ intersection: 교차로 

☞ 남자는 중앙 우체국을 찾고 있는데 헤매는 상황이므로, 

첫 번째 빈칸에는 지도가 약간 혼란스럽다는 내용의 d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중앙 우체국 건물이 2달 전에 

이전한 사실이 지도에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다고 해야 자

연스러우므로, 두 번째 빈칸에는 a가 들어가는 것이 적

절하다. 새로 이전한 중앙 우체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

고 있으므로, 세 번째 빈칸에는 b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

하다.

6. 빈칸에 이어질 말 추론       정답 ③

기주: 이 영어 수업은 너무 어려워. 교수님은 우리가 학

교에서 힘들게 지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민지: 아마 넌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 난 네가 

수업 중에 두 번이나 조는 것을 본 적이 있어.

기주: 하지만 월요일 아침 첫 시간이잖아. 때때로 난 주

말 때문에 너무 피곤해.

민지: 그래서 주말 내내 네가 하는 공부 때문에 피곤하

다고? 

기주: 음…… 꼭 그런 건 아니고. 때때로 난 일요일마다 

여가 시간에 컴퓨터 게임을 해. 고등학교를 입학

한 후 컴퓨터 게임을 해 오고 있어. 

민지: 난 네가 수업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그만두고 시

간을 더 현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쉬기 위해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순서는 공부를 하고 난 후야. 그러고 나

서 쉬어.

기주: 좋은 충고야. 난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 이번 주 

일요일에는 틀림없이 일찍 잘 거야.

‧ nod off: 깜박 졸다 

☞ 수업이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고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것



필요하겠다는 민지의 말에 기주는 좋은 충고라고 맞

장구쳤으므로, 빈칸에는 ‘난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 이번 

주 일요일에는 틀림없이 일찍 잘 거야’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7. 지칭 추론       정답 ③

Aborigines는 호주에 사는 원주민들이다. 역사를 통

해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 믿음을 반영하기 위해 미술을 

사용해 왔다. 그들은 그들의 문화와 환경이 Jugurrba 

즉, 꿈꾸기의 결과라고 믿는다. 꿈을 꾸는 동안, 영혼들

이 사람과 동물의 형상을 만들고 땅과 동물을 창조했다. 

영혼들이 어디서 창조하든 무엇을 만지든, 그들은 아마 

그들의 정수의 일부를 남겼을 것이다. Aborigines는 영

혼들의 정수가 생명을 만들어 낸다고 믿는다. 그들은 좋

은 날씨나 성공적인 사냥과 같은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 

동물과 장소의 영혼들을 불러낸다. 1960년대 이래로 미

술계는 호주 원주민의 나무껍질 그림에 관심을 가져왔

다. 이 관심은 Aborigines에게 큰 시장을 형성시켰고, 

그리고 그들은 팔 미술품을 이전보다 더 많이 만들어 내

고 있다.

‧ supposedly: 추정 상, 아마

‧ ensure: 보장하다 

‧ Aboriginal: 호주 원주민의 

‧ generate: 만들어 내다, 발생시키다

③은 바로 앞의 spirits를 가리키는 반면, 나머지는 모두 

호주 원주민인 Aborigines를 가리킨다. 

8. 무관한 문장 찾기       정답 ②

구두점은 라틴어 punctus에서 유래하여 “점”을 의미

한다. 구두점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은 주로 사람들이 

큰소리로 읽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몇 백 년 전까지

는 읽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큰소리로 읽었었다. 고대에 그

런 큰소리로 읽기를 도와주기 위해 “점”이라고 알려진 

표시가 책장에 덧붙여졌다. 이 점들은 읽는 사람들에게 

언제 잠시 멈추거나 숨을 쉬고, 그리고 무엇을 강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 (마찬가지로 대체로 작가들을 가

장 곤란하게 하는 구두점인 콤마는 마스터하기 어렵다.) 

유럽에서 A.D. 세기 초부터, 모든 사람이 같은 것에 같

은 점들을 사용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점들은 널리 사

용되었다. 그러나 15세기에 인쇄기가 발명되었을 때 인

쇄업자들은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하고 있도록, 어디에 

무엇을 넣을지에 대한 더 확고한 지침을 원했다. 그때 

이후로, 온갖 종류의 구두점 규칙들이 발견되고 발명되

고 심지어 논쟁을 벌이기까지 했다.

‧ punctuation: 구두점, 구두법

‧ pause: 잠시 멈추다 

‧ emphasize: 강조하다

‧ likewise: 마찬가지로

‧ printing press: 인쇄기

‧ guideline: 지침, 가이드라인 

☞ 이 글은 구두점의 유래 및 역할, 그리고 발달에 대한 내

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을 곤란하게 하는 콤

마를 마스터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②는 글의 내용과 무

관하다.

9. 무관한 문장 찾기        정답 ④

거의 모든 회사들에서 이윤의 범위가 늘어나고 있듯

이 비용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많은 회사들은 유능

한 직원들을 끌어들이고 보유하면서 비용 절감 계획을 

실험해 보고 있다. 한 가지 접근법은 카페테리아 이윤 

방식인데, 각 직원이 다양한 종류의 대안들 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직원마다 일정양의 돈을 남겨 두는 것이

다. 카페테리아 방식에 대한 최근의 변화는 직원들이 세

금이 계산되기 전이나 후에 그들의 봉급에서 그들의 이

윤의 몫이 생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대

부분의 회사들은 직계 가족 구성원이 죽으면 7일간의 

휴가를 주도록 법적으로 요구받는다.) 대부분의 개인들

에게는, 이윤 자체에 세금이 매겨지지 않으므로 적절한 

선택이 실제 세금 절감을 가져오게 된다.

‧ retain: 유지하다, 보유하다

‧ cafeteria plan: 카페테리아 방식(보다 나은 의료 보험, 퇴

직 연금, 특별 휴가 등 몇 가지 복지 계획 중에서 종업원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

‧ set aside: (음식, 비상금을) 남기다 

‧ portion: 몫, 부분, 1인분

‧ compute: 계산하다, 산출하다

‧ leave: (정기, 특별) 휴가

‧ immediate family: 직계 가족 

☞ 이 글은 비용 절감의 계획 중 하나인 카페테리아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원의 직계 가족 사망 

시, 회사가 직원에게 주어야 하는 법적 휴가 일수에 관해 

언급한 ④는 글의 내용과 무관하다.

10. 어법상 틀린 곳 찾기       정답 ④

특별한 일을 축하하거나 어떤 과정의 시작이나 끝을 

기념하는 행사들은 종종 만찬 후 연설을 요구한다. 정치

적인 집회, 시상식 만찬, 기금 마련 캠페인의 시작이나 

학년의 끝은 그와 같은 연설에 배경을 제공할 수 있다. 

그 행사의 성격에 맞추어, 만찬 후 연설은 이해하기 너

무 어려워서는 안 된다. 이런 발표를 하는 연사들은 보

통 듣는 사람들이 그들의 가치관을 다시 생각하게 하거

나 신념이나 행동의 극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급진적인 

생각을 소개하지 않는다. 그런 행사들은 분노나 부정적

인 성향을 위한 때가 아니다. 그 행사들은 사람들이 그

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또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지를 감상하는 때이다.

‧ occasion: 때, 행사  

‧ celebrate: 기념하다, 축하하다 

‧ mark: (중요 사건을) 기념하다, 축하하다 

‧ rally: 집회

‧ banquet: 연회, 만찬 

‧ kickoff: 개시 

‧ in keeping with: ~에 일치하여, 어울려

‧ radical: 근본적인, 철저한, 급진적인

‧ savor: 맛보다, 음미하다, 감상하다

☞ ④ none은 no one의 의미이므로 이 문장에서 쓰일 수 

없다. ④번 문장을 원래대로 쓰면 Such occasions are 

not the time for anger or negativity.가 되는데, not이 

문두로 가면 어색하므로, never 정도로 고치면 자연스러

워진다.

11. 어법상 틀린 곳 찾기       정답 ④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았다. 방진

형이라 불리는 그의 전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연구되

고 있다. 이름이 손가락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phalangos에서 유래한, phalanx(방진)은 적이 공격 대

열을 뚫지 못하게 하면서 적의 정면을 전면 공격 하는 

것에 기반을 둔 대형이다. 그것은 직사각형의 공격 자세

로 배치된 병사들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봉쇄되어 있다. 

각 병사는 긴 창이나 미늘창과 같은 무기들을 적을 향해 

앞으로 겨눈 채, 옆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

다. 방진형은 뚫기가 거의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전략 체

계를 만들고 병사와 무기로 만든 앞으로 움직이는 벽으

로 적을 죽이면서, 집단 병력의 형태로 나아갔을 것이

다.   

‧ tactic: 전략, 전술

‧ phalanx: 방진(창병을 네모꼴로 배치하는 진형), 밀집 대

형 

‧ frontal: 정면의 

‧ assault: 공격, 도전

‧ penetrate: 뚫고 들어가다, 관통하다 

‧ blockade: 봉쇄, 차단 

‧ station: (군인을) 주둔시키다, 배치하다

‧ offensive: 공격적인, 공세용의 

‧ posture: 자세, 태도 

‧ spear: 창, 작살

‧ pike: 창, 미늘창 

‧ formidable: 가공할, 어마어마한 

‧ mow somebody down: (사람들을 여러 명) 살육하다 

☞ ④ 병사들이 무기(long spears or pikes)를 적을 향하도

록 만드는 것은 동작의 대상이 되므로, point는 pointed

로 고쳐야 한다.

12. 어법에 맞는 표현 고르기       정답 ①

연구 결과 세 가지 다른 형태의 친절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우선 타고난 친절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동질감을 갖고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

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친절은 아주 어린 나이에 나타

난다. 우리에 갇힌 고릴라가 슬퍼 보인다고 말하거나 다

른 아이가 놀림을 당할 때 화가 난다고 말하는 초등학생 

아이는 이 타고난 친절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 형

태의 친절은 규범에 의한 것이다. 규범에 의거한 사람들

은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배워왔다. 예를 들

어, 규범에 근거한 아이들은 때리는 것이 나쁘다고 배워

왔기에 다른 사람들을 때리지 않는다. 마지막 형태의 친

절은 모방적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의 행동을 모방한다. 예를 들어,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

는 모방적인 아이들은 부모들이 못마땅해 하는 행동은 

피할 것이다. 

‧ identify with: 동질감을 갖다

‧ grade school: 초등학교

‧ bully: 괴롭히다

‧ imitative: 모방적인 

‧ disapprove: 못마땅해 하다

☞ (A)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알맞다. (B) 

문장의 주어는 A grade school child이고, who says 

that ~ is bullied는 주어인 A grade school child를 수식

하고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문장의 동사가 필요하므로, 

shows가 알맞다. (C) because절에서 동사 have been 



taught 목적어로 쓰인 that절이 와야 하므로, is wrong

이 알맞다.

13. 어법에 맞는 표현 고르기       정답 ③

나의 아내는 경매에서 골동품 그릇에 반했고, 그녀의 

언니는 그녀가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

의했다. 입찰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방의 다른 부분에 

앉았는데, 나는 마지막 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릇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 때 나는 문제점을 

깨달았다. 나의 아내와 처형이 서로 입찰 경쟁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멈추라고 재빨리 몸짓으로 알렸

지만, 너무 늦어버렸다. 경매자의 망치가 내려왔다. “뒤

쪽의 신사 분께 팔렸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 antique: 골동품인, 골동품 

‧ auction: 경매 

‧ bidding: 가격 제시, 응찰, 호가 

‧ skyrocket: 급등하다

(A) be seated는 ‘~에 앉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seated가 알맞다. (B) ‘~하자 그 때’라는 의미를 나타내

는 관계부사 when이 알맞다. (C) 동사 motion은 ‘전치사

+명사+to부정사’의 형태로 쓰이므로, to stop이 오는 것

이 알맞다.

14. 목적 추론       정답 ①

우리의 마지막 모임에서 내가 언급했듯이, 나는 당신

이 Pacific Rim 시장을 포함하는 우리의 사업을 확장하

려는 제안에 대해 한 달 간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주

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우리가 이 확장

을 위해 자금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당신의 보

고서는 경영진에 제출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예산안

에 따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여행  경비는 빠

듯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신중한 선택을 할 것이라

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해 

Neumann의 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 그것은 약간 시대

에 뒤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모델로서 유용할지도 모

릅니다. 난 주간 보고서를 기대하고 있고, 물론 늦어도 

7월 14일까지는 하기로 되어 있는 당신의 최종 보고서

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feasibility study: 예비 조사, 타당성 조사

‧ operation: 사업, (조직적인) 활동 

‧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경영진 

‧ financing: 자금 조달, 융자

‧ budget: 예산, 비용 

‧ out of date: 뒤떨어진 

‧ no later than: 늦어도 ~까지는

☞ 사업 확장 제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시하고 있으므

로, 글의 목적으로 ‘연구 조사 계획의 권한을 부여하려

고’가 가장 적절하다.

15.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구 추론           정답 ④

나는 또래 앞에서 아이들에게 굴욕감을 주는 것이 옳

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어머니가 내 친구들 앞

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또는 “험담하지 마라.”라

고 내게 말했을 때 당황스러웠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나의 딸 Jane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 다른 엄마들로부

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녀가 어렸을 때 우리는 그녀의 

친구 Mary와 놀게 하고 있었다. Mary가 무언가 잘못을 

하자 그녀의 어머니는 “잠깐 얘기 좀 할래?”라고 말했

다. 나중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라고 물었다. 그

녀는 “Mary가 했던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Jane 

앞에서 그 아이에게 굴욕감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라

고 말했다. 나는 어린 소녀의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대단히 사려가 깊었다고 생각했다. 

‧ peer: 또래, 동료

‧ humiliate: 굴욕감을 주다 

‧ gossip: 험담을 하다, 남 얘기를 하다 

‧ playdate: (아이의 부모들끼리 정하는) 아이를 놀게 하는 

약속 

‧ considerate: 사려가 깊은

☞ Mary의 엄마는 Mary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친

구인 Jane 앞에서 혼을 내면 Mary의 마음이 다칠까봐 따

로 얘기를 했고, 이에 필자는 Mary 엄마의 행동이 사려 

깊었다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빈칸에는 ④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6.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절 추론     정답 ①

과학기술이 조직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1950년 대 

이후로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다. 이 분야에서 이론과 

연구는 대략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때때

로 과학기술 결정론자들이라고 지칭되는 하나의 그룹은 

과학기술을 조직 구조의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본다. 이 

그룹은 다른 구조는 다른 과학기술이 요구되고, 전자는 

후자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개

념은 자주 과학기술의 명령으로 지칭된다. 두 번째 그룹

은 조직을 개방된 시스템으로 보고, 과학기술과 조직은 

상호 의존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은 조직

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조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 debate: 토론, 논쟁

‧ roughly: 대략, 거의 

‧ determinist: 결정론자

‧ primary: 주된, 주요한, 기본적인 

‧ determinant: 결정 요인 

‧ reliant: 의존하는, 의지하는

‧ imperative: 긴요한 것, 명령형; 긴요한 

‧ maintain: 주장하다, 유지하다 

☞ 빈칸 다음의 내용이 과학기술이 조직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과학

기술과 조직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7.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휘 추론           정답 ①

최근에 재난 구호와 관련된 비영리 단체들이, 단체의 

잘못된 관리와 수혜국의 부패로 인해 구호가 피해자들

에게 직접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커져가는 비난에 직면

하면서, 점점 더 공격을 받고 있다. 따끔하게 비난을 받

은 원조 단체는 화들짝 놀라 행동에 나섰다.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조치로, 그들은 전통적인 원조의 형태를 

현금으로 대체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 원조가 음식과 담요와 같은 재난의 피해자들이 실제

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

해 왔다. 그러나 실제 돈을 현금 카드의 형태로 제공하

는 시스템은 그것이 관리하기 더 저렴하고 운송비도 없

애주기 때문에 이점을 제공한다. 그것은 또한 농부들과 

작은 사업체에 부양책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

성화시키는 반면, 음식 기부는 지역의 판매를 줄이는 결

과를 가져올 수 있다.

‧ nonprofit: 비영리의

‧ agency: 단체

‧ disaster relief: 재난 구호 

‧ under fire: 비난을 받는

‧ accusation: 혐의, 비난 

‧ victim: 피해자, 희생자 

‧ corruption: 부패

‧ recipient: 받는 사람, 수령인 

‧ galvanize: 충격 요법을 쓰다 

‧ move: 조치, 행동

‧ debit card: 현금 카드, 직불 카드

‧ administer: 관리하다, 운영하다 

‧ eliminate: 제거하다, 없애다 

‧ stimulate: 활발하게 하다, 자극하다, 격려하다

‧ boost: 부양책; 신장시키다, 북돋우다 

‧ donation: 기부 

☞ 후반부의 However 이하에서 재난 지역에 실제 돈을 현

금 카드 형태로 원조해 주는 시스템의 장점에 대해 설명

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현금’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

다.

18.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절 추론       정답 ①

원시인들의 삶은 보통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들의 생존은 음식에 대해 끊임없이 찾아다녀야 하는 

것에 의해 지배되었다. 사실 일부 원시인들은 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 현대의 기준으로 우리는 그들이 몹시 게으

르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파푸아뉴기니의 Kapauka

인들은 하루 일을 하면 다음 날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 

Kung Bushmen은 일주일에 이틀 반, 하루에 여섯 시간

만 일을 한다. 하와이의 Sandwich 섬에서 원주민들은 

하루에 네 시간 동안만 일을 한다. 그들이 우리가 하는 

것만큼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그들의 일을 늘리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는 열쇠는 그들이 제한된 바람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이다. 바라는 것과 가지는 것 사이의 경

주에서 그들은 그들이 바라는 것을 낮추었고, 그리고 이

런 방식으로 그들만의 만족을 보장했다. 그들은 현대적 

기준으로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측

면인 시간에서는 우리는 그들이 더 부자라고 여겨야 한

다.

‧ primitive: 원시 사회의, 원시적인

‧ harsh: 가혹한, 냉혹한 

‧ dominate: 지배하다 

‧ incessant: 끊임없는

‧ quest: 탐구, 탐색, 추구 

‧ contemporary: 현대의

‧ inhabitant: 주민

‧ materially: 물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 원시인들은 일을 적게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낮추

면서 스스로 만족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빈칸에

는 ‘그들이 제한된 바람을 가지고 있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9.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구 추론       정답 ⑤

언어 사용에 대해 말하자면, 두 명의 위대

한 거장인 William Shakespeare와 James Joyce는 그

들의 주제가 가장 심오할 때 거의 어린 아이 같이 보이

는 문장들을 썼다는 것을 기억하라. “To be or not to 

be?(사느냐 죽느냐?)”라고 Shakespeare의 Hamlet은 

물었다. 가장 긴 단어가 세 개의 철자를 가지고 있다. 

Joyce는 그가 활기가 넘칠 때 Cleopatra의 목걸이처럼 

복잡하고 화려한 문장을 만들어냈지만, 그의 단편 소설 

Eveline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은 “She was 

tired.(그녀는 피곤했다.)”이다. 그 소설의 그 시점에서, 

그 세 단어만큼 독자의 가슴을 아프게 한 단어는 없다. 

언어의 간결성은 존경할만할 뿐 아니라 어쩌면 심지어 

두렵기까지도 하다. 여러분의 규칙이 이와 같을지도 모

른다. 아무리 훌륭한 문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제

를 분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지

워버려라.

‧ as for: ~에 대해 말하자면

‧ childlike: 아이 같은, 순진한

‧ subject matter: 주제, 소재

‧ propound: 깊은, 심오한  

‧ frisky: 기운 찬, 놀고 싶어 하는

‧ intricate: 복잡한 

‧ glittering: 눈부신, 성공적인, 화려한 

‧ admirable: 존경스러운, 감탄스러운 

‧ scared: 무서워하는, 겁먹은 

‧ illuminate: 비추다, 밝히다, 분명히 하다

‧ scratch out: ~을 지우다 

 이 글은 William Shakespeare와 James Joyce를 예로 

들어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언어의 간결성’이 들어

가는 것이 적절하다.

20.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구 추론       정답 ④

스포츠는 경쟁에 관한 것이다. 모든 운동선수, 또는 

모든 팀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다. 불행히도 두 가지 요

소들이 오늘날의 스포츠를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밀어붙

이고 있다.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 한다는 강

박 관념이다. 또 다른 하나는 돈이다. 이 두 가지 요소들

이 선수들과 코치들 모두에게 이기는 데에만 집중하도

록 극도의 압력을 가한다. 이것은 확산되고 더 심각해지

는 문제를 가져왔다. 그 문제는 부정행위이다. 물론, 모

든 스포츠에는 부정행위를 벌하는 규칙들이 있다. 그러

나 일부 코치들과 선수들이 규칙을 변칙 적용하는 교묘

한 방법들을 생각해냈다. 부당한 경쟁 우위를 점하는 것

은 부정행위라기보다는 “전략”으로 간주된다. 불법적인 

행동들은 이제 심지어 경기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부 코치들은 선수들에게 부정행위를 하라고 독

려하고, 일부 코치들은 경기를 하는 동안 그들의 선수들

이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저 

못 본 척한다.

‧ athlete: 운동선수

‧ obsession: 강박 관념, 집착 

‧ at any cost: 무슨 일이 있어도 

‧ extreme: 극단적인

‧ cheating: 부정행위 

‧ penalize: 벌을 주다, 처벌하다 

‧ come up with: 찾아내다, 제시하다

‧ ingenious: 기발한, 독창적인 

‧ bend the rules: 규칙을 변칙 적용하다

‧ look the other way: 못 본 척하다

‧ commit: 저지르다, 범하다 

☞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이나 코치들이 부정행위를 하고 

독려하는 것을 일종의 전략으로 생각한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경기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가 들

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21.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 고르기       정답 ③

작가들은 독자의 마음에 생생한 그림을 그리거나 강

조나 유머와 같은 다른 특정 효과를 얻기 위해 비유법을 

사용한다. 이것의 한 가지 예는 과장이다. 그것은 작가

가 강조를 위해 명백한 과장을 하는 비유법이다. 독자는 

그 말이 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독자는 작가의 의

도된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과장의 한 예는 “나는 너무 

지쳐서 일주일 동안이라도 잘 수 있다.”이다. 그 과장은 

“일주일 동안 잘 수 있다.”는 것이다. 작가가 전달하고

자 하는 요점은 그 또는 그녀가 극도로 피곤하다는 것이

다.

‧ figures of speech: 비유법

‧ vivid: 생생한 

‧ emphasis: 강조

‧ hyperbole: 과장법

‧ exaggeration: 과장  

‧ interpret: 설명하다, 이해하다

‧ convey: 전달하다 

☞ 작가가 과장한 것은 글자 그대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을 독자가 알아야 한다고 했으므로, ③은 ‘말 그대로’라

는 의미의 literally로 고쳐야 한다. literately는 ‘교양 있

게’라는 의미이다.

22. 문맥에 맞는 어휘 고르기       정답 ②

Naomi Sims는 1966년에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에 다니기 위해 뉴욕시에 와서 스스로 생활

하기 위해 모델 일을 해 보기로 했다. 대부분의 대행사

들이 그녀의 피부 색깔이 너무 어둡다고 분명히 얘기하

면서 그녀를 거절한 후, 그녀는 사진작가와 직접 계약을 

하여 뉴욕 타임즈에 사진을 배포하면서 혼자서 빠르게 

나아갔다. 1968년 Ladies’ Home Journal의 표지에서 

그녀의 모습은 주류 여성 잡지들의 색깔 장벽을 무너뜨

렸고, 그녀는 Cosmopolitan, Essence and Life지의 표

지를 아름답게 장식했다. 그녀는 또 다른 슈퍼모델인 

Naomi—Naomi Campbell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모델의 길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유색 인

종의 소녀들이 그들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받아들

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 attend: ~에 다니다

‧ support oneself: 자활하다

‧ forge ahead: 빠르게 나아가다, 빠른 진전을 보이다  

‧ on one’s own: 혼자서, 단독으로

‧ contract: 계약하다

‧ barrier: 장벽 

‧ mainstream: 주류, 대세 

‧ runway: 통로, 활주로, 주행로

‧ inner: 내적인, 내부의 

☞ (A) 대행사들이 Naomi Sims의 피부색이 너무 어둡다고 

분명히 얘기를 한 것이므로, ‘선언하다, 분명히 하다’라

는 의미의 proclaim이 적절하다. praise는 ‘칭찬하다’라

는 의미이다. (B) 잡지의 표지에 그녀의 모습이 나온 것

이므로, ‘외모, 모습’이라는 의미의 appearance가 적절

하다. apparel은 ‘의복, 복장’이라는 의미이다. (C) 모든 

유색 인종의 소녀들이 자신들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깨닫

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어야 자연스러

우므로, ‘껴안다,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의 embrace가 적

절하다. disgrace는 ‘(체면에) 먹칠하다’라는 의미이다. 

23. 문맥에 맞는 어휘 고르기       정답 ①

유사 시대 내내 우주의 기원은 계속 진행 중인 논쟁

의 주제가 되어 왔다. 특히 논쟁은 우주가 어떻게 시작

되었는지에 집중했다. 특히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

서 주장되는 한 학설은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따

라서 우주가 없었던 때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우주가 끝

이 날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이다. 반면, 그리스 철학자 

Aristotle과 같은 일부 사람들은 우주가 시작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는 우주는 존재했었고 영원히 존재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고 완벽하다라는 이론

을 세웠다. 이 두 학설이 원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한 가지는 우주의 시작이나 끝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주 

그 자체는 정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로, 증거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우주에 대한 생

각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 universe: 우주   

‧ ongoing: 계속 진행 중인

‧ school of thought: 학설 

‧ theorize: 이론화하다

‧ originally: 원래, 본래 

‧ have in common: 공통적으로 지니다

‧ evidence: 증거 

‧ motionless: 움직임이 없는

☞ (A) 우주의 기원이 계속 논쟁의 주제가 되어 온 것이므

로, ‘논란’이라는 의미의 controversy가 적절하다. 

contradiction은 ‘모순, 반박’이라는 의미이다. (B) 

Aristotle은 우주가 영원히 존재한다고 했으므로, ‘영원

한, 끊임없는’이라는 의미의 eternal이 적절하다.  

internal ‘내부의’라는 의미이다. (C) 우주가 움직이지 않

는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 

했으므로, ‘고정된, 정지 상태의’라는 의미의 static이 적

절하다. statistical은 ‘통계적인, 통계학상의’라는 의미이

다.

24. 제목 추론       정답 ②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로 지구상에서 

최고의 무력 분쟁이 있는 동안 사망률은 실제로 감소했

다고 한다. 전쟁 그 자체로 더 긴 수명을 가져왔다고 말

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감소의 주된 이유는 갈등이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에게 가난한 나라들에 그들의 노

력을 강화하도록 동기화시켰고 그들은 짧은 시간 안에 

공중위생의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는 십년간의 내

전의 시작인 1997년에 아이들의 20%만이 홍역 예방접

종을 받았다. 그러나 2007년에는 그 수치가 80%였다. 

영양실조를 다루는 것부터 모기장을 배포하는 것까지 

다른 건강 계획의 역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한다.



‧ armed conflict: 분쟁

‧ mortality rate: 사망률

‧ in and of itself: 그것 자체는  

‧ life span: 수명 

‧ humanitarian: 인도주의적인

‧ miracle: 기적 

‧ vaccinate: 예방 주사를 맞히다 

‧ measles: 홍역

‧ initiative: 계획, 주도성

‧ malnutrition: 영양실조 

 현대의 전쟁에서는 인도주의적인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

으로 질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면서 오히

려 사망률은 감소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글

의 제목으로는 ‘현대 전쟁의 한줄기 빛’이 가장 적절하다.

25. 제목 추론       정답 ⑤

일단 목표물에 설정된 유도 미사일은 그 목표물이 어

디로 움직이든지 간에 그 목표물을 향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일 것이다. Cruise나 Exocet 미사일과 같은 정

교한 무기는 목표물을 추적해서 겨냥된  것에 부딪칠 때

까지 궤도와 방향을 끊임없이 조정할 것이다. 어떤 회피 

작전도 목표물이 파괴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또한 유도 미사일과 같다. 여러분의 미래를 크게 

이루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목표물을 향해 출

발해야 한다. 일단 원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

지고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궤도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끊임없는 피드백을 받게 될 것이

다. 이 피드백은 어려움과 장애의 형태로 여러분이 나아

갈 때 궤도 수정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궤도 수정

은 결국 여러분을 목표로 데려다 주겠지만, 여러분은 계

속 움직여야 한다. 

‧ guided missile: 유도 미사일

‧ target: 표적, 목표물

‧ unerringly: 한 치도 틀리지 않고

‧ sophisticated: 세련된, 정교한

‧ weapon: 무기

‧ lock onto: 추적하다, 따라가다 

‧ adjust: 조정하다, 조절하다 

‧ evasive: 회피적인, 얼버무리는

‧ launch: 시작하다, 출발하다 

‧ obstacle: 장애 

‧ course correction: 궤도 수정

‧ eventually: 결국 

☞ 목표물이 설정되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궤도와 방향을 수

정하면서 그 목표물에 이르는 유도 미사일처럼, 여러분

도 미래의 목표를 정하여 방향을 수정해 가며 계속 나아

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제목으로는 ‘결단과 유연

성이 목표로 이끈다’가 가장 적절하다.

26. 요지 추론       정답 ④

경기 침체에 대해 많은 성공적인 조직의 관리자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가능한 한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폭

풍우 견뎌내기”이다. 현금 유통을 증가시킴으로써 경기 

침체의 증상을 다루려는 소극적인 행동들이 일반적이

다. 예를 들면 보수를 미루고, 새로운 상품 개발 비용을 

줄이고, 시설이나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 드는 자본을 

줄이고, 새로운 고용을 멈추고, 연구와 개발 기금을 줄

이는 것이다. 수익성 감소나 현금 유통의 감소 원인을 

진단하는 데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대응은 경

기 침체가 일시적이지 않다면 문제를 만들어낸다. 관리

자들은 조직의 운영을 바꾸는 데 쓰일 수 있는 귀중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해 온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증상

에 대한 치료의 반응이 초기에 성공적으로 보인다면 환

경의 변화를 이해하려는 동기는 줄어들고 일반적으로 

이내 큰 위기를 야기한다.

‧ initial: 처음의, 초기의 

‧ downturn: 하강, 감소, 침체 

‧ weather the storm: 폭풍우를 견뎌내다

‧ norm: 규범, 일반적인 것

‧ defer: 미루다, 연기하다 

‧ maintenance: 유지, 보수, 지속 

‧ halt: 멈추다, 서다, 정지하다

‧ diagnose: 진단하다 

‧ profitability: 수익성 

‧ temporary: 일시적인 

‧ motivation: 동기

‧ crisis: 위기

 ☞ 이 글은 경기 침체가 닥치면 소극적이고 단기적인 대책

을 세우는 것보다는 경기 침체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7. 요지 추론       정답 ③

몇 년 전에 경기를 하는 태권도를 할 때 나는 세계 최

고의 고수들 중 한 사람으로부터 중요한 기술을 배웠다. 

그는 나에게, 태권도 경기에서 내가 상대편을 향해 한 

번에 반 인치라도 나아간다면 나의 적은 우리들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를 같게 유지하기 위해 뒤로 물러날 것이

라고 가르쳤다. 내가 상대편에게 다가가는 동안 나의 에

너지와 관심의 100%는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

나 상대편이 뒤로 물러날 때 상대편 에너지의 거의 반은 

그의 뒤에 있는 것과 매트의 가장자리에 대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다. 이 전략 덕분에 나는 더 나은 상대편

과 성공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었고, 여러 번의 전국 대

회에서 상을 탈 수 있었다. 그것은 나에게 완전한 자신

감을 갖게 하고 나를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competitive: 경쟁을 하는

‧ opponent: 적수, 상대편

‧ relative: 상대적인 

‧ compete: 경쟁하다 

‧ confidence: 자신감 

☞ 이 글은 필자가 태권도 고수로부터 배운 기술에 대해 설

명하고 있다. 즉 상대편을 향해 조금이라도 나아가면 상

대편은 거리 유지를 위해 뒤로 물러나면서 자신의 뒤에 

있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되므로 결국은 유리하게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는 ‘전진이 대

단히 중요한 우위를 제공할 것이다’가 가장 적절하다.

28. 글이 시사하는 바 추론       정답 ④

우리의 첫 딸 Laura가 유아기에 달램을 필요로 할 때 

나의 아내와 나는 보통 두 개의 어구 중 하나를 사용했

다. Laura가 울고 있고 우리가 이유를 모를 때 처음에 

우리는 먹을 것을 주거나 위생 문제를 살피는 것과 같은 

모든 명백한 해결책을 시도했다. 아이가 여전히 괴로워

하면 우리는 아이를 안고서 정말 우리가 함께 느끼고 있

는 듯한 말투로 “아가, 아가, 아가” 또는 “알아, 알아”라

고 반복해서 말했다. 마치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것

처럼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이다. 우리는 대개는 몰랐지

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안심을 시키는 것 

같았다. 얼마 있다가 Laura는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

들었다. 그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올 무렵에 그 아

이는 때때로 아침에 깨서 울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른 

아기들처럼 우는 소리를 내는 대신 그 아이는 “아가, 아

가, 아가…… 알아, 알아”라는 말을 반복해서 자신에게 

외치곤 했다. Laura는 우리가 한 것을 봤던 그대로 작은 

머리를 끄덕이며 큰 연민을 느끼듯 자신에게 외치곤 했

다.

‧ comfort: 위로하다, 위안하다 

‧ infancy: 유아기

‧ hygiene: 위생 

‧ distressed: 괴로워하는 

‧ empathic: 감정 이입의

‧ reassure: 안심시키다 

‧ internalize: 내면화하다 

‧ compassion: 연민, 동정심

☞ 필자 부부는 어린 딸 Laura를 달래면서 아기에게 안정감

을 주기 위해 반복적으로 특정한 말을 했는데, 얼마 있다

가 Laura가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

았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글이 시사하고 있는 바로 가

장 적절한 것은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행동을 따라한다’

는 내용의 ④가 가장 적절하다. 

29. 도표의 이해       정답 ⑤

이 도표는 각 나라의 GDP에 대한 정부의 연간 부채 

비율을 보여준다. 이 도표가 보여주고 있듯이, 4 개국 

모두에서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약간의 하락이 있었

다. 그러나 각 나라는 2007년 이후에는 전반적인 상승

을 경험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예상된 가장 극

적인 상승은 GDP에 대한 정부 부채의 비율이 세 배 이

상 늘어나게 되는 아일랜드에서 일어날 것이다. 2011년

에 GDP에 대한 독일 정부의 부채는 4개국 중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이탈리아가 

2011년에 그리스보다 정부의 부채가 약간 높은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주 유사한 과정을 따라간

다. 

‧ debt: 빚, 부채

‧ demonstrate: 보여주다, 설명하다 

‧ dip: 하락, 감소 

‧ overall: 전반적인

☞ 2011년에 그리스가 이탈리아보다 정부의 부채 비율이 

약간 더 높으므로, ⑤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30. 주제 추론       정답 ⑤

환자들과 그들의 의사들은 즐거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일이 왜 있는 것일

까? 아마도 그와 같은 요소를 측정할 수치가 없기 때문



. 대신에 우리는 콜레스테롤, 혈압, 몸무게 등의 

“명백한” 가치에 집중한다. 그런 것들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관계, 개인의 성취, 그리고 낙관주의 역시 중요

하다. 낙관주의, 행복, 즐거움을 좋은 건강과 결부시키

는 많은 의학적 연구들이 있다. 연구는 또한 행복한 결

혼이 좋은 건강을 예견하는 반면, 결혼 스트레스는 그 

반대를 예견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나는 건강에 대해 남

이 모르는 지름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이

름은 Rita이고, 우리는 결혼한 지 43년이 되었다. 

‧ overlook: 간과하다 

‧ impact: 영향 

‧ fulfillment: 수행, 실현, 달성 

‧ optimism: 낙관론, 낙관주의

‧ predict: 예측하다, 예견하다

‧ marital: 결혼의, 부부의 

‧ shortcut: 지름길

  이 글은 낙관주의, 행복, 즐거움이 좋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주제로는 ‘행복한 

삶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절하다.

31. 주제 추론        정답 ⑤

조직의 성공과 실패는, 따르는 사람들이 결과 뒤에 

진정한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종종 효과적인 지도

력 혹은 비효과적인 지도력의 결과로 여겨진다. 높은 성

과를 올린 팀과 조직을 보통의 팀과 조직과 구별 짓는 

것의 문제를 시험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높은 성과를 올린 조직이 훌륭한 지도력과 훌륭히 따르

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유능하고 자

신감 있고 의욕이 있는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지도자의 

그룹이나 팀의 성공적인 성과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점

점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낡고 부정적

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고 있다. 따르는 사

람들이 맡아왔던 순응하고 수동적인 역할보다는, 효과

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용감하고 책임감 있고 능동적

인 것으로 묘사된다.

‧ be attributed to: ~에 기인하다, ~의 덕분으로 여겨지다

‧ outcome: 결과 

‧ distinguish: 구별하다, 구별 짓다 

‧ scholar: 학자 

‧ practitioner: (기술을 요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 

의사, 변호사

‧ competent: 유능한

‧ motivated: 자극받은, 의욕을 가진 

‧ conception: 이해, 신념

‧ conform: 순응하다

‧ courageous: 용감한

☞ 팀이나 조직이 성공하려면 훌륭한 지도력도 필요하지만 

지도자를 효과적으로 잘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다

는 내용이므로, 주제로는 ‘효과적으로 지도자를 잘 따르

는 것으로 조직의 성공 이루기’가 가장 적절하다.

32. 글의 순서 배열       정답 ②

심한 폭풍이 우리 이웃 도처에 있는 나무와 울타리들

을 쓰러뜨렸다. 우리 앞마당을 확인하고 있는 동안 나는 

끼익하는 브레이크 소리와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 공포

스럽게도, 나는 길 한 가운데에 작은 폭스테리어가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차들이 빽빽했고 어떤 운전자도 멈추

지 않았다. (B) 갑자기 독일산 셰퍼드가 어디선가 나타

나 번잡한 도로에서 차들을 재빨리 피하면서 더 작고 상

처 입은 개를 지키기 위해 멈추어 섰다. 차들이 그의 주

변에서 끽하는 소리를 내고 멈추었을 때 그 개는 머리를 

곧게 세우고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내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의 친구였던 개를 보호했던 것이다. (A) 마

침내 어떤 차가 멈추었고 그 운전자는 그 폭스테리어를 

조심스럽게 인도로 옮겼고, 그 독일산 셰퍼드는 그 과정

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나는 그에게 약간의 물과 먹

을 것을 주고 나서 경찰을 불렀다. (C) 다행히 다음날 

이 훌륭한 개와 그의 친구는 걱정을 하고 있던 그들의 

주인을 다시 만났다. 폭풍이 치는 동안 그들의 울타리가 

쓰러졌고 그 두 마리 개는 함께 피했던 것으로 밝혀졌

다.

‧ squeal: 끼익하는 소리

‧ thud: 퉁, 퍽(하는 소리)

‧ dense: 밀집한, 빽빽한 

‧ sidewalk: 보도, 인도

‧ attentively: 조심스럽게 

‧ proceeding: 일련의 행위들 

‧ dodge: 재빨리 움직이다, 피하다

‧ erect: 똑바로 선 

‧ unbowed: 굴복하지 않는 

‧ screech: 끽하는 소리를 내다

‧ companion: 동반자, 친구

‧ splendid: 정말 멋진, 훌륭한

‧ escape: 탈출하다, 벗어나다 

☞ 주어진 글은 심한 폭풍으로 마을의 나무와 울타리가 쓰

러졌고 그 와중에 차로에 작은 폭스테리어가 누워있었다

는 내용이다. 우선 독일산 셰퍼드가 차로로 뛰어들어 친

구인 폭스테리어를 지키고 있었다는 내용의 (B)가 온다. 

이어서 한 운전자가 폭스테리어를 인도로 옮겨주었고 필

자가 경찰을 불렀다는 내용의 (A)가 온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그 두 마리 개가 다시 주인을 만나는 내용의 (C)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33. 글의 순서 배열       정답 ②

중세 시대 동안 미술의 목적은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었다. 중세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림과 조각품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영

성과 신에 대한 헌신을 증진시키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했다. (B) 그 결과 중세의 예술가들은 실물과 똑같은 모

습과 형태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종교적

인 도덕과 의미를 전파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 (A) 그

러나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예술을 개인적이고 미적인 

표현의 수단으로 보았고 세속적인 주제에 가장 관심이 

있었다. 그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싶어 했

다. (C) 그들의 목적은 정확한 모습과 실제 비율을 완성

하는 것 뿐 아니라 자연과 인간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종종 그들의 주제에 아름다움과 존엄성

을 부여했다.

‧ medieval times: 중세

‧ sculpture: 조각품, 조각

‧ spirituality: 정신성, 영성 

‧ devotion: 헌신, 몰두, 전념

‧ lifelike: 실물과 똑같은

‧ aesthetic: 미적인, 미학적 

‧ secular: 세속적인 

‧ portray: 그리다, 묘사하다

‧ consequently: 그 결과, 따라서 

‧ propagate: 전파하다, 선전하다 

‧ moral: 도덕

‧ intent: 의지, 의향, 목적 

‧ accurate: 정확한

‧ proportion: 부분, 비율

‧ endow: 기부하다

‧ dignity: 위엄, 존엄성

☞ 주어진 글은 중세의 미술 작품들이 종교와 관련된 것이

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중세 미술가들의 특

징을 자세히 설명한 (B)가 가장 먼저 온다. 이어서 그와

는 다른 성향을 보인 르네상스 예술가들에 대해 언급한 

(A)가 오고, 마지막으로 르네상스 예술가들의 특징을 자

세히 설명한 (C)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34.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③

튜더 왕가 시대는 셰익스피어와 영웅적인 탐험가들

의 시대였던 반면, 모든 훌륭한 연회와 아름다운 음악은 

없었다.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대부분에게 튜더 왕가 시

대의 잉글랜드에서 사는 것은 힘들었다. 사회 계층은 튜

더 왕가 시대의 잉글랜드에서 중요했는데, 네 부류의 주

요 계층이 있었다. 귀족은 가장 소규모이고 부자인 계층

으로 구성되었다. 그 아래는 기사들과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대저택에서 살았던 부유한 지주를 포함하는 

신사 계급이었다. 다음 계층에는 상인들과 법률가와 같

은 전문가가 있었다. 가장 크고 낮은 계층은 농장 일꾼

들, 하인들,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했다. 대부분의 사람

들은 시골에서 살았다. 하수도가 없었다. 위생 시설의 

부족은 많은 전염병의 발발을 가져왔고, 의학 지식의 부

족은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죽음을 맞게 됨을 의미했다. 

여러분은 목욕을 하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었던 튜더 왕

가 시대의 잉글랜드에서 살지 않았음을 매우 행복해 하

라.

‧ heroic: 영웅적인

‧ explorer: 탐험가

‧ feast: 연회, 잔치

‧ to say the least: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 nobility: 귀족 

‧ gentry: 상류층, 신사들 

‧ knight: 기사

‧ landowner: 토지 소유자, 지주 

‧ mansion: 대저택, 맨션  

‧ farmhand: 농장 일꾼

‧ impoverished: 빈곤한

‧ sewer: 하수구 

‧ sanitation: 위생 시설, 위생 관리

‧ outbreak: 발생, 발발

‧ plague: 전염병

‧ rarity: 진귀한 것, 희귀한 것

☞ 튜더 왕가 시대의 네 부류의 계층 중 법률가는 세 번째 

계층에 속하였으므로, ③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35.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②

가상 광고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이 1955년 이후에 

생겨났다. 본래 이런 형태의 광고는 스포츠 방송에서 사

용되었다. 가상 광고는 실제 광고가 선수들의 집중을 방

해하는 것이 되는 곳에 설치되었다. 예를 들면 야구 경



타자와 심판의 뒤에 있는 벽은 백네트라고 불린

다.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상품 그림이나 슬로건이 이 

벽에 투영될 수 있고 그런 다음 경기 중에 방송될 수 있

다. 집에서 경기를 보는 사람들은 백네트 전체에 걸쳐 

도배가 된 코카콜라의 빨갛고 하얀 거대한 광고를 보게 

되지만, 경기장의 투수는 오직 하얀 백네트만 볼 수 있

다. 광고는 또한 축구 경기에서 센터 필드를 덮고 있는 

잔디에 컴퓨터로 그려지거나 경기장 상공의 가상 소형 

비행선의 측면에 전시될 수도 있다.

‧ virtual: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의

‧ be around: 부근에 있다, 찾아오다

‧ advertisement: 광고

‧ broadcast: 방송; 방송하다, 널리 알리다 

‧ distraction: 집중을 방해하는 것, 주의산만 

‧ umpire: 심판; 심판을 보다

‧ backstop: (야구, 테니스의 백네트 

‧ plaster: (그림, 포스터로）도배를 하다

☞ 가상 광고는 경기를 하는 선수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집

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것이므로, 

선수들의 경기 집중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②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36. 주어진 문장 넣기       정답 ④

“행동형성”은 “전체 행동의 작은 부분”을 연속적으

로 독려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가르치는 방식이다. 예

를 들어 이 접근법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Dickey라는 어

린 소년에게 백내장 수술 후 안경을 쓰도록 가르치기 위

해 사용되었다. 그의 의사는 안경이 없으면 그의 시력이 

영원히 나빠질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단지 안경 얘기만 

해도 Dickey는 심하게 짜증을 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그가 안경을 쓴다는 생각에 친숙해지도록 행동형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음식이 보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Dickey에게서 아침식사를 허용하지 않았고, 그

는 안경을 쓸 때마다 음식을 조금씩 받았다. 그 과정의 

후에 그는 또 다른 보상을 받기 위해 안경을 써야 했다. 

18일 안에 Dickey는 점진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하루에 

12시간 동안 안경을 쓰는 것을 배웠다.

‧ deprive of: ~에게서 ~를 박탈하다

‧ reward: 보상

‧ disturbed: 정신적 장애가 있는 

‧ deteriorate: 악화되다, 더 나빠지다  

‧ permanently: 영구히, 불변으로

‧ mere: 겨우[단지] ~의 

‧ temper tantrum: 울화통, 짜증  

☞ 주어진 문장은 연구자들이 Dickey가 안경을 쓰도록 하기 

위해 이용한 행동형성(shaping)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이 Dickey에게 행동형성을 사

용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의 바로 다음인 ④의 위치에 주

어진 문장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37. 문단 요약       정답 ②

만약 여러분이 강의 중에 무언가에 대해 공상을 한다

면, 강의에 대한 내용이 조금 혹은 전혀 여러분의 머리

에 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필기를 하거나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할지도 모르지만, 정신이 산만해져 있

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연료 바늘이 “비어있음”

에 가까워진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달려본 적이 있는가? 

아마도 여러분은 주유소의 위치에 정신이 팔리게 될 것

이다. 다른 날 연료 탱크가 꽉 차있지만 위가 텅 비어있

다면 주유소는 못보고 넘어갈지도 모르지만, 모든 작은 

식당이나 레스토랑이 여러분의 눈길을 끌 것이다. 여러

분이 지금 당장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다면, 냉장고보

다는 이 글을 읽는 데 정신을 집중하는 것에 문제가 생

길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단순히 주변의 모든 자극에 집

중할 수 없기에 특정한 자극만이 선택되는 것이다.


인지는 관심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데, 그것은 대개 

필요한 것들에 집중하게 된다.

‧ daydream: 공상에 잠기다 

‧ make notes: 메모하다, 필기하다

‧ alert: 기민한, 정신이 초롱초롱한

‧ needle: 바늘 

‧ preoccupied: 사로잡힌, 정신이 팔린

‧ diner: (음식 값이 싼) 작은 식당

‧ catch one's eyes: 눈길을 끌다

‧ refrigerator: 냉장고

‧ concentrate: 집중하다 

‧ stimulus: 자극제, 자극

‧ perception: 지각, 인식 

☞ 사람은 일반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토대로 주변의 자극 중 필요한 것을 인

식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 (A)에는 

‘attention’이, 빈칸 (B)에는 ‘needed’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38~39] 장문의 이해

지민은 한동안 공개 연설 수업을 받는 것에 대해 걱

정을 했었다. 그녀는 자신을 연설가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녀가 그것을 해낼 것이라고 확신하지도 않았다. 그러

나 그녀가 더 이상 그 수업을 받는 것을 그저 미룰 수 

없는 때가 왔다. 첫 수업 시간에 그녀는 그녀가 느끼는 

것만큼이나 불편해 보이는 20명 정도의 무표정한 다른 

학생들을 보았다. 그녀의 선생님은 뚱한 학생들을 보았

을 때 그녀가 낙담했었다고 나중에 고백했다. 지민은 수

업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지만, 선택이 없다는 것

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끝까지 계속 하기로 결정했

다. 

지민의 첫 번째 과제는 자기소개 연설을 하는 것이었

다. 그녀는 이것을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에 대

해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왜 해양 생물학이 그렇게 

흥미로운지 분명해졌다. 연설을 할 때 그녀는 그 주제에 

대해 흥분하여 그녀의 소심함의 많은 부분을 잊어버렸

다. 그녀의 연설은 분명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꽤 잘 해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알도록 도

움을 주었고, 나중에 해양의 운명에 관해 수업 중에 그

녀가 했던 유익하고 설득력 있는 연설로 존경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녀는 반 친구들이 그녀가 했던 긍정적인 것

에 대해 토론했을 때 기뻤다.

그녀가 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지민은 그 수

업을 즐기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연설 중 일

부는 아주 흥미로웠고, 그녀는 그 연설에서 잘 된 것과 

개선될 수 있는 것에 대한 토론에 참가했다. 엄청나게 

무표정한 얼굴이 조금씩 벗겨지고 그들이 가리고 있던 

진짜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나기 시작했다. 

‧ carry off: 해내다

‧ put off: 연기하다

‧ stone-faced: 무표정한

‧ confess: 고백하다, 자백하다 

‧ sullen: 뚱한, 시무룩한

‧ drop the class: 수업을 취소하다

‧ option: 선택, 선택권

‧ stick it out: ~을 끝까지 계속하다

‧ assignment: 과제 

‧ dawn on: ~에게 분명해지다, 이해되기 시작하다 

‧ marine biology: 해양 생물학

‧ fascinating: 대단히 흥미로운, 매력적인 

‧ nervousness: 신경과민, 조바심, 초조 

‧ generate: 만들어내다, 발생시키다

‧ informative: 유용한 정보를 주는, 유익한 

‧ fate: 운명

‧ chip away: 벗겨지다

‧ mask: (감정, 사실을) 가리다, 감추다 

38.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⑤

☞ 지민은 함께 수업을 듣는 친구들의 발표 이야기를 들으

면서 ‘Public Speaking’에 대해 관심을 갖고 즐기게 되었

으므로, ⑤가 내용과 일치한다.

39. 지칭 추론                                정답 ①

☞ (a)는 지민의 선생님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지민을 가리

킨다.

[40~41] 장문의 이해       

(A) 합리성과 계산은 경제 행위의 기저를 이루고 있

다고 강조된다. 만약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가격들이 

.99로 끝나는가? 소비자들은 정말 18.99달러를 18$달

러로 생각하는가? 더 그럴듯한 설명은 이 가격들은 무

능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직과 싸우기 위해 고

안된 것이라는 것이다.

(D) 보통의 가게는 어느 정도 들치기(가게에서 물건

을 도난당하는 일)을 경험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출납

원보다 들치기로 이득을 보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다. 

만약 책들이, 혹은 어떤 물건들이든, 10달러, 15달러, 

혹은 20달러라고 대략 가격이 매겨진다면 소비자들은 

자주 정확한 양을 낼 것이다.

(C) 그런 상황에서는 출납원이 현금 등록기를 통해 

소리를 내지 않고 물건을 봉지에 담고 현금을 호주머니

에 넣는 것이 간단할 것이다. 그 책은 손님에 의해 도난

당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것은 훔친 책을 팔려고 하

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일이며 잡힐 위험성은 아마 

더 낮아진다. 그러면 합리적인 좀도둑들은 가게에서 직

업을 구하고 싶어 할 것이다.

(B) 그러나 가격을 처리하기가 불편하면 할수록 도둑

질을 하는 출납원은 더 속임수를 쓰지 못할 것이다. 손

님은 잔돈을 원할 것이고, 그러면 출납원은 이 잔돈 때

문에 자신의 호주머니에 손을 뻗을 가능성은 희박해진

다. 출납원은 정확한 잔돈을 위해 그 물건에 대해서 현

금 등록기를 통해 소리를 내야 한다.



‧ rationality: , 이성 

‧ calculation: 계산 

‧ underlie: (~의) 기저를 이루다

‧ explanation: 설명

‧ exploit: 이용하다, 착취하다 

‧ incompetence: 무능 

‧ awkward: 어색한, 불편한, 곤란한

‧ thieve: 훔치다

‧ trick: 속임수 

‧ register: 등록하다, 기재하다

‧ proposition: 제의, 일

‧ shoplifter: 가게 좀도둑

‧ shoplifting: 들치기,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

‧ roundly: 어림잡아, 강력하게

40. 글의 순서 배열                           정답 ⑤

(A)는 .99달러로 끝나는 가격이 부정직과 싸우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어서 보통의 가게에서 출

납원이 들치기로 이득을 본다는 내용의 (D)가 온다. 그리

고 출납원이 어떤 방식으로 들치기를 하는지에 대해 자

세히 설명한 (C)가 오고, 마지막으로 계산이 까다로운 물

건의 가격이 어떻게 출납원의 들치기를 막는지에 대해 

언급한 (B)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41.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구 추론                정답 ③

☞ 이 글은 .99달러로 끝나는 물건의 가격이 소비자들을 오

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게에서 자주 일어나는 출납

원에 의한 도난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부정직과 싸우기 위해’가 들어가는 것

이 적절하다.

[42~43] 장문의 이해       

돌고래들에 관한 많은 과학적 연구들은 돌고래들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무언가를 빨리 배울 수 있는 것 같다

고 밝혀왔다. 그렇다면, 돌고래들이 인간처럼 영리한가, 

아니면 고양이나 개보다 더 영리한가? 돌고래들은 사람

들이 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들의 뇌를 이용한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돌고래의 지능과 인간의 지능이 어떤 면에

서 비슷하다고 말한다. 왜 그런가?

 인간처럼 모든 돌고래는 자신만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이름은 특별한 삑삑 소리이다. 각 돌고래는 보

통 첫 번째 생일 무렵에 스스로 이 특별한 삑삑 소리를 

선택한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돌고래들이 사람들처럼 

그들의 나이, 느낌, 음식 구하기와 같은 많은 것들에 대

해 서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인간처럼 돌

고래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소리 체계와 몸짓언어를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화를 이해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쉽지 않다. 어느 누구도 아직 “돌고래

에게 말을 걸지” 못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배우기 위

해 노력 중이다.

돌고래들은 또한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들은 pods라

고 불리는 무리로 살아가고, 종종 사람들처럼 게임을 하

고 즐겁게 지내기 위해 다른 무리의 돌고래들과 합류한

다. 사실 함께 노는 것은 지능이 있는 동물들만 하는 것

이다.

돌고래와 인간은 또 다른 면에서도 유사한데, 둘 다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 남부 바다에서 돌고래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흥미로운 전략을 사용한다. 물고기가 배 근

처에 있으면 돌고래들은 물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에

게 신호를 보낸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 인간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돌고래들에게는 무슨 이익이 있

는가? 왜 돌고래들은 인간들을 돕는 것인가? 어부들은 

물고기의 일부를 돌고래들과 나눈다.

‧ intelligence: 지능

‧ alike: 비슷한

‧ in some way: 어떤 점에서는

‧ whistle: 삑삑 하는 소리 

‧ communicate: 의사소통 하다 

‧ conversation: 대화

‧ pods: (물개, 고래 등의) 작은 떼

‧ advantage: 이점

‧ assist: 돕다, 도움이 되다 

42. 요지 추론                                정답 ③

☞ 돌고래의 여러 가지 특성을 언급하면서 지능이 뛰어난 

동물임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요지로는 ‘돌고

래들은 매우 지능이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었다’가 적절

하다.

43.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②

☞ 돌고래는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소리 체계와 몸짓

언어를 사용한다고 했으므로, ②가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44~45] 장문의 이해       

사회 심리학자인 Philip Zimbardo는 이론을 증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두 곳의 다른 장소, 뉴욕시와 캘리포니

아의 중간 정도 교외 지역인 Palo Alto에 자동차를 버려

두게 했다. 자동차가 버려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번

호판은 제거되고 자동차 엔진 덮개는 올려졌다. 그리고 

각 자동차는 64시간 동안 몰래 관찰되었다.

뉴욕시의 차를 관찰하기로 배정받은 사람은 오래 기

다리지 않았다. 10분 내에 그 차는 최초로 차를 해체한 

사람들을 맞이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8살 난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망을 보는 사람 같았고, 그러는 

동안 아들은 트렁크, 사물함, 엔진을 탐색하는 아버지를 

도왔다. 그런 다음 그는 아버지에게 배터리와 라디에이

터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건넸다. 그 파괴적인 

접촉의 총 시간은 7분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첫 번째 접촉일 뿐이었다. 64시

간 끝 무렵까지 그 자동차는 24번의 기물 파손을 당했

는데, 종종 잘 차려입고 겉보기에는 중산층으로 보이는 

성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실험이 끝났을 때 남겨

진 것은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였다. 대조적으로 Palo 

Alto의 차는 오직 한 번만 접촉이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지나가는 행인이 자동차 엔진 덮개를 내리기 

위해 멈추었다.

Zimbardo에 따르면 두 자동차의 다른 운명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익명성이었다. 이웃 밖에서는 알아볼 가

능성이 극히 희박한 대도시에서는 정직한 시민들조차도 

도둑질이나 기물 파손에 일시적인 전환을 보일 수 있다. 

반면에 더 작은 지역사회에서는 알아보고 잡힐 가능성

이 더 높아지는 것이 사람들을 정직하게 남아 있게 한

다.

‧ social psychologist: 사회 심리학자

‧ set out: 시작하다, 착수하다

‧ abandoned: 버려진, 유기된

‧ suburban: 교외의, 평범한

‧ license plate: 번호판

‧ assign: 배정하다, 맡기다

‧ strip: (차 따위를) 해체하다

‧ lookout: 망보는 곳, 망보는 사람 

‧ glove compartment: 사물함

‧ tool: 도구

‧ vandalize: 공공 기물을 파손하다

‧ seemingly: 겉보기에는, 외견상으로

‧ hunk: 덩이, 조각 

‧ passerby: 행인

‧ crucial: 중대한, 결정적인

‧ upstanding: 정직한, 강직한 

‧ thievery: 도둑질

‧ vandalism: 공공 기물 파손, 반달리즘

‧ probability: 가능성

44.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휘 추론                정답 ①

☞ 대도시에서는 이웃만 벗어나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알려질 일이 거의 없기에 버려진 자동차에 대해 파괴적

인 행동들이 여러 차례 일어났지만, 작은 지역 사회에서

는 그렇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익명성’

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45.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④

☞ When it started to rain, a passerby stopped to lower 

the hood.을 통해 ④의 내용이 본문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