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대학

경찰대학 23기 졸업생, KINSEM(곽동령) 제작 

                                                                    

‘2014 학년도 정답과 해설’
 

졸업생 선배가 가르쳐주는 (모든 자료 무료!)
경찰대학 사관학교 입시 전문 카페 ‘제복인!’

 cafe.naver.com/jebokin

(무단 변형, 인용, 상업적 이용 절대 금지)   



경찰

대학
2014 학년도 1차 시험 정답과 해설 

382

‘2014’경찰대학 국어영역
  

01. ②

06. ③ 

11. ①

16. ③

21. ③

26. ④

31. ④ 

36. ④

41. ③

02. ⑤

07. ⑤

12. ⑤

17. ②

22. ①

27. ③

32. ③ 

37. ②

42. ②

03. ②

08. ③

13. ⑤

18. ①

23. ④

28. ⑤

33. ③ 

38. ②

43. ④

04. ③

09. ①

14. ①

19. ③

24. ⑤

29. ①

34. ① 

39. ④

44. ③

05. ①

10. ④

15. ⑤

20. ②

25. ②

30. ⑤

35. ② 

40. ④

45. ④

1. 어법 추론 [정답 ②]

① 탈수(脫水)는 물체 안에 들어 있는 물기를 뺀다는 뜻

으로 문장 후미의‘물기를’과 의미가 중복되어 자연

스럽지 않은 문장이다. 

③‘믿어지지 않았다.’혹은‘믿기지 않았다’가 옳은 표

현이다.‘믿겨지다’는‘믿기다’에 ‘어지다’가 결

합한 이중피동의 형태로 잘못된 표현이다.

④‘힘들게도→힘들게’로 수정하는 편이 더욱 자연스럽다. 

⑤‘여간’은 보통‘아니다’와 결합하여 강조의 의미로 

사용된다. ex) 여간 다부진 몸매가 아니었다.

2. 어법 추론 [정답 ⑤]

①‘또아리’는‘똬리’의 잘못된 표현이다.

②‘부줏돈’은‘부좃돈’의 전라도식 방언이다.‘부좃

돈’이 옳은 표현이다. (아래 표준어 규정 참고)

③‘나무라다’가 옳은 표현이다. 

④‘털어먹다’는 재산이나 돈을 함부로 써서 몽땅 없애

다. 라는 뜻으로 옳게 사용되었다. 

◎ 표준어 규정 제2장 제8항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

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다. 다만 어원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는 양

성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ex) 부조, 사

돈, 삼촌

3. 어법 추론 [정답 ②]

② 큰 따옴표는 글 가운데 대화를 표시하거나 타인의 말

을 인용할 때 사용한다.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거나 중

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쓰이는 것은 작은 따옴표

이다.

4. 어법 추론 [정답 ③]

보기 2는 다음 사항을 적용하여 고쳐 쓰도록 한다.

‘학과장겸 →학과장 겸’ (제 45항)

‘한서영교수는 → 한서영 교수는’ (제 48항)

‘돌아온지 → 돌아온 지’ (제 42항)

바른 표현 : 학과장 겸 도서관장을 맡고 있는 한서영 교수

는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들어온 지 일 년 만에 친구인 희

재를 만날 수 있었다.

5. 어휘의 관계 추론 [정답 ①]

①의‘개 – 진돗개’는 상위어와 하위어의 관계에 있다.

②~⑤는‘전체 – 일부분’의 관계에 있다.

6. 품사 [정답 ③]

③ ㉢의 앞문장의‘열’과‘백’은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

를 나타내는‘수사’이다. (아래 참고)

① ㉠의‘밝다.’는 상태를 설명해 주므로 형용사이고‘밝

는다.’는 변화를 표현하고 있으므로‘동사’라 할 수 

있다.

② ㉡의 앞문장의‘만세(萬歲)’는 오랜 세월이나 영원함

을 뜻하는 명사이고, 뒷문장의‘만세’는 기쁨을 표현

하는 감탄사이다.

④‘평생 처음’에서의‘평생’은‘처음’을 수식해주는 

부사어이다. 

⑤‘다른 생각’에서‘다른’은‘생각’을 수식해주는 관

형사이지만,‘성격이 다른 사람들’에서‘다른’은 

   ‘성격’이 다르다는 성질을 나타내주는 형용사이다. 

◎ 수사 :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품사

이다.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를‘양수사’라고 하고 

(하나, 둘, 열, 백 등)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를‘서수

사’라고 한다. (첫째, 둘째, 셋째 등) 

 

7. 어휘의 의미 추론 [정답 ⑤]

⑤ ㉤의‘속’은‘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처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기와 같이‘사람이나 사물을 대하

는 자세나 태도’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8. 높임법 [정답 ③]

㉢‘~게요’는 직원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의미의 

표현이다. 하지만 신발을 신는 것은 손님이므로 이 상황에

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

이는 대표적인 잘못된 표현 중 하나이다. 다음과 같이 고

치는 것이 옳다.

‘신어 보실게요. → 신어 보십시오.’

㉤‘~이십니다’는 주체높임법의 표현으로 표현 대상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표현이다. 돈을 높여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한 표현이다. 

‘37,000원이십니다. → 37,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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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체 가능 어휘 [정답 ①]

① ㉠의‘무슨’은 관형사로‘무엇인지 모르는 일이나 대

상, 물건 따위를 물을 때 쓰는 말’이다. 대신하기에는 

①의‘어떤’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10. 어휘의 의미 추론 [정답 ④]

④ ⓓ의‘에’는 선생님이 앞의 격언에 대해 학생이 이해

하기 쉬운 표현으로 설명해주기 위해서 잠시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사용되었다. 정황상, 말을 꺼내기가 어

색하여 머뭇거림을 나타내기 위한 표지라는 설명은 적

절하지 못하다. 

11. 조건에 맞는 문장 표현 [정답 ①]

① 문장 안에서‘ 배를 채울 빵?’과‘머리에 쌓을 책!’

부분이 대구를 이루고 있다.‘책’을‘양식’으로 비유

하고 있으며, 문장의 전체적인 의도인‘독서의 장려’

를 간접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12. 개요 수정 [정답 ⑤]

글의 서론이 되는 보기에서는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농업 생산량의 향상, 플라스틱 

제품 등 긍정적인 부분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비책을 연구해보자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본론에서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화석 

연료 사용의 문제점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크게 나누어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결론에 가서 ⑤의 내

용과 같이‘환경오염 예방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

으로 수정하는 것은 서론과 본론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다. 화석 연료 사용을 현명하게 하여 편익을 추구하는 동

시에 환경도 보존하자는 내용이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3. 글의 퇴고 [정답 ⑤]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므로‘그

리고’보다는‘그러나’가 적절하다.

[14~18] 작품 해제 

(가) 신경림, 『파장』 

파장은 시장이 끝나는 것 또는 그 시기를 의미한다. 시골 

장터 이발소 앞에 서서 참외를 깎아 먹고 목로에 앉아 막

걸리를 마시는 사람들은 모두‘못난’시골 사람들이다. 그

들은 모두 친구 같은 친숙한 얼굴들이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가뭄 이야기, 조합 빚 이야기 등 모두 암울한 일

들에 관한 것들이다. 어차피 농촌을 떠나지도 못하면서 가

지도 못할 서울을 떠올리고 섰다판을 벌일까 색싯집을 갈

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망설이기도 한다. 긴 여름 해 저

무는 파장 무렵, 화자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것은‘절뚝이는’파장이다. 이는 화자

가 술에 취해 절룩거리는 걸음걸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면서 동시에 황폐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불구가 된 

농촌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시골 장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시골 장터의 정취와 농

민들의 삶의 애환을 진솔하게 노래하고 있다.

(나)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이 시는 자연 풍경에 어우러진 인간의 모습을 묘사해 한 

폭의 풍경화를 연상시키는 작품이다. 선제리 아낙네들이 

밤에 장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개 짖는 소리, 기러기 울음

소리, 아낙네들의 말소리 등을 통해 감각적으로 제시한다. 

아낙네들은 비록 요기를 제대로 못 할 정도로 가난하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지만, 의좋은 모습을 보인다. 힘든 삶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아낙네들의 삶의 모습

에 대한 시인의 긍정적 시선을 볼 수 있다. 서민들의 애환

과 가난하면서도 의좋은 삶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다) 이성부, 『벼』

이 시는 참여시로 분류되며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과 공동

체적 유대, 역사를 위한 자기희생의 주제를 벼를 통해 표

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자기희생과 공동체 의식을 강하

게 드러내고 있다. 이 시에서 벼는 억울하게 수탈당하고 

억압당하는 민중을 대변한다. 이 시는 모진 환경 속에서도  

자기희생과 연대를 통해서 노여움을 다스리고 언제나 다

시 일어서는 백성들의 힘을 노래하고 있다. 서러움을 맑게 

다스릴 줄 아는 벼와 노여움을 덮을 줄 아는 벼, 그리고 

피 묻은 그리움을 달래면서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자기희

생의 벼를 통해서 우리는 말없는 백성들의 넉넉한 힘을 

깨닫게 된다. 

14. 표현의 특징 파악 [정답 ①]

① (가)에서‘모두들 한결같이 친구 같은 얼굴들’(나)에

서‘그래도 이 고생 ~ 의좋은 한세상이더냐’에서 공

동체 의식을 찾아 볼 수 있다.

② (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③ (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④ (가)와 (나)는 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⑤ (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5. 독자의 반응 예측 [정답 ⑤]

신경림의 「파장」은 시골 장터를 배경으로 농민들의 삶

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장터에서의 흥겨운 모습과 

인물의 내면이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의 해제와 같

이 화자는‘서울, 섰다, 색싯집, 절뚝이는 파장’등의 시어

를 통해 자포자기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16. 시적 표현 [정답 ③]

(나)에는 도치의 방식을 사용한 부분이 없다.

◎ 도치법 : 수사법 중 변화법의 일종으로, 보통 쓰는 서

술의 순서를 거꾸로 하여 문장에 정서의 환기와 변화

감을 유발하는 표현법 ex) 보고 싶어요. 붉은 산이 / 

가자, 나를 부르는 고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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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시구의 함축적 의미 [정답 ②]

[ B ] : 이런 저런 비현실적인 상상을 하다가 결국에는 절

뚝이며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통해 자포자기의 

비참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A~E] : 가족애와 동료애, 친근함, 공동체 의식 등을 표현

하고 있다. 

18.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 ①]

보기에서‘바람’은‘풀’을 억압하는 부정적인 존재로 

(다)에서의‘햇살’과 가장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다)에

서의‘햇살’도‘벼’에게 시련을 주는 존재로 볼 수 있

다. 이러한 사실은‘햇살이 따가워질수록 ~ 저를 맡긴

다.’부분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19. 일치 불일치 파악 [정답 ③]

여덟째 문단에서‘이것은 작은 예의 하나이지만 있는 대

로의 자연을 인위적으로 크게 변형하는 것을 극히 기피하

는 민족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③의 설명은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20. 서술 방식 파악 [정답 ②]

글의 서두에서 지은이는 삼척에 가서 죽서루를 봤던 경험

을 밝히고 있다. 죽서루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내용을 토대로 하여 후반부에서 자연을 존중하고 어울림

의 미학을 추구하는 한국 건축의 특징을 설명하는 글을 

이끌어 내고 있다. 

21. 의미 추론 [정답 ③]

화룡점정(畵龍點睛)은 용을 그린 다음 마지막으로 눈동자

를 그린다는 뜻으로 가장 요긴한 부분을 마치어 일을 끝

냄을 이르는 말이다. 네 번째 문단에서‘화룡점정’에 대

해서 설명할 때 호활한 자연 풍경 속에‘죽서루’를 멋지

게 들여놓음으로써‘화룡점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가장 유사한 상황은 ⓒ라고 할 수 

있다.   

[22~25] 작품 해제

작자 미상, 『흥부전』

흥부전은 조선 후기 서민사회에서 광대와 가객 등 서민 

예능인들에 의하여 형성된 작품으로 당시 사회의 다양한 

모습과 작품을 생성시키고, 향유했던 서민계층의 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두 주인공인 흥부와 놀부는 당시 

서민사회의 일정한 신분적 특징과 유형을 반영하는 전형

적 인물로 나타나 있다. 흥부와 놀부는 같은 형제이면서도 

양반과 천인으로 그 사회적 신분이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

어, 그 이유를 판소리계 소설의 중요한 특징인 부분의 독

자성에 기인한다고 보며, 작품의 사회적 의미를 화폐 경제

의 발달, 천부의 대두와 물질적 가치관의 성행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또 이와는 달리 흥부와 놀부의 신분관계를 

같은 서민층의 양면성을 반영했다고 보고, 놀부는 상승된 

경영 형태의 농부의 반영인 반면에, 흥부는 소작의 기회마

저 얻지 못하고 모든 생산수단을 상실하여 품팔이꾼으로 

전락한 영세농민을 반영한 인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처

럼 견해차가 있어도 흥부전이 당시 서민사회의 양상을 반

영하고 있고, 서민계층의 삶과 생각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은 작

품의 초반에 흥부가 자식들을 위해 놀부에게 구걸을 갔다

가 거절당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22. 표현 기법 [정답 ①]

지문의 내용에서 사물을 의인화하여 인간의 본성을 비판

하는 부분은 찾아 볼 수 없다.

② 흥부와 아내와의 대화에서‘백이숙제’를 언급하고 있

고. 흥부와 놀부의 대화중에도 고사성어(천불생무록지

인~)가 언급되고 있다.

③ 글의 맨 앞부분에서 생쥐에 관련한 묘사를 볼 수 있다.

④ 글의 전반적인 대화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⑤ 놀부의 집으로 향하는 흥부의 행색을 묘사한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23. 내용 비교 [정답 ④]

본문에서 흥부의 아내는 남편에게 구걸을 권유하지만 무

능력을 비판하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와 달리 보

기에서 허생의 아내는 허생이 생업에 뛰어들지 않고 글공

부만 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① 흥부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② 흥부와 허생 모두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③ 흥부의 아내는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다. 오히려 허생의 

아내가 바느질품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⑤ 허생의 아내가 자식들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24. 등장인물의 심리 [정답 ⑤]

[B]에서 놀부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흥부에게 주기에

는 아깝고, 아무 것도 줄 수 없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

다. 그리고 놀부가 말한 대목 중‘의복이나 주자한들 집안

이 고루 벗었거든 너를 어찌 주며’에서 흥부를 자신의

‘가족’이나‘집안’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25. 사자성어 [정답 ②]

㉠은 소반(밥상)과 조리(밥을 짓는데 사용하는)가 사용되

지 않고 항상 벽에 걸려있으며 매일 밥을 먹지 못하고 달

력을 보아가며 가끔씩 정해진 날에만 밥을 먹는다는 뜻으

로 제대로 끼니를 잇지 못하는 매우 굶주리는 상황을 해학

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와 가장 유사한 사자성어는 한 달

에 아홉 번 밥을 먹는다는 뜻의 삼순구식(三旬九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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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십시일반(十匙一飯) : 열 사람이 한 술씩 보태면 한 사

람 먹을 분량이 된다는 뜻으로 어려운 일도 힘을 모으

면 쉽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③ 남부여대(男負女戴) : 남자는 등짐을 지고, 여자는 머

리에 짐을 진다는 뜻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도는 것을 의미한다.

④ 동병상련(同病相憐) :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

람들끼리 서로 불쌍하게 여긴다는 의미이다. 

⑤ 풍찬노숙(風餐露宿) : 바람 속에서 식사를 하고 이슬을 

맞으며 잠을 이룬다는 뜻으로, 어려운 상황과 극심한 

고생을 의미한다.

26. 일치 불일치 파악 [정답 ④]

뇌 영상 기술이 뇌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내

용은 본문 전체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27. 반응 추론 [정답 ③]

본문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문단에서 CT는 X선을 투과해서 

간단히 영상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응급 환자의 진

단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뇌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는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CT만으로는 의사소통

이 안 되는 원인까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뇌의 활동까지 

분석할 수 있는 PET검사나 fMRI검사가 더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28. 내용 파악 [정답 ⑤]

CT촬영의 경우에 따로 의약품을 투여한다는 내용은 어디

에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29~33] 작품 해제 

(가) 작자 미상, 『동동』 

이 작품은 고려가요로 국문학 사상 최초의 월령체 노래

(일 년 열두 달을 순서대로 맞추어 나가며 읊은 시가 형

식)이다. 임에 대한 송도(칭송하여 축하)의 내용을 담은 

서사와 임에 대한 연모의 정을 월별로 표현한 12개의 연

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주로 자연적인 소재를 통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며 대조, 비유 등의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후렴구가 특징으로 나타난다. 주제는 임

에 대한 예찬과 그리움, 사랑 이라 할 수 있다. 제목인

‘동동’은 북소리를 표현한 의성어이다.

(나) 맹사성, 『강호사시가』

이 작품은 조선 초기에 맹사성(孟思誠)이 지은 시조. 4수

로 된 연시조이다.‘강호가(江湖歌)’또는‘사시한정가(四
時閑情歌)’라고도 부른다. 이 작품은 춘하추동의 네 계절

에 따라 한 수씩 읊고 있는데, 태평세월에 벼슬을 그만두

고 강호에 묻혀 자연경관을 즐기면서 임금의 은혜를 감사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연시조 형태로는 최초이며, 자

연애시조(自然愛時調)의 원류가 되는 작품이다.

(다) 정철,『사미인곡』

이 작품은 작가 정철이 조정에서 밀려나 낙향한 후, 고향

인 창평에 머물면서 지은 작품으로, 임금(선조)을 그리워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남녀 간의 사랑에 빗대어 표현한 

가사이다. 서포 김만중은 이 작품을 들어‘관동별곡’,

‘속미인곡’과 더불어‘우리나라의 훌륭한 문장은 이 세 

편뿐이다.’라고 극찬하였고, 초나라 굴원에 비겨‘동방의 

이소’라고 하였다.

29. 시상의 전개 방식 [정답 ①]

① (가)는 사월~칠월 사이의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 (나)는 여름과 가을의 계절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다)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에만 한정된 설명이다.

③ (가)에만 한정된 설명이다.

④ (나)에서는 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낼 뿐, 특별히 

임에 대해 애절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지는 않다.

⑤ (나)에서는 자연 속에서 자유롭고 한가하게 지내는 정

취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역시 적절하지 않는 설명이다.

30. 시조의 표현 방식 [정답 ⑤]

(나)와 (다) 모두 한 행의 음보수가 4음보로 동일하다. 따

라서 한 행의 음보수와 한 작품의 행수 구성에서 서로 차

이가 난다는 ⑤의 설명은 옳지 않다.

①‘아으 동동다리’부분이 연의 마지막 부분에 후렴구로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②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각 연의 마지막 행에 반복되

어 강조의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③ (다)는 전체적인 행동의 묘사를 통해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각각 12월과 4계절로 구분되는 연시조

이다.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은 작품 중 일부분이다.

31. 시구 분석 [정답 ④]

전체적인 글의 주제가 자연 속에서 여생을 한가하게 즐기

는 것이 모두 임금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에 감사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소일(消日)은‘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

냄’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화자가 적극적으로‘소일’

을 수행하려고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2. 비교 분석 [정답 ③]

(다)의 화자가 임에게 옷을 지어 보내는 것과 같이 보기

의 화자는 묏버들을 꺾어 보내고 있다.‘옷’과‘묏버들’

은 모두 임이 보면서 자신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매개

체 역할을 해주는 사물이다. 따라서 화자의 분신과 같은 

사물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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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구 해석 [정답 ③]

밑줄 친 ㉠~㉤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옛 나를 잊고 지내시는가.

㉡ 벼랑에 버려버린 빗과 같구나.

㉢ 임과 함께 살아가고자

㉣ 비단 포장은 쓸쓸히 걸려 있고 수놓은 장막 속도 비어

있구나.

㉤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34. 제목 추론 [정답 ①]

본문의 첫째 문단에서 수요 공급 모형을 이용하여 조세의 

귀착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글의 후반

부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구입자와 공급자 

간의 세금 부담의 양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의 귀착과 탄력성이라고 제목

을 짓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②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글을 전개한 것은 아니다.

③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조세가 어떻게 귀착되는 

가를 분석하였지, 세금 부과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

④ 조세 부과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언급되지 않았다.

⑤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에 대해 논의하였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 것은 아니다. 

35. 본문의 이해 [정답 ②]

본문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

탄력적인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구입자가 세금을 대부분 

부담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세금을 대부분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비

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더 부담한다는 ②의 설명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36. 내용 확인 [정답 ④]

도표 아래에 있는 세 번째 문단에서 세금을 구입자에게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급곡

선이 이동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37. 어휘의 활용 [정답 ②]

②의‘수입품에 세금이 부담되었다.’는 문맥적으로도 어

색할 뿐만 아니라 세금은 일반적으로‘부과’한다는 표현

을 사용한다.‘부담’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어떤 의

무나 책임을 진다)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38. 일치 불일치 파악 [정답 ②]

전체 문맥에 비추어 보아 마지막 문단에서 욕망에 푯말을 

세운다는 말의 의미는 욕망을 절제하고 극복하기 위해 욕

망을 직시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②의 설명과 같이 욕망을 

생산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욕망을 끊임

없이 생산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은 그 다음 문장에서 이

어지고 있다.

39. 글의 설명 방식 [정답 ④]

① 첫째 문단에서 무절제한 사람을 노예에 비유했다.

② 마지막 문단에서 절제하는 사람과 무절제한 사람들을 

대비하여 설명하였다.

③‘절제’를‘얽매이지 않음’,‘자제’,‘만족’등과 비

교하여 설명하였다.

⑤ 다섯째 문단에서 푸코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40. 유사 의미 파악 [정답 ④]

보기의 내용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A]의 태도는 주어

진 최소한의 것에 최대한 만족함으로써 최대의 행복을 누

릴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의 태도와 가장 유사하다. 

㉠ 두세 이랑 밭과 논을 다 묵혀 던져두고

㉡ 인간 세상의 어느 일이 운명 밖의 일이겠는가

㉢ 가난하면서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 한 그릇의 밥과 표주박의 물에도 만족하게 생각한다.

㉤ 태평한 세상에 충성과 효도를 일로 삼아

41. 대체 가능 어휘 [정답 ③]

①~⑤의 어휘를 사전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갖는 조합은 ③의‘밀접한, 

무한하다면, 향유할’이라고 볼 수 있다.

밀접한 :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는. 또는 그런 관계에 있는

불가결한 : 없어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필요한

무수하다면 : 헤아릴 수 없이 많다면

무한하다면 : 수, 양, 공간, 시간 따위에 제한이나 한계가 

없다면

향유할 : 누리어 가질

완상할 : 즐기고 구경할

[42~45] 작품 해제

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

이 작품은 일생을 독짓기에 바친 송 영감의 집념과 좌절

을 통해 도공으로서 치열하게 살아온 그의 삶을 그려낸 

소설이다. 도망간 아내와 조수에 대한 배신감이 중심 사건

으로 그려지고 있지만(본문의 앞부분) 소설의 중심에는 

노쇠한 몸과 혼미해진 정신에도 불구하고 독짓기에 자신

의 생명을 걸고 분투하고 있는 송 영감이 있다. 비록 송 

영감은 현실적인 생계유지에 실패해 아들을 양자로 보내

게 되지만 독 가마 안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그의 모습은 

독자로 하여금 그가 추구했던 바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한다.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하여 송 영감의 

정신적 갈등과 인물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본문은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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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서술상의 특징 [정답 ②]     

본문에서는 대화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전체적인 글의 

전개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주인공의 행동에 대한 묘사

와 설명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②의 설명이 가장 적절하

다고 볼 수 있다.

①‘의식의 흐름기법’이란 서술자의 마음 속 상태를 있

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한 개인의 내면의 

목소리를 그대로 서술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소설로

는 이상의‘날개’가 있다. 위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

점에서 화자가 주인공의 행동이나 심리에 대해 설명

과 묘사를 통해 글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무관한 설명

이다.

③ 서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이다.

④ 본문의 내용은 송 영감의 내면적 갈등이 심화되는 것

이지, 외적 갈등이 심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순차적인 시간적 흐름에 따라 글이 진행되고 있다. 액

자식구성은 보이지 않는다.

 

43. 상징적 의미 유추 [정답 ④]

㉠부분을 포함하여 첫 번째 문단을 살펴보면 ㉠에서 깨진 

독은 송영감이 지은 독임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송영감

이 더 이상은 독 짓는 장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

다는 것을 상징하며, 아들을 입양 보내기로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설명은 ④라고 

할 수 있다.

44. 주인공의 심리 유추 [정답 ③]

[A]장면에서 송 영감은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하고 

앵두나무집 할머니를 모셔온 것이다. 자식을 입양 보내는 

아버지의 안타깝고 절절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송 영감의 마음은 아이를 보내기 위해 죽은 척 하고 눈물

을 흘리는 (다)부분에서 최고조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45. 독자의 반응 유추 [정답 ④]

보기에서는 방물장수가 송 영감에게 돈을 건네는 부분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2014’경찰대학 영어영역
  

01. ③

06. ③ 

11. ④ 

16. ④ 

21. ③

26. ③

31. ① 

36. ⑤

41. ⑤

02. ②

07. ⑤

12. ①

17. ③

22. ②

27. ①

32. ④ 

37. ②

42. ④

03. ④

08. ⑤

13. ④ 

18. ①

23. ①

28. ①

33. ⑤ 

38. ③

43. ⑤

04. ③

09. ③

14. ④ 

19. ②

24. ④

29. ②

34. ⑤ 

39. ⑤

44. ③

05. ①

10. ④

15. ⑤

20. ①

25. ②

30. ②

35. ② 

40. ①

45. ①

1. 어휘 추론 [정답 ③]

한 종류의 연구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는 실험의 방

법은 다른 종류의 연구에서 선택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풀이 : deem은‘~으로 생각하다, ~으로 간주하다’의 의

미가 있다. consider와 가장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

서 밑줄 친 deemed는‘~으로 여겨지는, ~으로 간주되

는’으로 해석되며 보기 중 considered로 대체 가능하다. 

deemed : ~으로 여겨지다, 간주되다

coined : (화폐 등이) 만들어진, 주조된 

pronounced : 발음되다, 소리 나다.

2. 어휘 추론 [정답 ②]

국가들의 내전에 의해 세계 문화 유적지가 위협 받고 있

다. 전문가들은 위험에 처한 박물관들과 기념물,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다른 장소들을 보호하고 감시하기 위

해 위성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풀이 : wield는 (도구나 칼 등을)‘사용하다, 휘두르다’

라는 의미가 있다. 보기의 단어들 중 가장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단어는‘쓰다, 고용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employ

이다.  

wield : (두구나 칼 등을) 사용하다, 휘두르다

legalize : 합법화하다

avoid : 꺼리다, 회피하다

clarify : 명확하게 하다

3. 어휘 추론 [정답 ④]

그가 대장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받아들일 수

가 없어서(감당할 수 없어서) Michael은 그의 주치의가 

돌팔이 의사가 아닌지 의심했다. 그리고 다른 진단(암이 

아닌)은 없는지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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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quack는‘돌팔이 의사’라는 뜻이다. 보기 중에

서 charlatan은‘사기꾼, 협잡꾼’의 의미도 있지만 특히

‘돌팔이 의사’라는 뜻으로도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다. 

cope with : 감당하다, 대응하다

diagnose : 진단하다 

colon cancer : 대장 암

quack : 돌팔이 의사

clown : 광대

demagogue : 정치가, 선동가

charlatan : 사기꾼, 돌팔이 의사 

benefactor : 자선가

4. 어휘 추론 [정답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적인 욕망에 대해서 다소 경애심을 

가진 학생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돈에 대

한 관심은 좋은 일이었고, 그 좋은 일들 중 한 가지는 바

로 돈을 가진 사람들은 관대함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

이었다.

풀이 : hector은‘윽박지르다, 혼내다, 괴롭히다’라는 

뜻이 있다. 보기의 단어들 중 이와 유사하게 부정적인 의

미를 갖는 단어는 criticize‘비평하다, 비난하다’가 있

다. 의미상 완전하게 부합되지는 않지만 문맥상 나머지 보

기의 단어들 보다는 훨씬 더 원래의 의미에 가깝다.

piety : 신앙심, 경애심

hector : 괴롭히다, 못살게 굴다

incite : 선동하다, 부추기다

appease : 달래다, 진정시키다

5. 어휘 추론 [정답 ①]

권투 해설자는 헤비급 챔피언에 대해 언급했다.“그의 왼

쪽 훅은 정말 결정적 한 방입니다. 그런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탱크 정도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풀이 : sockdolager 는‘결정적 타격, 최후의 일격, 엄

청나게 무거운(큰) 물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문맥

상 decisive blow‘결정적 타격’이 가장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commentator : 해설자, 방송원

remark : 주목하다, ~에 대해 말하다

sockdolager : 결정적 타격, 최후의 일격

sneaky : 은밀한, 남몰래 하는

elusive : 파악하기 어려운 

fragile : 부서지기 쉬운

delivery : (탄환 등의) 발사, 배달 

6. 선택적 어휘 추론 [정답 ③]

최근 수년간 진정한 부의 척도로써의 GDP의 부적절함에 

대한 인식이 증가해왔다. (GDP는) 경제적인 자본의 형태

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연 환경의 건강과 생물학적 

다양성, 지역사회의 견고함, 사람들의 행복과 복지 등과 

같은 다른 형태의 자본들과의 연관성은 참고하지 않는다. 

사회는 그것의 다양한 형태의 자본을 훨씬 더 균형 잡히

고 완전한 방법으로 주의 깊게 발전시켜야만 한다. 사회는 

경제적인 부를 다른 형태의 자본으로 대체해야만 한다. 그

리고 소비와 물질적인 생산을 대폭 줄이면서 어떻게 삶이 

유지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더욱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풀이 : (A)와, (B)는 해석을 참조하면 문맥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C)는 바로 앞의 문장에서 경제적인 부를 

다른 형태의 자본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부분인 소비와 생산량을 줄인다는(reducing) 

내용이 오는 것이 문맥적으로 적절하다. 

awareness : 인식, 인지

inadequacy : 부적절함

exclusive : 배타적인

reference : 참고, 참조

biodiversity : 생물의 다양성

environs : 주변 지역, 외곽, 근교

integrate : 통합하다. 완성하다.

substitute A for B : B를 A로 대체하다

enhance : 향상하다, 발전하다

throughput : 처리량, 일의 양

7. 어휘 추론 [정답 ⑤]

좋은 이야기들, 특히 대형 스크린(영화)을 위한 좋은 이야

기를 창작해줄 작가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하지만 (영화를 만드는데) 사용되지 않거나, 앞으로

도 절대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을 이야기와 시나리오에 대

한 공급은 훨씬 더 많다. 사실, 매해 100,000개 이상의 

대본이 쓰여 지고, 이 중 몇 백 개의 작품만이 실제 영화

로 제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들의 대부분은 흥

행하지 못한다. 대개는 대본이 문제인 경우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바로 이야기가 없

다는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영화를 위한 좋은 이야

기와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엄청나게 많은 주의

가 요구된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상의 수치는 좋은 이야기

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어려운지)에 대해 

알려주는 놀라운 증거일 뿐이다.    

풀이 : 글이 전반적으로 좋은 이야기와 시나리오를 만들

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⑤의 easy(쉬운)는 적절한 쓰임이 아니다. 

difficult(어려운)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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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play : 영화 대본, 시나리오

culprit : 죄인, 범죄자

startling : 놀라운, 깜짝 놀라게 하는

8. 어휘 추론 [정답 ⑤] 

다른 형태의 통치 제도에는 다른 형태의 군사 조직이 대

응된다. 중세시대에, 자주도시들은 공통적으로 그들 자신

만의 군대를 조직했고, 시민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했

다. 시민의 개념은 모든 도시의 인구를 포함하는 것은 아

니었다. 그리고 종종 자기 혁신(self-renewing) 위원회의 

선출된 구성원들만으로 (시민에 해당하는) 범위를 좁히기

도 하였다. 베니스와 다른 여러 해양 도시의 경우에는, 병

역 의무는 민병대(지원하는) 뿐만 아니라 해군에 대한 복

무로 이루어져 있었다. 장원제도 하에서, 지주는 그들의 

신하와, 소작인, 농노로 구성된 자신만의 군대를 해체 시

켰고(→조직 했고) 때때로 그들의 사적인 전투를 수행하

였다, 때로는 전쟁 기간 중에는 (영지로) 복귀하기 전까지 

왕의 부대에 합류하기도 하였다. 

풀이 :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주들이 군대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⑤의 disbanded 

(해체했다)는 적절하지 않은 쓰임이다.

correspond : 대응하다, 해당하다, 상당하다

oblige : 의무를 지우다, 부과하다

narrow : 폭이 좁은, 좁히다, 줄이다

maritime : 바다의, 해양의

militia : 의용군, 시민군

naval service : 해군 복무

manorial : 장원의, 영지의

disband : (군대 등이) 해산 하다. 해체 하다.

vassal : 신하, 가신

tenant : 소작인

serf : 농노 

overlord : 지배자, 왕

9. 어휘 추론 [정답 ③]

지난 해, 미국의 자동차 구매자들은 자동차를 살 때 품질

과 안전 이상으로 연비를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꼽

았다.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시장에서의 하이브리드와 고

효율 내부연소 엔진에 대한 (관심의) 쇄도와 정확하게 일

치한다. 하지만 엔진은 효율적으로 되어갈지 몰라도 단 하

나의 명백한 효율성(→비효율성)은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 

없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나쁜 운전 습관은 연비

를 1/3 만큼이나 감소시킬 수 있다. 연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술자들은 자동차를 새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자들 또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풀이 : 마지막 문장에서 자동차 이상으로 연비에 큰 영향

을 주는 것이 운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③에

는 비효율성과 관련된 단어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fuel economy : 연비, 연료 소비율

outrank : ~의 위를 차지하다 

nicely : 좋게, 잘

coincide : 일치하다, 동시에 일어나다

combustion : 연소 

glaring : 반짝이는, 명백한, 틀림없는

slash : 상처를 입히다, 삭감하다

10. 어법 추론 [정답 ④]

고통에 대해 무감각한 것은 위험한 것이다.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반응하지 않도록 작용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

람은 반복되는 부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일반적으로는 위

험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 이러한 증세를 갖고 

있는 한 소년은 파키스탄의 노상 공연장에서 나이프를 그

의 팔에 찔러 넣거나 불타는 석탄 위를 걷는 등의 공연을 

했다. 그는 14살 때 지붕에서 떨어져서 사망했다. 비록 우

리가 고통을 아예 없애는 것은 바라지 않을 지라도. 그럼

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일 것이다.    

풀이 : 시기가 분명한 과거의 내용을 표현할 때에는 완료 

시제를 사용할 수 없다. ④의 문장에서는‘at age 14’ 

에서 정확하게 시기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 시제는 

사용할 수 없고 과서 시제를 사용해야 한다.‘has died 

→ died’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Insensitivity : 무감각 둔감

axon : (신경 세포의) 축색 돌기

thrust : 밀다, 찌르다

11. 어법 추론 [정답 ④]

Menno Aden은 건축물과 공간에 대한 디자인이 미치는 

영향력과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매료되어 

있었다. 그 41세의 예술가는 그의 고향인 베를린에서, 주

거 단지의 외부와 회사 건물의 내부에 대해서, 각각의 이

미지를 격자 모양과 사각 모자이크 이미지로 재배치하거

나, 때때로는 그것들을 영상물로 바꾸어가며 탐구해왔다. 

하지만 그가 최근의 프로젝트에서 보인 영감은 음식에 대

한 사진 일기에서 받은 것이었다. 그 사진에서 그는 의자 

위에 서서 카메라를 아래로 향하고 그의 식사를 찍었다. 

이러한 관점은 음식보다도 공간에 대해 더욱 많은 강조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방 전체를 볼 수 있는  높

은 곳에서의 조망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      

풀이 : ④의 자리에는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가 오는 

것이 옳다. 이 자리에 오는 관계사는 앞 문장에서의‘a 

photographic food diary’를 선행사로 받기 때문에 

언뜻 주격 관계대명사인‘which’가 오는 것이 와야 할 

것 같지만, 이어지는 문장 전체를 살펴보면 주어나 목적어

가 완전하게 갖춰진 완벽한 문장이므로 주격, 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which’가 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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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어지는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원래 존재하던 (in 

the photographic food diary)와 같은 부사구가 생략

된 것으로 보고, ④에는 대응되는 관계부사인‘where’가 

오는 것이 타당하다. 

residential developments : 주거 단지, 택지 개발

grid : 격자, 격자무늬

panel : 패널, 네모꼴의 물건

mosaic : 모자이크 

transpose : 바꾸어 놓다. 옮기다.

overhead : 머리 위에, 높이

  

12. 어법 추론 [정답 ①]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지역 토지의 이용 통제(그린벨트 규

제와 같은)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논쟁을 하는(→되

는)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소유권에 대한) “취득”의 문

제이다. 미국 헌법의 5차 개정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누구도 적법한 법적 절차 없이는 삶

과, 자유, 재산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또한 개인의 재산은 

적절한 보상 없이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국가에게 국민의 사적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그것은 오직 공공의 목적을 

위할 때여야 하고, 주인이 합당한 보상을 받았을 때에만 

가능하다. 토지는 물리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공원이나 고속도로를 위해) 그리고 (그러한 

취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상이 얼마나 이루

어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것을 핵심으로 한다.  

풀이 : contest는 동사로‘논쟁하다, 겨루다’라는 의미

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문장에서 contesting은 능동 의

미를 갖는 현재 분사로‘most contesting issue’를 그대

로 해석할 경우 (스스로)‘가장 논쟁을 많이 하는 주제’ 

가 된다. issue(주제)는 추상적 사물로 스스로 논쟁을 할 

수는 없으므로 수동의 의미를 갖는 과거분사 contested(논

쟁이 되는, 다투어지는)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contest : 논쟁하다, 겨루다, 다투다

land-use control : 국토계획안, 토지이용 통제

be deprived of : ~을 빼앗기다, 약탈당하다

compensation : 보상 

revolve around : ~을 중심으로 돌다, 핵심으로 하다.

13. 지칭 추론 [정답 ④]

그날은 농장에서의 다른 겨울날처럼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오후 무렵에는 큰 소란이 일어났다. 돼지우리의 지

붕에 쌓였던 눈이 너무 무거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붕은 

휘어서 내려앉았고, 무거운 나무 기둥이 새끼 돼지를 덮쳤

다. 그 기둥은 그것(새끼 돼지)을 못 움직이도록 누르고 

있었고, 그것(새끼 돼지)는 움직일 수 없었다. 내가 그 장

소에 도착했을 때, 그것(새끼 돼지)는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나는 그것(새끼 돼지)로부터 그 기둥을 치

워버리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예상치 못했던 문제에 봉착

하게 되었다. 어미 돼지가 그 새끼 돼지를 보호하고 있었

다. 그것(어미 돼지)은 새끼의 근처로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다. 그것(어미 돼지)는 내가 도우려고 

노력하는 사실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농장의 다

른 일꾼이 밧줄을 이용해 어미 돼지를 붙잡고 나서야 나

는 새끼 돼지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그것(새끼 돼지)을 

풀어줄 수 있었다.  

풀이 : 해석 참조

all hell break loose : 큰 소란(혼란)이 일어나다.

pen : 동물의 우리, 축사

cave : 휘다, 내려앉다

squeal : 비명을 지르다, 울다

restrain : 구속하다, 억누르다

14. 일치 불일치 파악 [정답 ④]

27살의 변호사인 Kevin Han은 검소한 사람이다. 아침식

사는 5위안(82센트) 어치의 두유 한잔과 삶은 계란 한 

개이다. 점심은 베이징에 있는 그의 직장 구내식당에서 

20위안 어치의 쌀밥과 약간의 고기가 섞인 야채를 먹는

다. 그는 저녁 식사를 위해서도 같은 금액만 사용한다. 그

는 옷을 사는 거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저렴한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직장까지는 지하철을 이용한

다.(왕복 4위안) 그가 자신만의 공간을(집을) 마련하려면 

절약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는 한 달에 13,000위안을 

벌고 절반가량을 저축한다.“나의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다. 

따라서 나는 나 스스로 모든 것들을 모아야만 한다.” 

풀이 : 해설(밑줄 친 부분) 참조

frugal : 검소한

scrimp : (지나치게) 절약하다, 인색하게 굴다

15. 일치 불일치 파악 [정답 ⑤]

Ed Sheeran은 그의 Radio City Music Hall show에서 

매진을 기록한 관객들에게 노래를 들려준 뒤에 “나는 집

에 가서 텔레비전을 볼 거야”라고 말했다. 그 22살의 그

래미상에 후보로 오른 싱어 송 라이터는 현재의 자기 자

신: 즉 당신의 부모님들이 실제로 들어봤음직한 포크-팝 

래퍼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존재가 되는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참신한 접

근이 그를 (오늘날의) 위치에 오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를 믿지 않니?’650만 명 이상의 트위터 팔로워들

과 그저 그를 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공연장에 나타나

는 수천의 함성을 지르는 소녀들에게 물어보라. 누군가는 

Ed가 하루 밤 사이에(짧은 시간 안에) 음악적 돌풍을 일

으킨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England의 Halifax 출신

인 그(Ed)는 그의 음악에 대한 사랑이 아주 어릴 때부터 

개발되었던, 예술적인 집안에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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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해설 참조 (밑줄 친 부분)

serenade : 사랑 노래, 사랑 노래를 들려주다

folk-pop : 민요의 멜로디와 가사를 채용한 대중음악

overnight : 밤을 새는, 하룻밤(일시적으로)만 유효한

nurture : 기르다, 영양분을 주다

16. 일치 불일치 파악 [정답 ④]

5년 전 35세의 Pete Bodharamik는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었다. 그는 그 때 그의 아버지가 1982년에 창업했던 통

신지주 회사인 Jasmine International을 막 물려받았다. 

회사는 그의 아버지가 1990년대에 빌린 돈으로 사업을 

다각화 한 이후 (받게 된) 법원의 파산 관리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Pete가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대 역시 그렇게 

높지 않았다. 하지만 Pete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매체를 

위한 콘텐츠에 대해 탐구하고, 대중문화와 연예에 대한 그

의 애정(깊은 관심)을 추구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방

콕의 외곽 지역에서 Jasmine의 제한적인 광대역 통신망

을 확장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했는데, 그곳에는 

경쟁사들이 거의 없었다. 그는 그 거대한 파이프(통신망을 

설치했던 케이블)를 영화와, 텔레비전 쇼, 뮤직 비디오, 게

임, 그리고 다른 풍부한 콘텐츠들로 채워 넣었고, 때때로

는 그가 설립했던 미디어 회사에서 만들어진 내용도 포함

시켰다.  

풀이 : 해설 참조 (밑줄 친 부분)

holding : (회사의) 보유 주식 수, 자산

take over : 이어 받다, 인수하다

turn A around : (상황을) 호전시키다, 돌려 세우다

delve into : ~을 탐구하다

broadband : 광대역의

province : 지방, 지역

pipe : 관, 관 모양의 물체 

17. 일치 불일치 파악 [정답 ③]

John Philip Sousa는 그의 음악 교육을 6살 때 바이올린

을 연주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가 13살이 되었을 때, 해

병대 악단의 트롬본(악기) 연주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Sousa를 U.S. Marine Corps(미국 해병대)에 견습생으로 

등록시켰다. 견습 과정을 이수한 뒤 몇 년이 지나고, 

Sousa는 그가 지휘하는 방법을 배웠던 극장(실내) 관현

악단의 일원이 된다. The marching brass bass(행진용 

베이스 금관악기)나 sousaphone(수자폰)과 같은 악기들

은 그(Sousa)가 해준 디자인에 대한 몇몇 조언들을 참고

해서 1893년에 Philadelphia의 악기 장인인 J. W. 

Pepper에 의해 탄생하게 되었다. 그는 해병대 악단을 떠

난 해에 Sousa 악단을 조직했다. 그 악단은 미국과 파리 

세계 박람회를 포함한 전 세계 곳곳에서 연주를 했다. 그

는 Pennsylvania에서 심장마비로 77세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 전날 그는 Ringgold 악단과 함께 “The 

Stars and Stripes Forever”라는 공연의 리허설을 지

휘하고 있었다. 그의 사망 후 1976년에는 위대한 미국인

으로서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되었다. 

 

풀이 : 해설 참조 (밑줄 친 부분)

apprentice : 견습생  

apprenticeship : 견습 기간, 견습 과정

theatrical : 극장의 극단의

orchestra : 관현악단 

sousaphone : 수자폰 (tuba 종류의 관악기)

brass : 놋쇠, 황동, 금관악기

bass : (음악의) 베이스, 낮은 음 부분

Exposition : 엑스포, 박람회, 전람회

posthumously : 사후에, 죽은 뒤의

enshrine : (고인을) 안치하다, 소중히 간직하다

18. 빈칸 추론 [정답 ①]

아마도 인류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 가장 큰 함정

은 다음과 같은 말을 만들어낸 일이었을 것이다.“모든 것

을 다 갖기”이 세 단어(Having it all)는 각종 연설과, 

신문 헤드라인, 그리고 기사들에 의해 널리 퍼뜨려 지는 

중에, 이 문구는 성공지향적인 (성질을 갖도록) 의도되었

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

고 말았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그렇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와는 상관없이, 누구

도 전부를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모든 것을 다 갖

기”라는 오래된 문구는 경제적인 상관성의 기본을 무시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균형에 대한 개념’이다. 우리 

모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인생을 누리기 위

해 노력한다. 직업이나 아이들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 

등의 변수에 기초해서 우리가 가진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

려고 시도하며, 우리가 가진 시간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

로) 분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자원의 결핍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도 전부 다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다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대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풀이 : 빈칸의 뒤에는 사람들은 누구나 모두 다 가질 수

는 없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 내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들

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이와 가장 관련성이 있는 내용은 ①의 the idea 

of trade-offs(균형에 대한 개념)이다. 혹 명확하게 ①의 

내용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②~④의 내용은 본문의 

내용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내용들이다.

coin of a phrase :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다. 

bandy about : (소문 등을) 퍼뜨리고 다니다, 토론하다

fall shot : 부족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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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irational : 야망에 찬, 출세지향적인 

emphatically : 명확하게, 뚜렷하게

antiquate : 낡아 빠진, 시대에 뒤쳐진

rhetoric : 수사, 화려한 문체, 웅변

disregard : 무시하다, 경시하다

trade-off : (대립되는 존재들 간의) 균형

constrain : 강요하다, 강제하다

optimization : 최적화, 최대의 활용

parameter : 변수 

scarcity : 부족, 결핍

19. 빈칸추론 [정답 ②]

생태학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대개 온실 가스 배

출이나 생물학적 다양성, 그리고 여타 자연계에 대한 측정

치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논쟁에는 생산량과, 인

구수에 대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최신 동향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중요하

게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은 

생태학적인 결과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사람들은 그

들의 일상적인 삶과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해 시간과 돈, 

그리고 천연 자원들을 결합시킨다. 회사들은 상품을 만들

어내기 위해 시간과 물적 자본, 그리고 천연 자본을 결합

한다. 대개 시간과 천연 자원들은 서로 서로를 대체하기 

마련이다: 어떤 일을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 대개 지구

(자연)에 더 큰 피해를 입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시간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가정과 사회는 더욱 더 무거운 생

태학적 결과를 남기게 되고, 1인당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

하게 된다.   

풀이 : 밑줄 친 앞부분에서 일을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하

면 지구(자연)에 더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하고 있

다. 밑줄 친 부분을 포함한 마지막 문장은 이에 대한 구체

적인 설명이 이어지므로 ③의 내용이 적절하다. 

sustainability : 유지(지속) 가능성

feature : 특색을 묘사하다, 크게 다루다

to a great extent : 대부분은, 대개

per capita : 1인당 

20. 빈칸 추론 [정답 ①]

플라톤은 그의 저서인 국가(Republic)에서 시인들이 젊은

이들을 타락시킨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상적인 국가

는 시와 연극을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음악을 

통제한다고 말했다. 플라톤은 음악적인 리듬이 “그들 자

신(음악)을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투입시키는” 엄청

난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따금, 연무장(실내 체육관)에

서 지나치게 거칠어진 시민들의 기질을 완화시킬 때와 비

슷한 경우에 음악은 좋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외에는, 음악을 즐기는 것은 우리가 정신세계에

서 추구해야 할 절제를 방해하고, 사나운 성질에 불을 지

핀다. 국가가 어린 시민들을 훌륭히 키워내고자 한다면 미

학은 반드시 정치학을 따라야 한다.     

 

풀이 : 전체적으로 음악이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 주장하

고 있다. 마지막에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내

용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insinuate : (사상 등을) 은근히 심어주다

disposition : 성향, 성격, 기질

moderation : 완화, 절제, 온건함

ferocity : 사나움, 잔인성, 만행

aesthetics : 미학

defer to : ~을 따르다

indulge :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21. 빈칸 추론 [정답 ③]

나는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달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

다. 나는 마치 중력의 구속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활강하

거나 회전하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 사

진 속에서의 나는 자전거 경주 선수와 닮았을지도 모르지

만, 나는 보통의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사람이다. (보통 사

람이다.) 하지만 그 사실이(보통 사람이라는) 내가 가끔씩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달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

게 했을 때(전력 질주를 할 때) 내 자신에 대한 중요한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나는 마찬가지로 천천히 달리는 

것 역시 매우 좋아한다. 자전거에 똑바로 앉아 빙글빙글 

돌 때, 나는 세상을 보게 되고, 에너지가 충만해짐과  나

의 공동체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느낀다. 나는 농부들의 시

장이나 꼬부랑 시골길로 페달을 밟을 때, 마치 사이클 선

수가 된 것처럼 충만한 기분을 느낀다. 나는 정말로 내 안

장(자전거)과 사랑에 빠졌다.   

풀이 :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화자가 자전거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이 있

는 보기는 ①, ③ 이지만, 본문 안에서 빠르게 달리는 것

도 좋지만, 천천히 달리는 것도 좋아한다고 하였으므로 ①

은 적절하지 않다. ③에서 saddle 은‘안장’이란 뜻으로 

자전거 전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adore : 굉장히 좋아하다

mitochondria : 미토콘드리아 

energize : 에너지를 주입하다, 기운 나게 하다

meander : 꼬부랑길

saddle : 안장 

  

22. 빈칸 추론 [정답 ②] 

유전자가 선천적인 행동의 발현 가능성을 정확히 어떻게 

높이는가에 대한 것은 복잡한 문제이다. 일부 유전자들은 

뇌 내 화학 물질들을 직접 통제하지만, 다른 것들(유전자

들)은 간접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너의 유전자들이 

너를 아주 특별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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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 결과적으로, 낯선 사람들도 너를 향해 미소 지을 것

이며, 많은 사람들이 너에 대해 궁금해 할 것이다. 너의 

외모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너의 성격을 바꾸어 놓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 유전자들은 너의 환경

을 바꾸어 놓음으로써, 너의 행동을 바꾸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평균보다 훨씬 더 키가 크게 

하고 더 빠른 속도를 갖게 하고 운동 능력까지 뛰어나게 

만드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 아이는 이른 나이에 농구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곧이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농구를 하며 

보내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그 아이는 다른 취미활동들 

예를 들면 텔레비전 시청, 체스, 또는 우표 수집 등과 같

은 일들에는 시간을 덜 쓰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많은 행동

들에 대한 측정된 유전 가능성은 부분적으로는 다리 근육

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것은 가설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다음과 같은 요

점을 명확히 설명해준다. 유전자는 간접적인 방법들을 통

해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풀이 : 글의 전반에서 예를 들어 준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유전자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다양한 영향을 끼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하는 내용이 마지막

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해설 참조)

coordination : (신체 동작의) 조정력 

pursuit : 취미 활동

heritability : 유전율, 유전력, 상속 가능성 

hypothetical : 가설의, 가정의

roundabout : (말이나 행동 등이) 완곡한

23. 어휘 추론 [정답 ①]

지구의 상층부의 대기는 – 영하의 온도에, 산소도 희박하

고 자외선으로 넘쳐나는 – 생명이 살 수 없는 공간이다. 

하지만 지난겨울 Georgia 기술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수

십억의 박테리아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

해냈다. 아주 적은 수의 미생물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

고, 연구자들은 NASA의 제트기를 타고 지구 표면 6마일 

높이로 비행해 보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작은 조각들(미생

물)을 모의기 위해 필터를 통해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였

다. 지상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미생물들의 수를 계산해 

보았다. 그리고 그 수는 굉장히 놀라울 만한 것이었다.: 그

들이 먼지나 다른 물질들이라고 가정했었던 것들 중 20%

가 생명이 있는 것들이었다. 지구는 아마도, 박테리아로 

만든 (둥근) 기포 속에 둘러 싸여있는 것 같다.       

풀이 : 해설 참조 

UV radiation : 자외선 복사

smattering : 적은 수, 조금

microorganism : 미생물, 박테리아

pump : (공기나 물 등을) 주입하다, 퍼내다, 

tally : 계산하다, 기록하다

staggering : 놀라운, 엄청난, 경이로운 

thrive : 번성하다 

disintegrate : 분해시키다, 붕괴시키다

24. 제목 추론 [정답 ④]

억만장자들이 그들의 부를 이룩한 이후에 자선 사업으로 

관심을 돌릴 때, 그들은 종종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장학 

재단을 설립하거나, 건강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을 하

거나, 예술에 공헌하곤 한다. Chang Yung-Fa의 사명은 

바로 사회적인 가치들을“다시 구축하는 것”이다. 5년 

전, 그는‘Morals’라는 삽화(그림)가 포함되어있는 잡지

를 발간했고, 그리고 매달 그것(Morals)은 타이완과 전 

세계의 사람들의 도덕성을 고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그가 돈을 벌거나 잃는 것과는 상관없이, 도덕성은 그 

85세의 Chang이 하는 많은 일들의 기반이 되어주고 있

다. 그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화물 운송 회사와, 호텔, 

EVA 항공, 그리고 섬의 주 공항으로 가는 유일한 장거리 

버스 회사를 포함하고 있는 그의 그룹이 큰 성공을 이룬 

것은 도덕성이라는 회사의 문화를 바탕으로 뜻이 잘 통하

는 직원 관계 덕분이라고 믿는다.      

풀이 : 글의 전체 맥락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④의

‘사업가가 도덕성 전파에 눈을 돌리다’가 가장 적절하

다. 나머지 내용들은 일부 관련은 있는 것도 있지만 제목

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① 타이완의 박해 받는 자선가 

② 더 높은 도덕성, 더 많은 행복 

③ 타이완 기업의 도덕성 심어주기 

⑤ 사업과 도덕성: 물과 기름과 같은 

philanthropy : 자선 행위, 자선 사업

nothing less than : 다름 아닌, 바로 그

underpin : 지지하다, 토대가 되다

airway : 항공회사, 항공로

congenial : 뜻이 잘 맞는, 마음이 맞는

philanthropist : 자선가, 박애주의자

  

25. 제목 추론 [정답 ②]

달에 관한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흥

분하는 과학자들은  아마도 달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라 

대상을 광범위하게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일 것이다. 그러한 

과학자들(천문학자)은 아마도 달의 반대편에 직경 30미터

의 거대한 망원경을 설치하는 새로운 임무를 좋아할 것이

다. 망원경이 가장 잘 작동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은 극한

의 추위가 있을 것, 그리고 진동이 거의 없어야 하는 것이

다. 달의 어두운 쪽에 있는 분화구의 안에서는 온도가 섭씨 

영하 200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지진 활동이 없기 때문

에 달은 매우 안정적인 장소이다. 영구적인 어둠 역시 망원

경이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계획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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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이러한 조건에 의해 달을 기반으로 한 망원경으로 

대체하면 Hubble 망원경이 10년에 걸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불과 17일 만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풀이 : 달을 통해 우주를 관찰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

명하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②의‘달 우주 관찰에 대한 

사례’가 가장 적절한 답이다.

① 달 프로그램 : 극히 드물게

③ 달 탐험 : 인류의 작은 발자취

④ 새로운 허블 망원경 : 가치가 있는 것인가?

⑤ 달 전문가 대 보통의 천문학자

reignite : 다시 불을 붙이다 

astronomer : 천문학자 

far side : 저쪽, 멀리, 반대쪽

install : 설치하다 

optimum : 최적의, 가장 알맞은

frigid : 추운, 혹한의

crater : 분화구 

seismic : 진동의, 지진의

Proponent : 제안자, 발의자, 지지자

once in a blue moon : 극히 드물게

26. 주제 추론 [정답 ③]

‘낙관주의가 당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또는 적어도 

암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라는 믿음은 1979년 Lancet 

의료 저널에서 유방암 환자들의 회복에 대한 연구가 발표 

된 이후부터 주목되기 시작했다. 그 때 이후로“극복하려

는 의지”가 있는 환자가 무기력함을 느끼는 환자들에 비

해 훨씬 더 잘 지낸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대규모의 메타 분석을 통해 낙관주

의가 암에 걸린 환자들의 생명을 실제로 연장시켜줬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

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결정적인 정보가 부족함에도 불구

하고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그 믿음은 너무나도 광범위하

게 퍼져서 실제로는 해로운 기능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암에 걸린 환자들은 실제로는 마음이 괴로울 때도 밝은 

것처럼 행동하고자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위로나 치료를 

찾는 것 대신 그들의 절망감을 숨기려고 할지도 모른다. 

또한 병이 진행이 될 경우 그들 스스로 자신을 비난하게 

될지도 모른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못해서 병이 더욱 

진행된 것이라 생각하고)

풀이 : 전체적으로 정확한 근거 없이 맹신하는 낙관주의

가 줄 수 있는 역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optimism : 낙천주의, 낙관론

stave off : (안 좋은 일을) 늦추다, 피하다

traction : 끌림, 관심(인기)

fare better : 더욱 잘 지내다(fare well의 비교급)

meta analysis : 메타 분석 (학술적 분석의 한 방법)

inclined to : ~로 향하게 되다, ~하고자 하다

upbeat : 긍정적인, 낙관적인

distraught : 괴로운, 마음이 심란한

solace : 위안, 위로가 되는 것(사람)

preventative : 예방을 위한, 예방하는

27. 주제 추론 [정답 ①]

Samos의 에게 해의 섬에 살던 Aristarchus는 처음으로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주장했

다 – (그것은) Copernicus가 2,00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주장하기 전까지 천문학자들에 의해 인정받지 못했던 개

념(이다.) Copernicus 이후에는 덴마크의 천문학자인 

Tycho Brahe가 Hveen의 Baltic섬에 있는 그의 관측소

에서 화성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 결과로 Johannes 

Kepler는 화성과 지구, 그리고 다른 행성들이 태양 근처

를 타원형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었다. 

그 이후, Isaac Newton이 만유인력의 법칙과, 운동의 법

칙을 고안했고, 이를 통해 전체 태양계에 대한 정밀한 묘

사를 해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것은 이후 수 세기에 걸

쳐서 여러 위대한 과학자들과 수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

았다. 

풀이 : 태양계의 운동 법칙이 오랜 세월 수많은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밝혀졌음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ellipse : 타원, 타원형

universal law of gravitation : 만유인력의 법칙

laws of motion : (뉴턴의) 운동의 법칙

distortion : 일그러짐, 왜곡

pre-Newtonian : 뉴턴 이전의 

28. 요지 추론 [정답 ①]

교환을 기초로 하는 상업 사회 하에서, 모든 사람들은“어

느 정도 상인이 된다.” 시장(경제적 의미의)에서 개인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분업과 그에 따른 타인에 대한 의

존성에 의해(혼자서는 분업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의 행

동을 다른 사람들이 기대치에 맞추도록 하는 결과로 이끈

다. 따라서 시장은 그 자체가 하나의 훈육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노동자들에게 실시되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훈

육은 회사에 대한 것이 아니다.”Adam Smith 이렇게 기

록했다.“바로 고객에 대한 훈육이다. 거짓으로 속이지 못

하도록 규제하고, 태만한 행동을 바로잡는 것은 바로 실직

에 대한 두려움이다.”다른 사람들과의 경제적인 거래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각 개인은 Smith가“예절”이라고 불렀

던 자제력을 적절한 수준까지 개발시키게 된다. 시장이 장

려하는 (개인의) 특성에는 신중함과, 장기 이익을 위해 단

기간의 만족감을 유보할 줄 아는 능력이 포함된다.   

풀이 : 시장에서 성공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덕목에 대한 훈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논지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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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부분 참고)

in some measure : 약간, 어느 정도 

division of labor : 분업

fraud : 사기, 사기꾼

negligence : 태만, 과실

propriety : 예절, 행동의 적절함

prudence : 신중함 

gratification : 만족감 

29. 주장 추론 [정답 ②]

열병에서부터 홍역이나 간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되는 코뿔소의 뿔은 중국 의학에서 수

천 년 동안 중요하게 여겨져 온 약재였다. 그들(코뿔소)의 

뿔에 대한 수요 때문에, 1910년 남아프리카의 하얀 코뿔

소는 개체 수가 100마리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다. 오늘날

에는, 1977년에 공포된 코뿔소의 신체 부위에 대한 판매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코뿔소들은 또다시 멸종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뿔소에 대한 판매) 금지령이 코뿔

소들을 불법적인 밀렵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었으므로, 반

대로 코뿔소 뿔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거래(허

가)는 그 동물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코뿔소의 뿔은 

그들을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도 잘라 내거나 일부 깎아낼 

수 있고, 그것들(뿔)은 다시 자라난다. 만약 하나로 (권한 

등이) 집중된 조직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가 된다면, (코뿔

소 뿔에 대한) 암시장에서 몰수된 뿔들과 자연사한 코뿔

소로부터 수집한 뿔과 더불어, 현재의 수요는 합법적인 뿔

의 절단을 통해 충분히 충족되어질 것이다.     

풀이 : 전적인 금지보다는 엄격한 통제 하에서 거래를 허

용해 주는 것이 코뿔소의 보호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논지의 글이다.

purport : 주장하다

ailment : 질병

measles : 홍역 

epilepsy : 간질 

rhinoceros : 코뿔소

seek after : ~을 찾다, 구하다

poaching : (밀렵 등을 위한) 불법 침입

confiscate : 몰수하다, 압수하다

along with : ~에 덧붙여, ~와 마찬가지로

30. 분위기 추론 [정답 ②]

여름의 매우 무더운 날이었다. 태양은 밝게 내리 쬐고 있

었지만, Jake는 뒷마당에 있는 그늘에서 편안히 쉬고 있

었다. 그는 오른 손에는 아이스티 잔을 들고 있었고 왼 손

에는 훌륭한 읽을거리를 쥐고 있었다. Jake는 어떤 걱정

도 없었다. 오늘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을 예정이다. 그의 장난기 많은 강아지는 공을 가

지고 놀고 있었다. 그 강아지는 마치 jake에게 공을 물어

오는 놀이를 함께 하자고 초대하는 것처럼 쳐다보았다. 하

지만 오늘 그는 그 강아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것

이다. 오직 리히터 규모 10 이상의 지진만이 그를 그의 

아늑한 둥지에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풀이 : 화자가 더운 여름 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려고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마지막 문장에서 리

히터 규모 10은 사실상 아직까지 관측되지 않은 규모의 

지진이다 (현재 관측 최고 기록은 9.5)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휴식을 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dog day : 무더위, 아주 더운 날

vegetate : 빈둥거리다, 무위도식하다

playful : 장난기 많은, 놀기 좋아하는

fetch : (어디를 가서) 가지고 오다

snug : 포근한, 아늑한

31. 관계없는 문장 추론 [정답 ①]

세포 배양기술의 발달 덕택에, 연구자들은 진짜에 가깝고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실험실에서 길러내는 일에 다른 어

느 때보다 더욱 가까이 다가섰다. 미국에서 매년마다 식량

을 위해 도축되는 90억 마리의 동물을 기른다는 윤리적 

문제 이상으로 기업형태의 농장들은 어마어마한 양의 쓰

레기를 생산해 낸다. 과학자들은 이 쓰레기들을 재활용하

는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2조 

파운드에 달하는 동물 부산물 쓰레기들은 공기와 물을 오

염시킨다. 환경오염 문제 외에도, 고기에 대한 전 세계적

인 수요는 2050년에는 지금보다 60% 향상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는데, 전체 농경지와 그 닭들과 돼지들, 그리고 

소들을 먹이는데 필요할 곡식들은 아마도 부족하게 될 것

이다. 하지만 동물의 세포에서 배양되고 실험실에서 자라

게 되는 근육 조직인 ‘시험관 고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준다. 실제로 그것은 다른 존재하는 

고기 생산 방식과 비교했을 때 45% 더 적은 에너지와 

99% 더 적은 대지를 사용하고도 굉장히 효율적이다. 

풀이 : 전체적으로 시험관에서 배양하는 인조고기에 대한 

긍정적인 점들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밑줄 친 부분은 전

체적인 문맥에 비추어 보아 주제에 벗어나는 이야기이다. 

(in) vitro : 시험관

hang-up : 고민, 곤란

mouthwateringly : 군침이 돌게, 맛있게

                               

32. 관계없는 문장 추론 [정답 ④]

유아가 아주 뛰어난 대화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

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지도 모른다. 언어에 대한 

능력은 우리의 눈과 귀, 팔과 다리, 그리고 장기들에 걸쳐

서, 우리가 분만실에 있을 때의 작고 소리 내어 우는 몸 



경찰

대학
2014 학년도 1차 시험 정답과 해설 

396

속에 존재한다. 그 (언어)능력들은 자극을 받아야만 한다. 

우리는 스스로 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몹시 말을 하

고 싶어 하는 존재이다. 신생아들은 참을성 있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저 물체들을 나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문장들을 만들 수 있을까? 나

는 어떻게 사물이나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

을까?”아이들이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명확히 표현

할 수 있을 때가 되어서야 부모들은 의사소통을 시작한다. 

아이들의 두뇌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본능적으로 대답

을 탐색한다, 그리고 그 때 마치 스펀지처럼 그것들을 흡

수해낸다.    

풀이 : 문맥상, 유아들이 갖게 되는 질문들을 예시로 설

명해 주는 부분과 밑줄 친 부분의 뒷부분이 연결되는 것

이 매끄럽다. 밑줄 친 부분은 글의 전체 내용이나 문맥상 

불필요한 부분이다.

 

sparkling : 반짝이는, 아주 뛰어난

obscure : 모호하게 하다, 이해하기 어렵게 하다

articulate : (생각, 감정 등을) 분명히 표현하다

instinctively :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33. 문장 삽입 [정답 ⑤]

건강관리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어떤 선진국들보다 더욱 더 

많은 비용을 치루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로서, 미국은 이상

하게도 의사들의 수가 부족한 나라이다. 우리는(미국) 국

민 100,000명당 30명의 1차 진료가 가능한 의사를 보유

하고 있다. 그 수치는 다른 산업화된 나라들에 비해서 굉

장히 적은 것이다. 당신은 뉴스 머리기사에서 미국의 의사 

부족에 대한 문제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이러

한 문제가 얼마나 더 나빠지게 될지에 대한 기사를 읽어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 건강 보

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막 가입을 하려는 수백

만의 사람들에 의해 더 나빠지게 될 뿐이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누가 나서서 치료해 줄 것인가?  가장 유망한 해

결책은 발달되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받고, 의사가 하는 

일과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한 간호사들과 다른 종류의 임상의들(위에서 언급한 

의사들 외의 치료사들, 예로 한의사 등)의 수를 늘리는 것

이다.  

풀이 : 빈칸의 부분은 누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는 질문이므로, 질문의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서, 그리고 뒤에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outspend : ~보다 더 많이 소비하다(사용하다)

oddly : 특이하게, 이상하게

primary-care : 1차 진료

clinician : 임상의(직접 환자를 보는 의사)  

34. 요약문 추론 [정답⑤]

유럽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서 종교 예술만이 거의 유일하

게 존재하는 예술이었다. 교회와 종교 관련 건물들은 성경

책에 나오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묘사하는 그림들로 가득 

채워졌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은 수 없었지

만, 그들도 교회 벽에 있는 그림들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

기는 이해할 수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동 지방의 

예술은 사람과 동물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예술가들은 깔

개나, 그릇들과 같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작은 물품들

을 제외하고는 인간이나 동물의 형상을 옮겨 넣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궁전이나 사원, 또는 다른 건물

들에서 이슬람 예술가들은 독특하게, 원이나, 직사각형, 삼

각형 등의 모양을 이용해 만든 매우 아름다운 장식인 아

라베스크 무늬를 창조해냈다. 

유럽의 예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동의 예술과 차이

가 있다. 전자는 성경에 대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고, 

그에 반해 후자는 기하학적인 무늬를 사용하고 있다. 

풀이 : 서두에서 중세 유럽의 예술은 성경의 내용과 인물

에 대한 그림이 많았다고 하고 있으며 본문에서는 중동의 

예술은 이와 대조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이미지를 사용

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삼각형이나 직사각형, 원 

등의 이미지를 이용한 아라베스크 무늬가 발달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원이나 직사각형, 삼각형 등의 이미지의 

성질은 geometric(기하학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biblical : 성경의, 성경에 대한

mosque : 이슬람 사원

exclusive : 독점적인, 배타적인

geometric : 기하학의, 기하학적인

secular : 세속적인, 일반인다운

exquisite : 매우 아름다운, 정교한

35. 순서 추론 [정답 ②]

달을 보고 판단해보아, 나는 내가 폭풍우 속에 갇힌 지도 

거의 4주가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1월 6일

자로 더 이상 날짜를 세는 것을 그만두었다. 왜냐하면 그

날 갑자기 (탈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갑자기 더욱 안 좋

아졌기 때문이었다. 

(A) 거세게 몰려든 구름이 내가 있던 산비탈을 눈으로 에

워싸 버렸고, 금세 태양이 해줄 수 있는 좋은 효과는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잠깐 나오는 사이

를 이용해서 나는 조금 걸어 나왔다. 

(C) 나는 내가 눈을 공 모양의 얼음으로 단단히 다져서 

햇볕아래 놓아두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바닥에 떨어질 것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방법은 눈이나 얼음을 내 

입속에 직접 넣고 녹이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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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눈으로 만든 공을 녹이는 일은 내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종의 의식 같은 일이 되었다. (거르지 않고 꾸준히 

한다는 의미)  

(B) 시원한 물이 내 목을 타고 아래로 흘러가는 느낌은 

너무 좋았다. 그래서 나는 거의 그 일에 중독이 될 지경이

었다. 나는 몇 시간도 더 전부터 그 작은 즐거움에 대해 

기대하곤 했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기까지)

풀이 : 문맥상 먼저 눈이 내리고 나서(A) 그 눈을 녹여

서 마시는 내용이 이어지고(C) 그것에 대한 자세한 소감

이 이어지는 것이(B) 자연스럽다. 

prospect : 가망, 예상, 전망

bluster : 거세게 불다, 고함치다

engulf : 에워싸다, 휩싸다

sunny spells : 해가 잠깐 나오는 날씨

make progress : 진행하다, 전진하다

compact : (단단히) 다지다

trickle : (액체가) 흘러가다

anticipate : 예상하다, 기대하다

beforehand : 사전에, 미리

36~37. 장문독해 [정답 ⑤, ②]

‘지구 가까이의 물체들(NEOs)’은 지구의 공전 궤도를 

주기적으로 가로지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행성(지

구)에 가까이 다가오는 거대한 물체들을 이르는 현대적인 

용어이다. 그것들(NEOs)에는 소행성과 유성, 그리고 혜성

이 포함된다. 거의 대부분의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소행성 지대에 한정되어 존재하고 있다. 적

어도 약 1마일 넓이로 천개 이상의 소행성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몇몇(소행성 집단)은 3마일이나 

그 이상의 넓이로 존재할 지도 모른다. 소행성은 작게는 

아주 작은 돌조각이나 먼지 입자까지도 포함하므로, 크기

에 있어서 최소한의 제한은 없다. 하지만 그 어떤 소행성

도 대기를 지닐 만큼 충분히 크지는 않다. 소행성은 어떻

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 Isaac Asimov(공상과학 소설가)

는 한 때 인기 있었던 공상 과학 소설을 지어냈다. 그 소

설에서는 소행성이, 핵에너지를 발견했고 결국 그들이 사

는 세계를 아주 작은 파편 조각으로 날려버렸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작은 행성의 잔해라고 하였다. 하지만 심지어

는 핵폭발이라 할지라도 소행성 지대를 형성 할 만큼 충

분한 에너지는 되지 못한다. 가장 일반적인 과학적 견해는 

소행성이 행성으로 결합하는데 실패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NEO가 최근에 대량으로 출현했던 사례 중 하나는 1908

년에 시베리아에 충돌했던 것이다. 그것은 주위 수 마일에 

걸쳐서 나무들을 평평하게 밀어버렸고, 순록 떼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지구는 이러한 충격을 증명해주는 관찰 가능

한 수많은 분화구들이 있다. 보편적으로, 거대한 NEO의 

충격으로 인해 6천 5백만 년 전에 공룡을 포함한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했다고 믿어지고 있다.     

36. 풀이 : 빈칸의 내용(두 번째 밑줄 친 부분)은 거대

한 폭발이나 충격에 대한 결과를 예시로 설명한 부분이다. 

따라서 문맥상 바로 앞에 폭발이나 충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 

37. 풀이 : 해설 참조 (첫 번째 밑줄 친 부분)

contemporary : 동시대의, 현대의

asteroid : 소행성 

meteoroid : 유성

comet : 혜성

situate : 위치시키다, 두다

confine : 제한하다, 국한시키다

remnant : 남은 부분, 잔해

scientific : 과학의 

reindeer : 순록 

be spotted with : (~으로 인해) 얼룩덜룩하다.

testify ; 증언하다 진술하다 

38~39. 장문 독해 [정답 ③, ⑤]

두 가지의 역사적인 사실들이 컴퓨터 보안 분야에서 논의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에 대해 주목하

도록 만들고 있다. 첫 번째로, 모든 복잡한 소프트웨어 시

스템은 종국에 가서는 지속적인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결점

이나 오류를 드러내게 된다. 두 번째로, 다양한 보안 공격

(해킹과 같은)에 취약하지 않은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소

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1990년대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의해 소개되었던 

Windows NT 운영 체제는 이러한 어려움들에 대해 완벽

하게 설명해준다. Windows NT는 아주 높은 수준의 보안

이 보장되었었다. 하지만 슬프게도, Windows NT는 이 약

속을 지킬 수 없었다. 이 OS(운영 체제)와 그 이후에 나

온 Windows 시리즈들은 광범위한 보안 취약성 때문에 만

성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강력한 컴퓨터 보안을 제공하

는 것에 대한 문제는 설계와 (그것에 대한)실행 두 가지

를 포함하고 있다.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모듈을 설

계할 때 그 설계가 실제로도 의도했던 수준의 보안을 확

실히 제공해 준다고 보장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들

은 예상치 못한 다양한 보안 취약성을 낳는다. 비록 설계 

자체는 어느 정도 정확할지 몰라도, (실수나 오류가)완벽

하게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면, 그 설계를 실수나 오류 

없이 실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 설계는 여전히 또 

다른 (보안상) 취약한 부분을 만들어 낼 것이다.

38. 풀이 : 전체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 자

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39. 풀이 : 해설 참조 (밑줄 친 부분)

highlight :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도록) 강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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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lnerable : 취약한, 연약한 

chronically :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plague with : ~으로 괴롭히다

to do with : ~와 관계가 있는

implementation : 이행, 실행

software module : (독립되어 있는) 프로그램 단위

stabilize : 안정되다, 안정시키다 

unduly : 지나치게, 과도하게

erroneously : 잘못되게, 그릇되게

40~42. 장문 독해 [정답 ①, ⑤, ④]

  수많은 이야기들(Bell Witch에 대한)에서와 같이, Bell 

Witch가 정확히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의) 버전마다 각각 다르다. 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그것(Bell Witch)이 John Bell이라는 

사람의 이웃으로, 아주 늙고 교활했던 Kate Batts라는 여

성의 귀신이라는 것이다. Batts는 토지 거래에 관해 Bell

이 자신을 속였다고 믿었고, 임종 시에는 스스로 귀신이 

되어 Bell과 그의 가족들을 괴롭히겠노라 맹세했다. 이 버

전의 이야기는 1933년에 출판된 테네시 주의 안내 책자

에 나와 있다: “물론 Bell과 그 가족들은 수년에 걸쳐서 

그 늙은 Kate Batts의 악령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John Bell과 그의 딸인 Betsy가 (괴롭힘의) 주 대상이었

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그 마녀(Batts)는 무관심하

거나 혹은 Bell의 부인에게 하듯이 친근하게 대했다. 누구

도 그녀(Batts)를 본 적은 없지만 Bell의 집에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은 너무도 분명하게 그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늙은 Kate (Batts)의 영은 John과 Betsy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괴롭혔다. 그녀는 가구나 접시 등을 

그들에게 던졌다. 그녀는 그들의 코를 당기거나, 머리채를 

확 잡아 당겼고, 바늘로 그들을 찔렀다. 그녀는 그들이 잠

을 자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밤새 소리를 질러댔고, 식사 중

에는 입에서 음식을 낚아채 가기도 했다.”   

  Bell Witch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귀신의 

출몰에 대한 이야기가 Nashville에 이르렀을 무렵, 그곳에

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명인 Andrew Jackson 장군은 

친구들을 모아서 그것(haunting)에 대해 조사해보기로 

결심했다. 그 장래 미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은(Andrew 

Jackson)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거나 또는 그 

영혼을 멀리 쫒아버리기를 바랬다. Jackson과 그의 동료

들이 여행을 하고 있던 중에 마차가 갑자기 멈추어 섰다. 

사내들은 계속해서 (마차를) 밀어보았다. 하지만 마차는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았다. 바로 그 때 다음과 같이 말하

는 목소리가 숲속에서 들려왔다. “좋아 장군, 그 마차를 

움직여 보아라. 나는 오늘 밤 너를 찾아갈 것이다.” 놀란 

사내들은 그 목소리가 어디에서부터 들려 왔는지 찾을 수 

없었다. 바로 그 때 갑자기 말들은 다시 가던 길을 가기 

시작했고, 마차는 다시 움직였다. Jackson은 실제로 그날 

밤에 그 마녀와 맞닥뜨렸고 다음 날 아침 일찍, Bell 

Witch와 싸우느니 차라리 영국과 싸우는 것이 낫겠다고 

소리 지르며 떠나버렸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Bell Witch 현상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설명들이 나왔다. 그 중 하나는 귀신의 출몰이, 

Betsy Bell과 그녀가 사랑했던 Joshua Gardner라는 소

년의 학교 선생님이었던 Richard Powell에 의해 날조된 

거짓 현상들이었다는 것이다. Powell은 Betsy를 깊이 사

랑했고, Gardner와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지 하려고 했었을 것이다. Gardener를 겁을 주어 멀리 

쫒아버리기 위해서 Powell이 다양한 속임수를 통해, 귀신

같은 효과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Gardner은 

결국 Betsy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 지역을 떠났다. 하지

만 이것은 Powell이 어떻게 해서 그 모든 귀신 효과들을 

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설명이 되지 못한

다. 하지만 Powell은 승리자가 되었다. 결국에 그는 

Betsy Bell과 결혼했다. 

40. 풀이 : 전체적으로 미국의 유명한 귀신 이야기인 

Bell Witch의 유래와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41. 풀이 : (A)~(D)는 문맥상, Bell Witch를 가리키는 

말이고, (E)는 Betsy Bell을 가리키는 말이다.

42. 풀이 : Andrew Jackson 장군과 영국군과의 전투

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deathbed : 임종, 임종의 자리

malicious : 악의적인 

torment :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lead A on a merry chase :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

yank : 확 잡아당기다

poke : 쿡 찌르다, 쑥 내밀다

snatch : 잡아채다, 빼앗다

hoax : 거짓말, 거짓말을 하다 

scare away : 겁을 주어 쫓아버리다

43~45. 장문 독해 [정답 ⑤, ③, ①]

(가) 내가 처음 Veranda Beach에 대해서 들었던 것은 

내가 13살이었을 무렵 여름, 할아버지 댁의 현관에서였다. 

언덕은 뿌연 푸른빛을 내고 있었고, 공기는 비 냄새로 다

소 무거운 아주 느긋한 밤이었다. 앞으로 다가올 여름에 

대한 대화가 시작될 무렵 마지막 남아있던 그림자는 석양 

속으로 사라져갔다.(완전한 밤이 되었다는 의미)  

(라)“어떤 계획이 있나?”할아버지께서 물으셨다. 의자의 

등판을 두드리며, 나의 아버지가 대답했다.“Veranda 

Beach면 되죠”그들은 모두 껄껄거리며 웃었다. 나의 심

장은 매우 요동쳤다. Veranda Beach요? 그곳은 어디에 

있죠? 우리는 언제 가는 건가요?“왜? 너 이미 그곳에 도

착해 있는데.”아버지께서 나를 놀리며 말씀하셨다. 그들

이 나에게 그 끔찍한 진실을 말해줬을 때 웃음소리가 부

드럽게 울려 퍼졌다. Veranda Beach는 정문에 있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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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아무 곳에도 가지 않을 

예정이었다. 내 사춘기의 영혼은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Veranda Beach가 바다라고 착각해서 바닷가로 여행을 

가는 줄 알았다가 아무 곳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를 듣고 실망하였음) 그들은 그렇게 지루해 빠진 현관에

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일까? 그들은 정말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이 부분은 직역하면,‘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잔

디가 훨씬 더 푸르다.’라고 해야 하지만, 관용적으로 쓰

이는 표현으로 보통은‘좀 더 좋다.’라고 해석 합니다.)  

(나) 물론 여름은 지나갔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지혜도 

갖게 되었다. 나는 정문 앞의 현관은 모험해야 할 장애물

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새로운 미지의 것이 아니

므로) 그곳은 세상을 보는 창문이었으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장소였다. 게다가, 오래된 교

훈에 새로운 교훈을 더해가며, 그곳에 대한 애정은 오늘날

까지 계속되고 있다. 우리 가족의 현관에서, 나는 삶과 사

랑, 희망과 꿈, 그리고 약속과 신뢰에 대해 배웠다. 어떤 

날은 그곳은 Tara로 향하는 문이었고, 나의 여동생과 나

는 지독한 남부 억양을 연기하며 Rhett Butler를 찾기 위

해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여동생과 함께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한 장면을 흉내 내었던 추

억) 그리고 그 다음날은 그곳은 성이자 요새였고, 또는 바

다 위의 배가 되기도 했다. 어른들을 위해서는 가벼운 마

음으로 농담을 주고받거나, 체스게임을 하고 싶게 만드는 

곳이었다.; 세금이나 수표책에 대한 이야기(골치 아픈 이

야기)는 없었다. 현관은 작은 것들을 즐기는 장소였다. 그

곳에서 인생은 훨씬 느리게 흘러갔다. 

(라) 이후로 몇 번의 현관을 더 거친 뒤, 이제 나는 현관

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다. 올 여름 나는 현관의 난간 위에 

앉아서 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며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이 레모네이드가 담

긴 주전자에 서린 물기에 자신들의 이름을 쓰는 것을 지

켜보며, 나는 그들 또한 Veranda Beach에서의 교훈을 

배우길 바란다. 바람에는 대항해 더욱 강해져라. 틀에 박

히지 않은 방법으로 자라나 다채롭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

어라. 별똥별을 관찰해 보아라. 그 모든 것들에 우선해서, 

때로는 가야만 하는 장소(목표)보다는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장소를 갖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알아라. 

43. 풀이 : (라)는 (가)와 마찬가지로 13세였을 무렵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나)와 (다)는 성인이 된 이후의 

이야기로 (나)에서 여러 가지 현관에 대한 좋은 점을 언

급 한 뒤에 (다)에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이 교훈을 

전해주고자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가)-(라)-

(나)-(다)의 순서로 글이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44. 풀이 : 글 전체에서 Veranda Beach가 주는 교훈

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내용

이 와야 한다. 본문의 가장 마지막 문장(세 번째 밑줄 친 

부분)을 인용해서 표현하면 ③의‘Veranda Beach : 진

정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적절하다.

① 현관에서의 부드러운 울려 퍼짐

② 내 앞마당의 더욱 푸른 잔디(내 것이 더 좋다는 의미)

④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기억

⑤ 삶에 대한 교훈: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현명해진다. 

45. 풀이 : 해설 참조 (첫 번째와 두 번째 밑줄 친 부분)

pound : 마구 두드리다

plunge : 급락하다, 곤두박질치다 

love affair : 연애, 사랑, 열광

assume : 추정하다, 흉내 내다,

scout : 정찰하다, 거절하다

lighthearted : 편한 마음의, 근심 없는 

banter : 정감 어린 농담, 농담을 주고받다

connoisseur : 감식가, 전문가

perch : (새가 나뭇가지 등에) 앉아 있다. 쉬다. 

pitcher : 물 주전자 

colourful : 다채로운, 화려한

droop : 축 처지다, 의기소침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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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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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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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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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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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⑤

20.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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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렬 [정답 ④]

행렬     라 하면

  
       이므로 정리하면

    

     가 성립하므로 

양변을 에 대하여 정리해주면

 


 


 이다...........①  

   


  


± 가 성립한다.

①에서  

이므로 

 

  일 때 가 최댓값을 갖는다.

∴ 최댓값  

2. 행렬과 그래프 [정답 ③]

문제의 조건에 따르면 각 꼭짓점은 서로 약수 또는 배수

의 관계에 있을 때만 연결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행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0 0 1 1 1

 0 0 0 1 1

 1 0 0 0 1

 1 1 0 0 1

 1 1 1 1 0

모든 변의 개수는 7개이고 행렬의 성분의 합은 14이다.

∴ 14

3. 무한등비급수 [정답 ④]

문제에서 
  

∞

 은 

공비가   


인 무한 등비수열의 합이다.

등비수열의 합이 수렴한다고 하였으므로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으로 정리하면


  

∞

  







 이고 

이 값이 에 수렴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다. 정리하면

   이 성립하고 근의 공식으로 해를 구하면



 or


 가 성립한다.

이때 가 


이 되면 무한등비급수가 수렴하지 않

으므로 


만 이차방정식의 해가 된다.

∴ 

4. 극한과 미정계수 [정답 ①]

lim
 → 



  이므로 는  을 인수로 갖는다.

삼차식이라 하였으므로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문제의 식에 대입하면 

lim
 → 

 

    ..............①

lim
 → 


 
  .............② 

위의 식에서 분모가 0에 수렴하면 분자도 0에 수렴한다는 

성질에 따라 값을 와 로 정리해주면

 lim
 → 


 

 lim
 → 


 

 lim
 → 

     ..........③

①과 ③에서 각 각   ,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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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②식에서  이므로

∴ 

5. 모평균의 추정 [정답 ①]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표본평균   

표본의 수  

표준편차      이므로

모평균을 95%의 신뢰도로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


, 정리하면




≤≤


, 따라서  


  



∴  



참고) 모평균의 추정 공식은 신뢰도 95%일 때 

 으로, 99%일 때  으로 하여




≤≤


 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문제의 조건에서 표준정규분포의 95%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를 ±로 주었기 때문에 풀이에서는  로 

하여 계산하였습니다.

6. 확률 [정답 ④]

중복을 허용할 경우 전체 문자열의 개수는

×× 개...............①

가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1) 가 3개 포함되는 경우 = 1가지

2) 가 2개 포함되는 경우 = 18가지 (×)

   (가 아닌 문자의 위치)×(그 문자의 종류)

3) 가 1개 포함되는 경우 = 108가지 (××)

   (가 오는 위치)×(나머지 위치에서 경우의 수)

   따라서 확률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 


7. 이차함수의 최대최소 [정답 ①]

cos   sin이므로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sinsin , 

이때 sin  로 치환하면 ≤ ≤

  

  


 




한편 이차함수의 계수인 의 부호에 따라 최대 최소가 달

라지므로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보면.

1)  일 때, 

   최댓값 
  


 , 최솟값   

   연립하여 정리하면     ∴  

2)  일 때, 

   최댓값    , 최솟값 
  


 

   연립하여 정리하면    ∴ 

∴ 

8. 다항식, 이차방정식 [정답 ⑤]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

  ,  이고 

따라서    ,    이다.

   의 두 근이  이므로

  이 성립한다,

양변에 2를 더하고 을 곱하면

   , 정리하면

  

   이 성립한다............. ①

한편    이므로   이다..............②

①과 ②를 이용해서 대입을 통해 을 2차식 이하로 표

현하면     이다. 

 역시 마찬가지의 과정으로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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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알고리즘과 순서도 [정답 ③]

순서도의 흐름에 따라    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3번 반복했을 때의       이므로

∴ 12

10. 도형의 방정식 [정답 ②]

A점을 좌표평면에서의 원점이라고 가정하면 각각의 점들

은 문제의 조건에 따라 좌표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

도면상의 원의 방정식은 큰 원과 작은 원이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①

    ..............②

점 B와 C의 좌표는 ①과 ②의 식에 각 각   를 대입했

을 때의 값 중 음수이므로 각각의 좌표는

      이다.

∆의 외심을 라 하면 는 꼭짓점   와 같은 

거리에 있으므로 삼각형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에 

위치한다.

의 수직 이등분선은   이고...........③

의 수직 이등분선은 기울기가 


이고, 의 중점인 

  를 지나므로

 


 이다. 

③의 값을 이 식에 대입하면 교점의 좌표이자 ∆의 

외접원의 중심점의 좌표는   이고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 의 길이를 계산하면

   

∴ 

11. 2차 함수의 최대최소 [정답 ⑤]

 


 라고 하자.

1)  인 경우,  로 실수 조건을 충족한다.

2) ≠인 경우는 준 식을 다음과 같은 정리가 가능

   

    이 때, 가 실수라 하였으므로 

판별식 ≥, ≥

 ≤ 따라서 만족하는 값의 범위는

≤≤

따라서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인    

∴

참고)  인 경우는 2차식이 아니므로 판별식을 쓸 수 

없다.

12. 여러 가지 수열 [정답 ③]

문제에서 주어지는 수열이 다음과 같으므로 1을 기준으로 

색칠한 부분과 같이 우측 상단 모서리 부분의 수열의 일

반항을 구해보자.

17 16 15 14 13

18 5 4 3 12

19 6 1 2 11

20 7 8 9 10

21 22 … … …

우측 상단 모서리의 수열은     의 순으로 이어지

며 계차수열이 공차가 8인 등차수열임을 알 수 있다.

계차수열의 일반항이   이므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면

  
  

  



    이다.

그리고 이 식을 통해  일 때    임을 알 수 있

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을 구할 수 있고

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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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999 998 997 996 995 994 993

877 876 875 874 873 872 871

…

…

…

…

…

…

…

수의 크기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을 둘러싸고 있는 수 중 가장 작은 수는 이다.

∴ 

13. 경우의 수 [정답 ②]

∼ 다섯 개의 도시가 4개의 다리를 이용해서 연결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3가지 경우이다.

−−−− 와 같이 일렬로 연결되는 경우(①)와 

    
    ∣
−− 와 같이 십자로 연결되는 경우(②), 그리고
    ∣
    
        

−− 와 같이 T 자로 연결되는 경우(③)가 있다.
    ∣
    
    ∣ 
    

이 때  는 반드시 이웃해야 한다(④)는 점을 염두하고 

경우를 따져보자

1) ①의 경우에는 다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되 

    가 이웃하는 경우와 같으므로

   ×÷   이다. ∴ 1)의 경우 24가지

2) ②의 경우에는 ④의 조건에 따라 자리에는 반드시 

   나  둘 중 하나가 들어가야 한다.

   ∴ 2)의 경우 2가지

3) ③의 경우는 

    가 각각 −에 오는 경우 (×  가지)

   (−에 오는 경우와 같은 경우이다,  위치가 바

뀌는 경우도 포함) 

    가 각각  −에 오는 경우 (×  가지)

   (−에 오는  의 자리를 결정하고 에 들어갈 

문자를 결정하면 과 은 저절로 결정됨)

    가 각각 −에 오는 경우 (×  가지)

   (−에 오는  의 자리를 결정하고 에 들어갈 

문자를 결정하면 과 은 저절로 결정됨)

   ∴ 3)의 경우 24가지

모든 경우의 합   

∴ 50가지

14. 미적분과 접선의 방정식 [정답 ④]

  위의 접점을   이라 하자.

′   이므로 접선은   를 지나고 기울기가 인 

다음과 같은 직선이다.

     , 이 직선이 점 

 를 지나므로 

대입해보면 

 


  ,    이고 따라서

   or   임을 알 수 있다.

문제에서 위 그림에서 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

라고 하였으나 계산이 복잡하게 되므로 의 넓이

를 한 번에 구한 뒤에  의 넓이를 빼주는 방식으로 계

산하는 것이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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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의 넓이에서 의 넓이를 빼주면

 


 



∴ 


15. 적분, 우함수 기함수 [정답 ⑤]

함수 가 구간에 따라 다른 함수이므로 

도 구간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다.

1) ≻   

2) ≤≺   

3) ≤≤   

위의 설명 중 2)와 3)의 구간에서 각각   이므

로 는 우함수이고 

우함수의 거듭제곱 역시 우함수이므로 과




도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는 우함수이다. 

따라서 문제의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①

한편 문제에서 주어진 식은 다음과 같이 분리가 가능한데









 



















위의 설명 1)에서   일 때는   이라 하였으므로 









   이고, 따라서 









 








가 성립한다. 

이 사실을 적용해 ①의 식을 전개해주면 다음과 같다.


  











  

  













 




 






⋯

 






 ×


×


⋯×


 부분분수로 계산하면

 





  



∴ 


16. 수열의 합 [정답 ②]

등차수열 의 초항을 , 공차를 라 하면

      

    이므로    


이고 

일반항은 다음과 같다.

  


 


,      


,      


 


,  


  

∞

     


 

  

∞





 

 




 

 


 
  

∞




 이고,

  (



 




 이므로)

 
  

∞



 




 

  lim
 → ∞

×


×


×


⋯

 

  lim
 → ∞

×




 


∴ 


17. 무한급수 [정답 ①]

  
 

  

이고   
 

  

이므로 

      
 

  


 

  

 
 

 


 

 

 
 




 

 


 

 

 
 




 



 이다. 따라서 문제의 식을 정리해보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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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정리할 수 있다.


  




 












 
 




 

 


이므로


  

∞


 




  




 



 
  

∞


 




 





 
  

∞


 



 
 



  (무한등비급수 계산 공식 적용)

∴ 

18. 도형의 이동 [정답 ②]

  를 만족시킨다고 했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은

   과 직선   위의 한 점  와의 

거리의 합을 구하는 식과 같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솟값은 아래 그림에서  길이의 최단거리와 같

으므로  점 를 직선   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킨 

후 와의 직선거리를 구해주면 된다.

이동한 점을  ′ 라 하면 라 하면 중점인 



 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므로 


 가 성립하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이므로 

두 식을 연립하면      ′ 
 ′   

∴ 

19. 확률, 로그 [정답 ②]

  log


이고 
  이라 하였으므로


  log


 




 , 


 




  

 


 


   이다.

따라서   log


........① 임을 알 수 있다.

  
 




 



 
 






........②이다. 

와 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확률은 ∩이므로

① 식에 대입하면

∩  log∩


 이고, 

는 와는 독립이므로

∩  × 이다.

log×


 , ②의 값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log



×


  


 


×   



사건 가 일어났을 때 놀람의 정도는


  log






 log

log
log log




 



∴ 


20. 집합 [정답 ④]

문제의 조건에 따라 세 과목 모두 합격한 사람을 , 하나

도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라 하면 아래와 같은 벤다이어

그램을 그릴 수 있다.



국어 영어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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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원이 명이라 하였으므로 벤다이어그램 내의 모

든 수를 다 더하면

   임을 알 수 있다.

즉 세 과목 중 어디에도 합격하지 못한 가 최대일 때 

는 최솟값을 갖는다.

한편, 총원이 명이고 국어를 합격한 사람이 명이라고 

하였고 ≤  ≤ 이므로 ≤ 이지만 

수학 한 과목만 합격한 학생 수가 음수가 되면 안 되므로 

≥ ∴ ≥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3과목 모두 합격한 사람의 최솟값은 이다.

∴ 39

21. 미분과 적분 [정답 36]









 .......① 의 양변을 에 대하여 미분하면




     , ① 의 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 

     

∴ 36

22. 경우의 수 [정답 393]

문자열 중 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제외시키면

     에 대한 사전식 배열 순서를 구하면 된다.

     보다 앞에 나오는 문자열의 경우의 수를 구

하면 되므로

1)   각각의 경우로 시작하는 경우 : ×   

  ∴360가지

2) 로 시작하는 경우 :    ∴24가지

3) 로 시작하는 경우 :    ∴6가지

4) 로 시작하는 경우 :    ∴2가지

1)~4)의 모든 경우의 합은 392가지이므로 

은 393번 째 문자열이다.

∴ 393

23. 미분의 활용 [정답 130]

 ≤  ≤ 의 평균 속도는 


 이고

  에서의 순간 속도는  ′   이므로, 

문제의 조건에 따라

     

∴130

24. 지수 방정식 [정답 19]

    의 

  라고 하면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①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하므로.   이고 이때   이므로 

①의 식은 1보다 큰 두 근을 가져야 한다.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를 위해서는 

판별식, 축의 위치,  3가지를 따져 봐야 한다.

1) 판별식 : 서로 다른 두 근이 있으므로, 이고,

  

  

  

 

∴ ≠

2) 축의 위치 : 2차 함수의 중심축은 1보다 오른쪽에 있

어야 하고, 




∴ 

3)  :  일 때 두 개의 서로 다른 양의 근을 가져

야 하므로,   이다.

   

   

  

∴ 



1), 2), 3) 각 경우의 교집합을 구하면




  이다. 따라서 만족하는 정수의 합은

  이다.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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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항정리 [정답 720]


  



   
    


  



 


   

     일 때는 어차피 식의 값이 0이므로 

준 식을  일 때부터 시작하는 식으로 정리하면 


  






   


  






   

 
  






   

 
  



    
   

 
  



    
      ×가


  



    
       가

이 때, 
  



     
      의 값은 

개별 시행의 확률이 인 시행을 번 실시했을 때, 확

률에 대한 사건이 번 일어난 경우의 확률을 모두 더

해준 값과 같다. 즉 모든 경우에 대한 독립시행의 확률의 

합이다.

모든 경우에 대한 확률의 합은 언제나 1이므로 


  



    
        이고 따라서 

가    ,   

∴ 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