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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그림 보고 찾기
W: George, come here and look at these.
M: Wow, Amy. Did you design these logos all by 

yourself?
W: Yes, but we have to choose one of them. How 

about this one with musical notes?
M: It looks too common, I think. And these two 

logos don’t seem to fit for our band.
W: You mean the one with a boy carrying a big 

drum and the one with three instruments in it?
M: Right. You know, we’re a rock band.
W: Then, there are only two logos left. Which one 

is better?
M: Hmm.... Both seem to be OK, but I think the 

one with three members playing the 
instruments is better.

W: Good. I think so, too.
M: It seems that each performer stands for 

Robert, you, and me.
2. [출제의도] 심정 파악
M: Jenny, this is your first presentation, isn’t it?
W: Yes. I couldn’t sleep well last night.
M: Probably you stayed up late preparing the 

presentation.
W: Right. I went over the materials again and 

again. But I’m not sure I can do it well.
M: I’m sure it will go well. By the way, have you 

checked the projector?
W: I’m checking it now. [Pause] Oh, there is 

something wrong.
M: What’s the matter?
W: It doesn’t work properly. The presentation is 

to start in about forty minutes.
M: Did you connect the cables to the laptop 

properly?
W: I think so, but I have no idea why it doesn’t 

work.
M: Calm down. Let me have a look at it.

3. [출제의도] 화제 파악
W: We use many different kinds of containers and 

this is one of them. This can be used for 
thick liquids such as glue and toothpaste. 
Basically, this is a hollow piece with a round 
or oval shape, and is made of plastic or 

aluminium. In general, on one end there is a 
round opening, which can be closed by a cap. 
The cap can keep this almost sealed and 
nearly germfree. So this is especially suitable 
for the packaging of perishable contents like 
cosmetics, medicines, food and many other 
products. The content of this can be easily 
squeezed out by the pressure of your fingers.

4. [출제의도] 할 일 파악
M: Wow, it’s snowing heavily.
W: Snow? No kidding. It’s the end of February.
M: Look out the window. 
W: Oh, it’s really snowing. 
M: Everything is white covered in a blanket of 

snow. Isn’t it beautiful? 
W: Yeah, beautiful. But I’m afraid that the roads 

are getting slippery. I’m supposed to go to 
Janet’s birthday party.

M: Are you?
W: Yes. Well, I’d better go out and put snow 

chains on my car. Can you help me?
M: Of course. It’s a must when the weather is 

like this. But you have to be careful while 
driving.

W: Thank you for your concern. I’ll be careful.
5. [출제의도] 수치 파악
[Telephone rings.]
M: Hello, it’s Smart Shopping. How may I help 

you? 
W: Hi. I’d like to order model number K12, the 

white running shoes.
M: Sure thing. They’re $80. What size do you 

want?    
W: Size 7, please. And I have a membership card. 

How much of a discount can I receive on the 
shoes?

M: Then, you can get a 10% discount. Could you 
tell me your card number?

W: It’s 284221. And the delivery is free, right? 
M: Sorry, but delivery is free only when the total 

purchase is over $100.
W: What? Then, how much is the delivery charge?
M: It’s $5.
W: Well, it’s a bit expensive, but I’ll take them, 

anyway. I hope to receive them as soon as 
possible.

6. [출제의도] 목적 추론
M: Our facility is housing Parkinson’s disease 

patients. They experience a stiffening of the 
fingers, which makes simple everyday tasks 
difficult. Here, patients are encouraged to roll 
tennis balls in the palm of their hands or on 
the table. It helps patients stretch out their 
fingers so they can keep their fingers moving 
easily. However, we don’t have a large enough 
supply of tennis balls because of our limited 
budget. So, if you have some tennis balls that 
do not bounce properly, don’t throw them 
away, please. Give them to us. You can help 
our patients perform their everyday tasks more 

easily. Tennis balls are small, but remember 
they are a huge benefit to our patients.

7. [출제의도] 부탁한 일 파악
W: Hi, Brian. How’s your preparation for the school 

festival going? 
M: Hi, Joan. It’s going well, mostly. Our drama 

club is performing a play called “The View 
from the Tree.” The plot was created by 
Charlie.

W: That’s great! How’s your rehearsal going?
M: Actually, we couldn’t practice much because we 

fixed on the script last night.
W: The big day is just a week away.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M: If you’re not busy, will you help us with the 

program for the play?
W: I’d be glad to, but I don’t know much about 

your performance.
M: We have already written all the details for the 

program. You only have to edit it.
W: OK, I’ll help you out. I’m already excited about 

watching you perform.
M: Thanks. I won’t let you down.

8. [출제의도] 관계 추론
W: Good morning, Mr. Simpson.
M: Good morning, Susan. Can I see Ms. Brown?
W: I’m sorry. She is having a meeting. Can I help 

you with something?
M: You know, I’m the author of the book, “Attack 

of Nature.” Unfortunately, I found some 
editorial errors in the book.

W: I’m sorry to hear that. Are they serious?
M: Yes. Some pictures are on the wrong pages. I 

think you should report this to Ms. Brown 
right now.

W: I’m so sorry. We should have checked it more 
carefully. I’ll make sure you see Ms. Brown 
immediately.

M: Yes, I should see her as I’m afraid the readers 
will get confused.

W: Yeah, I’ll go and report this problem right 
away.

M: Thank you.
9. [출제의도] 장소 추론
M: Let’s review what we’ve learned so far in this 

routine.
W: I’m not sure, Mr. Grant. Can you show me 

again? 
M: OK. Just follow my moves. 
W: But it’s so difficult to keep my balance when 

lifting one leg. 
M: Then practice it while holding the bar with 

your left hand. It’ll be much easier. 
W: Got it.
M: Make sure that your legs are straight and keep 

your chin up.  Don’t look down at the floor.
W: OK. I have a question. Do I have to hold my 

arm high up in the air? 
M: Yes, you do.
W: Like this? [Pause] I look pretty stupid in the 



mirror.
M: You can’t learn well if you’re selfconscious. 

Just imagine you’re a beautiful bird. 
W: I’ll try. 

10. [출제의도] 할 일 파악
[Cell phone rings.]
W: Hello.
M: Jane. It’s me, Sam. Where are you?
W: I’m here at the Sunshine Theater.
M: Have you bought the tickets yet?
W: Yes, I already bought two tickets and the seats 

are perfect.
M: Oh, dear!
W: What’s wrong with you?
M: I’m sorry but I’ll be late because of heavy 

traffic. So, I think you should get a refund.
W: Sam, how can you say that? You know this is 

what I’ve been really looking forward to 
seeing. Besides, I bought the program.

M: I’m so sorry. Then, what about watching the 
next show?

W: Hmm.... I’m not sure if I can get the tickets, 
but I’ll try.

11. [출제의도] 도표의 이해
W: Look at this, David. There are some interesting 

activities in Camp Fantasia.
M: Yeah, they look great! We can hike, ride a 

mountain bike, try rock climbing and enjoy 
water sports. I like this place.

W: So do I. Which program is good for us?
M: Let me see..., Program E is the most active 

and challenging! We can take part in all the 
activities. I like it.

W: But, I think the program is too much for me.
M: Let’s see..., Program A only offers hiking and 

mountain biking.
W: Well, I don’t like it. 
M: Then, what about Program B? We can enjoy all 

the activities except water sports. 
W: David, I don’t want to miss water sports.
M: OK. Program C offers water sports, but it does 

not include hiking and rock climbing. And 
Program D provides all the activities except 
hiking.

W: I like Program D. Hiking might be a little bit 
boring.

12. [출제의도] 내용 일치
W: Hello, new students. Welcome to St. George 

High School. Our cheerleading team has won 
the national high school championships three 
years in a row. Why don’t you join us? 
Currently our team consists of 16 female 
athletes, 4 male athletes, and 1 team manager. 
We practice for various competitions, school 
performances and for home games of our 
school’s teams. Our team practices year round 
but not during summer vacation. We practice 
after school twice a week, on Tuesdays and 
Thursdays. Extra practice can be added before 
performances and competition dates. Any 

student interested in cheerleading is always 
welcome.

13. [출제의도] 그림에 적절한 대화
① W: What are you looking at?
   M: I’m reading a news story on the net.
② W: Is there anything interesting on TV?
   M: Nothing special. I’m just watching.
③ W: Excuse me, but would you please move 

your newspaper?
   M: Oh, I’m really sorry. I didn’t mean to bother 

you.
④ W: You know where the paper is? I need it 

right now.
   M: It may be somewhere in your room. 
⑤ W: Why do you stack up the papers?
   M: I’ll take them to the recycling center.

14.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W: James, you look bad. Anything wrong with 

breakfast?
M: No, the food is fine, but I feel pain in my 

tooth.
W: You went to see a dentist yesterday, didn’t 

you?
M: Yes, I did. But I feel uncomfortable when I 

have food in my mouth.
W: Oh, that’s too bad. I think you have to go to 

the clinic again.
M: Yeah, you’re right. What a frustrating thing!
W: Sure, it is. Are you going to the clinic this 

afternoon?
M: Yes, I am. But I’m afraid I will be tied up at a 

conference the entire morning. Can you make 
a dental appointment for me?

W: What time do you think you’ll be free?
M: Maybe around three o’clock.
W:                                            

15.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W: Mike, I’m afraid I’ve done a very stupid thing.
M: What’s wrong?
W: I went to the shop to look for a birthday 

present for your father and I bought a pair of 
leather gloves.

M: I guess you bought the wrong size. Right?
W: No, Mike, that’s not it. 
M: Then, what’s the problem?
W: I also bought a scarf for my mother and I had 

each of them wrapped up.
M: So?
W: When I got back home, I found I had posted 

the scarf to your father instead of the gloves. 
M: Isn’t it nice for a man to wear a scarf?
W: Mike, don’t be kidding. I’m serious.
M:                                            

16.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Cell phone rings.] 
W: Hello, Andy. What’s the matter?
M: Mom,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W: What is it?
M: My friends are going hiking in the national 

park in two hours. Can I go with them, 

please?
W: You guys are hiking in the mountains? Is there 

any adult going along?
M: No, but we’ll be OK. It’s like climbing up a hill 

in the neighborhood.
W: But I’m still worried. There might be an 

emergency.
M: No worries. You know I’ve learned how to 

manage that at the Boy Scouts camp.
W: Well, when are you coming back home?
M: I’ll be back before dinner tomorrow.
W:                                            

17.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표현
M: Henry is preparing for the math exam and he 

asks his math teacher, Ms. Green, if she has 
last year’s exam questions. Ms. Green tells 
him that the school has put them on the 
school website so that every student can 
freely download them. So, Henry visits the 
school website and downloads the questions 
onto his computer. Unfortunately, his printer 
keeps failing to print them out. Next day, 
Henry visits Ms. Green at her office and tells 
her about his problem.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Ms. Green most likely say to him?

18. [출제의도] 지칭 추론
당신은 다양한 유형의 상품과 용역을 이용하는 동안 

불만을 경험한다. 당신은 불만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어렵고, 금전적 손실액이 작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에서 보상
을 받아야 하는지를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이 상황을 
꼭 처리하고 싶어한다. 이곳은 당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자동
차, 주택과 시설, 출판물, 용역, 금융, 보험, 법, 의료와 
같은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당신의 불만 사항을 다룬다. 
이곳은 또한 당신을 위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근거하
여 기업으로부터 보상을 요구한다.

19. [출제의도] 지칭 추론
Tom과 그의 동료인 Sue는 뉴욕에서 열리는 음악교사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회의 기간 동안에 그는 음성 
메트로놈을 구입하였는데, 그것은 노래의 박자를 세는 
장치이다. Tom과 Sue가 집으로 오는 항공편에 탑승하
기 전에 Tom은 기내에서 휴대할 그의 가방을 보안점검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았다. 보안요원이 모니터를 지켜
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Tom에게 가방 속에 
무엇이 있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다이얼과 스위치들로 
뒤덮인 그 장치를 가방에서 끄집어냈다. Tom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 “보세요, 내가 보여드릴 게요.” 그는 상자
를 들고 스위치를 켰다. “하나, 둘, 셋,…….” 완벽한 시간 
간격으로 메트로놈에서 소리가 났다. 보안요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Tom이 그의 소지품을 챙길 때 Sue가 
그에게 속삭였다. “그게 ‘셋, 둘, 하나,……’라고 하지 않
은 게 기쁘지 않나요?”

20. [출제의도] 목적 추론
저는 지금 저의 삶에 다가온 모든 ‘새로운 것’에 대해 

다소 얼떨떨합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이웃 말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새로운 것’은 새로운 시
각입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적으로 느꼈었는지는 당신에
게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갈 때, 저는 거의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고 느



꼈습니다. 즉, 당신이 나타날 때까지 말입니다. 저는 당
신이 저와 함께 한 시간들에 대해 아무리 감사해도 지
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친분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면접에 대해 저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저
를 위해 당신이 보내신 그 시간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
의 커다란 선물과 같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관심은 내가 
나의 새로운 삶에 적응할 때 그 기나긴 밤들 동안에 
따뜻한 담요처럼 느껴집니다.

21. [출제의도] 문법성 판단
적절히 저장되면 브로콜리는 4일까지 신선한 상태로 

있을 것이다. 신선한 송이들을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은 묶지 않은 비닐봉지에 담아 채소 칸에 냉장하는 것
인데, 그것은 그것들에게 습도와 공기의 적절한 균형을 
주고 비타민 C 성분을 보존하도록 도와준다. 표면의 수
분은 곰팡이의 성장을 촉진하므로 저장하기 전에 브로
콜리를 물로 씻지 말라. 하지만 대부분의 채소들처럼 그
것은 구입 후 1~2일 내에 사용될 때 최상의 상태에 있
다. 브로콜리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쉬워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는 그것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3분에서 5분 
동안 그것을 물에 삶는 것뿐이다.

22. [출제의도] 문법성 판단
사업 현장에서는 ‘감사’를 표할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을 정말 잊기 쉽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교류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소중하고, 중
요하며, 존중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미안하
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과 똑같이 당신이 정진하도
록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보다 실제의 
카드를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손으로 쓴 간단한 자필 편지는 당신의 손가락 끝으로 
화면에다 그토록 손쉽게 작성해 넣을 수 있는 몇 줄의 
활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좋은 카드를 구입하는 데 별도의 몇 분을 더 들이고 글
씨를 깔끔하게 쓸 수 있는 펜을 사용하도록 하라.

23. [출제의도] 무관한 문장 판단
찬 물로 샤워를 마무리하는 것이 당신의 건강에 좋을 

수 있다. 따뜻한 물은 혈액을 당신의 피부로 몰리게 하
고, 찬 물은 혈액을 당신의 체내 기관으로 몰리게 한다. 
이와 같이 찬 물과 따뜻한 물은 번갈아가면서 샤워하는 
것은 혈액을 강제적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더 원활한 
혈액순환이 일어나게 한다. 이상적인 방식은 따뜻한 물
과 찬 물을 수차례 번갈아가며 샤워하는 것이지만, 단지 
찬 물로 샤워를 끝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빈번한 샤워는 피부 문제나 다른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원활한 혈액순환은 당신의 신
체 기능을 향상시켜서 당신을 더 건강하게 보이고 건강
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24. [출제의도] 빈칸 완성
친환경 제품의 가장 중요한 면 중 하나는 내구성이어

야 한다. 어떤 물건이 튼튼하거나 쉽게 고쳐질 수 있다
면, 이는 그 물건이 쓰레기 매립지에 폐기될 가능성을 
줄이고, 비록 처음엔 그 물건이 더 비쌀지라도 결국 당
신으로 하여금 쉽게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게 해준다. 
심지어 재활용 제품조차도 고장이 나서 고쳐질 수 없다
면, 재처리하고 대체하는 데 에너지와 다른 자원을 필요
로 한다. 수명이 긴 제품들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
에게로 물려질 수 있다. 만약 당신의 기호가 변하고,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식탁이 더 이상 당신의 맘에 들
지 않을지라도, 튼튼한 식탁은 거의 항상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일 것인 반면에, 부서지고 수리될 수 없는 식탁은 
아마 그렇지 못할 것이다.

25. [출제의도] 빈칸 완성
한 새로운 연구는 아이들이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 

그 아이들이 폐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
을 시사한다. 연구원들은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95,000명 이상의 유아들을 관찰하면서 2005년
까지 그 아이들을 추적 하였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가
을에 태어난 아이들이 천식에 걸릴 가능성이 거의 30%
나 높았다는 것이다. 연구원들은 그 이유가 가을철에 태
어난 아기들이 흔한 겨울철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출생 시에 유아들은 항체가 어
머니로부터 태아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특정한 질병에 
대한 방어력이 있다. 그러나 그 방어력은 일시적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면역성이 사라져감에 따라  아기들은 
더 질병에 걸리기 쉬운데, 온갖 종류의 세균들이 공기 
중에 들끓는 겨울철에 특히 그러하다.

26. [출제의도] 빈칸 완성
El Sistema는 가장 성공적인 사회 통합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베네수엘라의 청소년 오케스트라
와 음악 센터들의 전국적인 조직망이다. 약 삼십 년 전
에 Jose Antonio Abreu는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에게 
길거리 삶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회 사업과 음악을 
접목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위험하고 가난에 찌든 
Carcas 빈민가에서 Abreu는 음악을 통해 절망에 빠진 
아이들을 구했고, 사회 제도와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1975년에 그는 12명의 아이들로 최초의 베네수엘라 청
소년 오케스트라를 조직했다. 그 이후로 그는 전국적으
로 오케스트라와 음악 센터의 조직망을 구축해 왔다. 현
재 250,000명의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으며, 2012년 무렵에 그 수는 두 배에 이를 것이다.  

27. [출제의도] 빈칸 완성
자연 재해와 그것이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에 대해 미

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에 관해서는 이미 많이 알
려져 있다. 논리적인 사고를 갖춘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그런 잠재적인 영향들을 피하거나, 그런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어도 행동과 재산을 변화 시킬 것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인간들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
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겪거나 또는 그런 경험을 한 누
군가를 알게 되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든가 “그런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재해와 그 발생 가능성, 사건의 손실에 대해 잘 알고 있
는 해박한 과학자들조차도 항상 적절하게 행동하지는 
않는다.

28. [출제의도] 어휘 파악
당신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그들의 성격을 

판별할 수 있는가? 일부 과학자들은 색상 (A) 선호도에 
근거한 성격 테스트를 실제로 이용한다. 이 색상 심리학
자들은 보통 외향적이고 모험을 즐기며 경쟁적인 사람
들이 강렬하고 밝은 색상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반대
로, 더 부드러운 색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더 조용
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보여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한 
(B) 가정들에 일부 진실이 있기는 하지만 당신은 다양
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 색상에 끌릴 수 
있고 다른 색상에는 기분이 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
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색상 심리학은 흥미롭기는 하지
만 성격 유형을 분석하는 데 있어 단지 개략적인 (C)
일반화를 제시할 뿐이다. 

29. [출제의도] 어휘 파악

수 년 전 나는 한 여인이 마술을 선보이는 것을 보았
다. 그녀는 유리잔을 물로 채우고 이미 물에 적셔둔 손
수건으로 그것을 덮었다. 천의 중앙을 아래로 누른 후 
오른손 손바닥에 유리잔을 뒤엎고 왼손으로 컵을 붙잡
았다. 공기 압력이 유리잔 안쪽에서 천을 부풀어 오르게 
했다. 그녀는 “내가 유리잔에 손가락을 대면 물이 끓게 
될 거에요.”라고 설명했다. 그녀가 그렇게 하자 거품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표면에서 거품이 부글거리
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다음
과 같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밀었을 때 유리잔이 왼손을 
통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손수건이 유리잔 바
깥쪽에서 위로 미끄러져 올라가도록 했던 것이다. 이것
이 유리잔 내부에서 천의 중앙 부분을 올라가게(→ 내려
가게) 만들면서 진공 상태를 형성했다. 그 진공 상태가 
손수건을 통해 공기를 끌어당겼고 물이 끓는 것처럼 보
이는 환영을 만들었다. 

30. [출제의도] 심정 추론
추운 겨울날에는 포근한 모자가 필수품이라고 말들 

한다. 우리는 종종 체열의 대부분이 머리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A) 하지만 모자를 안 쓴 사람들
에게서 나타나는 열 손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그것
이 잘못되었음을 밝혀준다. 그 허구는 1950년대 있었던 
한 실험을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 실험에서 
자원자들은 북극용 방한복을 입고 혹독하게 추운 날씨
에 노출되었다. 머리는 감싸지 않고 내버려둔 유일한 신
체 부분이었기 때문에 열의 대부분은 그들의 머리를 통
해 빠져나갔다. (B) 사실 신체의 한 부분을 덮는 것은 
다른 어떤 부분을 덮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 만약 그 
실험이 수영 팬츠만 입은 사람들로 행해졌다면 머리를 
통해 빠져나가는 체열은 10%밖에 안 되었을 것이다.

31. [출제의도] 빈칸 완성
내가 Ally와 방 두 개짜리 아파트로 이사 왔을 때, 우

리는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였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상황이 변하
기 시작했다. 내가 외출하면 그녀는 내 방에 슬며시 들
어와 내 일기를 읽고는 했다. 그녀는 허락 없이 내 옷을 
입거나 화장품을 바르곤 했다. 한번은, 그녀가나에게 매
우 중요한 내 사진 액자들을 모두 떼어내고, 대신 큰 추
상화 액자를 걸어두었다. 그런데 그녀가 소문을 퍼뜨리
기 시작한 것이 결정타였다. 그녀는 내 친구들에게 내가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사실
이 아니었다. 내가 그녀를 대면했을 때, 그녀는 그 사실
을 부인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참을 수 없었
다. 

32. [출제의도] 주제 추론
신뢰란 모든 거래의 기본이다. 그것은 경제의 기본이

다. World Bank의 경제학자인 Stephen Knack은 신뢰의 
경제학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 그에 의하면, 소
득에 있어서 미국과 소말리아 간의 큰 격차는 전적으로 
신용에 있어서의 격차로 설명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미국인들이 누리고 있는 소득의 0.5%는 노력의 결과이
고, 나머지 99.5%는 신뢰의 결과이다. 극단적으로 들리
기는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상거래와 사업 활동이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지를 감안해보면, 그것에는 뭔가가 있
다. 충분한 신뢰 없이는 상거래 비용이 상승하고, 심지
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가 실현 불가능할 때도 
있다.

33. [출제의도] 주제 추론
우리는 나비의 날개가 화려하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나비의 날개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칙칙한 갈색이다. 어



떤 나비들은 위장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날개를 
접어 아래쪽을 보이게 하여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룬
다. 이런 방법으로 포식자의 눈에 거의 띄지 않게 된다. 
다른 나비는 밝고 눈에 띄는 색을 가졌지만 역겨운 맛
이 난다. 이 나비 중 한 마리를 먹어본 새는 그 경험을 
기억하여 되풀이하는 것을 피한다. 역겨운 맛이 나지 않
는 다른 나비 종은 역겨운 맛이 나는 것들을 모방한다. 
그것들은 색깔과 모양은 닮게 태어났지만, 맛은 그렇지 
않다. 대담한 경계색을 피하는 것을 배운 새와 도마뱀들
은 이런 모방자들을 건드리지 않는다. 

34. [출제의도] 필자의 주장 추론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 그들의 미래

를 걱정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전문가들조차도 가
까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다는 것
이다. 그들은 금융 위기가 과거와 달리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만 말한다. 그래서 최근 졸업생들을 포함
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돌파구는 없는가? 그들은 방향을 전
환해야한다. 그들의 눈을 세상의 다른 곳으로 돌릴 때가 
되었다. 그들이 반드시 국내에서만 꿈을 실현시킬 필요
는 없다. 대신 그들은 미래를 위해 활동할 무대를 바꿀 
필요가 있다. 물론, 수반되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그 
위험을 두려워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35. [출제의도] 도표의 이해
위의 그래프는 5년 전의 삶과 비교한 현재의 삶에 대

한 미국인들의 평가를 보여준다. 그들의 삶이 더 나아졌
다고 말한 사람들의 비율은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
의 비율보다 항상 높았다. 특히 1994년과 2002년 사이
에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이 5년 전보다 삶이 나아졌다
고 대답했다. 1990년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들의 비
율은 부정적으로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보다 거의 두 배
나 높았다. 1990년에서 1996년까지 두 집단의 비율의 
차이는 꾸준히 증가했다. 1996년에는 가장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삶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졌다. 그러나 
2008년에는 응답자들 중 2/3가 그들의 삶에 대해 부정
적인 견해를 보였다.

36. [출제의도] 내용 일치
FTF는 공정 무역을 장려하는 무역 협회이다. FTF는 

많은 개별 무역 단체들이 공정 무역에 대해 연례 협의
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던 1970년대 후반까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간다. 1994년에 그 단체들은 공식적으로 
NAATO라는 이름으로 통합됐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름을 FTF로 변경했다. 그것은 구매와 생산의 선택이 
사람들의 복지 증진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루
어지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를 구현한다. 그
것은 노동과 모든 사람들의 존엄에 가치를 두는 무역 
방식을 지속적이고 의미 있게 확대함으로써 가난을 줄
이는 것을 추구한다.

37. [출제의도] 내용 일치
흰물떼새는 해변에서 가장 찾아보기 어려운 새들 중

의 하나이다. 한때 그 수가 수천에 이르렀지만 그 종은 
현재 여러 주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목록에 올
라 있다. 베이지색과 하얀색을 띤 흰물떼새는 하얀 모래
와 완벽하게 섞인다. 그것들은 모래나 개펄에서 사는 작
은 파리들을 먹는다. 그들의 둥지에는 보통 세 개의 작
은 알들이 있는데, 이 알들도 모래처럼 보여서 아주 잘 
훈련된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다. 암컷이 낮 동안에 둥
지를 품고 밤에는 수컷이 알을 품는다. 새끼들은 부화한
지 3시간 이내에 둥지에서 나올 수 있다. 그들은 달리
고, 뛰고, 헤엄을 잘 치지만 부화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부모의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38. [출제의도] 요지 추론 

내가 스토브를 잊지 않고 껐던가? 내가 현관문을 잠
갔던가? 다시 보는 게 좋겠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위험
할 수도 있는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확실히 하기 위해 때때로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있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에 대한 강한 두려움에 이끌려서 점검하
는 것이 매일 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어떤 교사는 
떨어진 바늘이 학생들을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바닥을 살펴본다. 어떤 남자는 매
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문과 창문을 모두 닫았는지 확
인하는 데 한 시간이나 보낸다. 그러나 이런 점검 습관
은 걱정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며, 의심이 여전히 자라나
서 그것이 더 심해지면 결과적으로 치료를 받게 될 수
도 있다.

39. [출제의도] 요지 추론
“잘못은 인지상사요, 용서는 신의 본성이다.”라는 격언

은 타인의 잘못에 관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이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저지
르는 것은 진정으로 인간적인 것의 한 부분이지만 대부
분의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그들은 정반대의 행동
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즉 비난을 떠넘길 다른 누군가
를 찾는 것이다. 그들은 당연하게도 그 문제에 대한 책
임을 질 수 있는 다른 누군가를 찾는다. 그래서 그 격언
의 비꼰 형태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인간적이다. 다
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더욱 인간적이다.”는 농담으로 
의도되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40.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
한 그룹의 과학자들이 수술 없이 감염 부위를 찾아내

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B) 그들은 환자에게서 혈액 샘
플을 채취한 다음 백혈구를 분리하여 방사성 원소인 인
듐-III와 그것을 섞는다. (A) 그 백혈구는 다시 몸속으
로 주입되고, 특수 카메라를 사용해서 인듐-III에서 나
오는 신호를 포착한다. 백혈구는 감염 물질과 싸우기 때
문에, 그것들은 감염된 부위로 이동하여 그 지역에서 신
호를 보낸다. (C) 신호의 위치는 감염 부위가 어디이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의사에게 보여준다. 그러면 
의사는 주저 없이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다.

41. [출제의도] 제목 추론
National Audubon Society와 같은 단체들은 한때 새

에 대한 관심을 권장해서 새 관찰이 인기 있는 소일거
리와 여가 시간을 보내는 좋은 방법이 되었다. 불행하게
도 그러한 관심의 증가는 새에게 영향을 끼쳤다. 한 마
리의 희귀 새는 한 무리의 새 구경꾼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 풀들과 서식처가 과도한 관심을 가진 새 구경꾼들
의 발자국에 의해 짓밟혔다. 새들은 본래 수줍음을 타는
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출현이 새들로 하여금 둥지와 
그 안에 있는 알들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검은 매 한 마리는 그것이 둥지로 돌아오는 것을 보
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그 새는 
5년 동안 둥지에 단 하나의 알만을 낳았다.

42. [출제의도] 제목 추론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들이마시

게 되는 간접 흡연이 특히 아이들에게 해롭다는 증거가 
너무도 많아서,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이 있으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방법을 쓰고 있다. 하지만 한 연구자에 따
르면 삼차 흡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

한 것도 완전한 예방책이 되지는 못한다고 한다. 담배 
연기 속에 있는 유독물질은 담배를 끈 오랜 후에도 근
처의 표면과 머리카락, 그리고 흡연자의 옷에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그런 것들과 아주 가까
운 곳에서 숨을 쉬고 심지어는 그것들을 핥거나 빨기도 
하기 때문에 취약하다. 그래서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흡연과 관련된 위험성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43. [출제의도] 분위기 추론
밖은 어두웠고, 차가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

다. 실내에선 세 명의 아이들이 할아버지 주변에 앉아 
있었고 거친 나무 탁자위에 놓인 낡은 랜턴이 방안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었다, 할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해
적, 보물 그리고 바다의 이야기를 쏟아내자, 아이들은 
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들은 
바위에 부딪혀 파도를 일으키는 거친 바람 소리를 들었
다고 믿었다. 그들의 상상 속에서 밖은 춥고 비가 내렸
지만, 실내는 따뜻하고 건조했다. 그리고 한 명씩 아이
들의 눈이 감기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손길로, 할아버지
는 아이들을 침대로 옮겨 뉘이고 이불을 덮어 주었다. 

44. [출제의도] 문장 위치 파악
성공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행운은 자기 스스로 

만든다.”라고 말하는데 한 연구의 결과는 그 말이 사실
임을 시사한다. 만약에 사람들이 자신이 운이 좋다고 믿
는다면, 그들은 무언가에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
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자신이 운이 좋지 않다고 생
각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행동한다. 잘 해내지 못할 
것임을 알기에 그들은 새로운 것을 거의 시도하지 않으
며, 따라서 성공하지 못한다. 그 연구는 또 운이란 해석
하기 나름의 문제라는 것도 시사하고 있다. 실험 대상자 
중 한 명이 계단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을 때 그는 
이것이 불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반대로, 그는 실로 
아주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 만약 그가 다른 식으로 
떨어졌더라면 목이 부러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이다. 

45. [출제의도] 요약문 완성
오늘날, 정보와 지식의 일반적인 저장고는 더 복잡하

고 접근하기 쉽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와 지식의 접근용
이성은 이제 훨씬 더, 사이버 세상의 주인인 젊은이들의 
영역이다. 그러나 지혜의 영역은 또 다른 방향에 놓여있
다. 지혜란 전적으로 정보와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관한 것인데 이 분야에서는 종종 젊은이들이 
여전히 연장자에게 의존해야 한다. 왜 그럴까? 삶의 핵
심에 관한 한, 고대 이후로 그리 큰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혜는 습득하는 데 평생
이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인다. 사실, 우리가 지혜
를 빨리 통달하려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느리게 우리
에게 온다는 것이 지혜의 역설이다. 지혜는 대체로 연장
자의 영역에 남아 있고, 기술 혁신은 연장자들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감소시키지 않았다.

→ 기술 혁신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지식과 정보에 있
어서 우월함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들은 지혜를 얻
기 위해 연장자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46-48] [출제의도] 장문독해(글의 순서 파악, 내용 
일치, 지칭 추론)

(A) 1972년 12월, 나는 Pennsylvania 주립대학교 미
식축구부의 수석 코치로 거의 7년째 근무하고 있
었다. 그때 예기치 못한 그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
를 건 남자는 Bill Sullivan으로 New England 
Patriots의 제1 구단주였다. 그는 “당신을 만나 우



리 팀을 지도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 그는 130만 달러와 프랜차이즈 소유권 
일부를 포함하는 제안을 해 왔다. 

(D) Sullivan의 제안에 나는 현기증이 났다. 결국 나
는 아내에게, “그 일을 맡아야겠어요.”라고 말했다. 
Sue는 “Joe,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뭐든 나는 
좋아요.”라고 대답했다. 나는 Sullivan에게 전화를 
해서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전하였다. 그날 밤 Sue
와 내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나는 기뻤다. 새벽 
두 시에 Sue는 흔들의자에서 아기를 돌보며 앉아 
있었다. 확신컨대, 그녀는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하
고 있었다. 그녀는 Boston으로 가고 싶지 않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다. 

(C) 나는 잠들어 있는 척 하였다. 나는 내가 떠나려
고 하는 생활에 대해 생각하며 누워 있었다. 나는 
내 아내를 만나 결혼했던 학교와 우리 다섯 아이
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집이 눈에 그려졌다. 굵은 
목과 여린 마음을 가진, 나의 선수들이 보였다. 
Sullivan에게 내가 가겠다고 말하게 만든 것은 무
엇이었을까? 그래, Boston은 멋진 도시이고, 새로
운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 돈이었다. 갑자
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
이 무엇인지 알았다. 아침이 되자 나는 Sue에게, 
“당신은 백만장자와 잠들었지만, 본래의 나와 함께 
눈을 떴어요. 나는 안 가겠어요.”라고 말했다.

(B) 그날 밤의 계시의 순간 이후, 나는 대학 축구팀
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프로 축구팀
이 나에게 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나도 
다른 코치들과 마찬가지로 게임에서 이기는 것을 
좋아하지만, 승패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음을 안
다. 나는 내 선수들이 개인적 훈련과 교육적 발달
을 통해 그리고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프로 팀에서는 얻을 수 없
는, 깊이 있고 오래 지속되는 보상이다. 

[49-50] [출제의도] 장문독해(지칭 추론, 빈칸 완성)
의견과 판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

을 주는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다. 그 일반적인 실험 
절차는 미국의 Asch 박사가 고안하였다. 그 절차는 이
렇다. 한 자원자가 길이 구별 연구를 위한 그룹에 합류
할 것을 요청받는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과 실험자
가 앉아 있는 방으로 간다. 그 자원자는 방안에 있는 다
른 사람들이 실험자와 함께 일하는 연구원이라는 것을 
모른다. 한 쌍의 카드가 소개된다. 그 카드 중 한 장에
는 하나의 선이 있고, 다른 한 장에는 세 개의 선이 있
다. 세 개의 선중 하나는 다른 카드에 있는 선보다 분명
히 길고, 다른 하나는 더 짧으며, 나머지 하나는 길이가 
똑같다. 카드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차례로 두 번째 
카드에 있는 세 개의 선중 어느 선이 첫 번째 카드의 
선과 길이가 같은지 질문을 받는다. 그들은 모두 - 그렇
게 고르라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 틀린 선을 고른다. 
마침내, 자원자의 차례가 온다. 많은 경우에, 그룹의 의
견에 직면한 자원자는 그의 감각을 통한 분명한 증거를 
부정하고 다른 이들이 고른 것과 똑같은 선을 고른다. 
이 실험은 분별 있고 평범한 사람들도 순응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낄 때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게 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즉 “압력 집단”
은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