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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①

Mrs. Roy: 안녕하세요, Tony. 제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가 당신의 가

게에 들렀던 것 기억나세요?

Tony: 예, 기억나요. Volvo 맞죠?

Mrs. Roy: 맞아요, 어찌됐든, 오늘 아침 세차를 하

고 내 딸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는

데 갑자기, 제가 신호등 앞에 멈춰 섰

을 때 브레이크에서 아 삐걱거리는 소

리가 아주 크게 나더라고요! 차는 잘

멈춰졌는데 그 소리는 나와 딸아이를

겁에 질리게 했죠. 비록 한 번만 그랬

지만, 지금 난 좀 불안하네요.

Tony: 당신은 이 일이 세차한 다음에 일어났단 말

인거죠?

Mrs. Roy: 네, 맞아요.

Tony: 음, Roy 여사, 그것에 대해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게 젖었을 때 브레이크에서 삐걱

거리는 소리가 나는 건 공통적이에요. 특히

새 차였을 땐 말이죠. 날 믿어요. 당신의

브레이크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잘 처리해

드렸죠.

Mrs. Roy: 고마워요, Tony. 무거운 짐을 덜어낸

거 같네요.

kindergarten: 유치원

squeak: 삐걱거리다

scare: 겁에 질리다

make an appointment: 약속을 정하다

explain: 설명하다

complain: 불평하다

☞Mrs. Roy가 차를 세차한 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

직 좀 겁난다고 말하자 Tony는 자기가 고쳤다고 말

하면서 안심시키고 있다.

2. 상황에 적절한 말 고르기  정답 ②

여행사: 안녕하세요. One Stop 여행사입니다. 무엇

을 도와드릴까요?

Mr. Jenkins: 안녕하세요. 런던으로 가는 왕복 비

행기 티켓이 필요해요.

여행사: 음, 맞게 전화하셨네요. (A)고객님이 이용

가능한 가장 적절한 요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언제 출발해서 돌아오실 건가

요?

Mr. Jenkins: 실은, 정하지 않았어요. 다음 달의 첫

2주간은 언제든 떠날 수 있어요. 단

지 중요한 건 내가 이번 달 말이 되

기 전에 뉴욕을 떠나서 여기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여행사: 여행객이 몇 명이죠, 고객님?

Mr. Jenkins: 제 아내와 저, 이렇게 둘입니다.

(B)이번 여행은 결혼 15주년으로 그

녀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여행사: 축하합니다! 숙박 시설이 필요하신가요?

그 항공사는 런던의 많은 호텔들과 제휴

를 맺고 있습니다. (C)두 분이 함께 가시

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Mr. Jenkins: 제게 맞는 상품을 찾아 주시겠습니

까?

여행사: 고객님은 운이 좋으시네요. 영국 항공이

15일짜리 훌륭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거든

요. 한 사람 당 1700달러의 좋은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호텔은 별 4개짜리이고

모든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그리

고 운 좋게도 이 상품은 다음 달 말까지

제공됩니다. 한 가지 제한 사항은 고객님

이 수요일에 JFK에서 출발해서 2주 뒤

수요일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Mr. Jenkins: 맘에 꼭 들어요. 예약할게요.

round trip: 왕복 여행

depart: 출발하다

flexible: 유연한, 융통성 있는

accommodation: 숙박 시설

deal with: 다루다, 취급하다

deal: 대우하다, 대하다

restriction: 제한, 규정

fare: 운임, 요금

anniversary: 기념일

☞여행사에전화를건고객이런던으로가는왕복항공표

를원하므로 a.이에합당한표를구해준다는말이오는

것이 적절하고, c.고객이 여행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는

말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위에 아내와 손님이 간다고

했으므로 b.여행사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는 말이 와야

하며 앞에서손님이언급한달에적합한날을언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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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품을추천해주고있으므로 d.가 오는것이적절하

다.

3.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④

운전사: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Sam: 시 금융센터로 가주세요. 그런데 Lincoln가로

가는 대신에 3번 가로 가주시겠어요? 제가 아

무리 늦어도 9시까지는 이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거든요.

운전사: 아침의 이 시간대에는 새로운 도로 공사 때

문에 3번가는 혼잡할 것입니다. 법원 뒤쪽에

있는 5번가로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 길

로 가면 덜 혼잡할 것입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Sam: 좋아요. 제가 일정이 있는데 9시 30분에 회의

가 있습니다. 저를 그 시간 전까지 시 금융센

터까지 데려다 주시면 후하게 팁을 드리죠.

운전사: 약속드릴 순 없지만, 최선을 다해보죠.

avenue: 큰 가로, 대로

drop off: (도중에) 들르다

courthouse: 법원(청사)

construction: 건설, 건축

rear: 뒤, 뒷부분

route: 길, 항로

guarantee: 보증하다

☞ 운전사가 3번 가는 교통이 혼잡해 늦을 수 있다고 하

며 5번 가로 가는 게 낫다고 말했으므로 ④는 일치하

지 않는 내용이다. (①은 아직 회의 시작 전이고 그 전

에 법원에 들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운전사도

확실히 답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능한 상황이다.)

4. 관계 추론  정답 ⑤

사람 1 : 그래서, Steve 삼촌과 무슨 얘기를 한 거

니?

사람 2 : 삼촌이 말씀하시길, 제가 태어났을 때 아

버지와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다고 말씀

하시던 데요. 모두가 아들을 기대하고 있

었다죠? 사실이죠?

사람 1 : 그래, 맞아. 심지어 의사도 그렇게 생각했

지. 우리는 아주 확신을 했기 때문에 네

방을 온통 스포츠에 관한 것들로 꾸몄지.

우리가 그 방을 다시 꾸며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되니?

사람 2 : 실망하셨어요? 제 말은 제 방을 준비하던

모든 일들이…….

사람 1 : 농담하니? 물론 아니야! 그 날 이 세상에

서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그

걸 절대 잊지 못할 거야.

all sort of: 모든 종류의

redecorate: 다시 장식하다, 개장하다

☞아들을기대하고있었다는말과아이가태어났을때방

을 다시 꾸몄다는 말을 통해 아이는 딸이라는 것을 알

수있고 ‘you and mom∼'이라는문장을통해 you는아

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⑤

Scott: 실례합니다. 귀찮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뭐 하나 여쭤 봐도 될까요?

Spencer: 물론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Scott: 음, ABC 세탁소를 찾기 위해 약 20분 동안 이

주위를 돌아다녔어요. 제 아내가 드레스를 맡

겼고 제가 오늘 그것을 찾기로 했거든요.

Spencer: 흠……. ABC 세탁소요?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를 잘 몰라서요. 주소를 가지고 계세

요?

Scott: 예. 525 Main Street예요. Royal제과점과

Hobby가게 사이에 있어요.

Spencer: 그 두 가게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것들

은 동네 다른 편의 Main Street에 있어요.

잘못 와 계신 것 같네요!

Scott: 오, 바보 같군요! 제가 더 자세히 영수증을 봤

어야 했네요. 저희 가족과 저는 Enfield에 이

곳으로 몇 주 전에 이사를 왔고 저는 아직 이

주변 지리를 익히려고 노력 중이죠.

Spencer: 걱정 마세요. 이 두 길은 몇 년간 이 주위에

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죠. 저도 몇 번 실

수를 했었죠. 저기요, 7번 버스를 타는 건

어때요? 빵집 바로 옆에 서는데 거기까지

가는 데 10밖에 안 걸려요.

Scott: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하려고 했던 거예

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pencer: 제가 도울 수 있어 기뻤고 Mayberry에 오

신 걸 환영합니다.

bother: 귀찮게 하다, 성가시게 하다

be supposed to : ∼할 예정이다

familiar: 친숙한, 친밀한

receipt: 영수증

confuse: 혼란스럽다

appreciate: 고맙게 생각하다

grateful: 고마운, 감사해 하는

annoy: 성가시게 굴다, 괴롭히다

☞ Spencer는 Scott의 물음에친절하게대답해주었으므로

⑤가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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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지 추론   정답 ④

연구에 의하면, 더 관대한 사람들이 심장 질환의

위험 요소인 스트레스와 적개심을 덜 갖게 된다고

한다. 그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관대

한 사람들은 그들의 심장 혈관과 근육, 신경 체계

에 즉각적인 개선을 보인다. 망연자실한 손실을 겪

은 사람들도 그들이 용서할 때 심리적이나 감정적

으로 더 나은 기분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용서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은 심장 혈관

이나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자신

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

는 사람들은 혈압이나 근육 긴장, 면역 반응 등에

서 부정적인 변화를 보인다.

hostility: 적의, 적개심

offender: 범죄자, 위반자, 무례한 사람

immediate: 즉시의, 즉각

cardiovascular: 심장 혈관의

muscular: 근육의, 힘센

devastate: 압도적인, 충격적인

psychologically: 심리적으로

incidence: 빈도, 발병률

pressure: 압력

tension: 긴장, 불안

immune: 면역의

response: 반응

☞용서를하면 심장질환, 근육 긴장, 신경체계에 즉각적

인 개선이 일어난다고 했고 심리적이나 감정적으로 더

나은기분을가질수있다고하였으므로요지로④가가

장 적절하다.

7. 요지 추론 정답 ④  

유능한 의사는 환자의 병의 원인을 진단하기 전에

환자의 말을 유심히 듣는다. 투자 상담가들은 어떤

변화를 제안하기 전에 현재 고객 자신들의 유가 증

권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유능한 자동차 판매원은 고객들에게 많은 차를 보여

주기 전에 차 안에서 그들이 찾고 있는 것에 대한 평

을 듣는다. 조립 라인과 건설 현장 노동자들은 회사

와 직원이 무사고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

규칙을 듣고 숙지해야 한다. 현명한 경영자는 어떤

대담하고 잠재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모험적인 사

업에 착수하기 전에 부하 직원의 생각과 의견을 듣

는다.

intelligent: 지적인, 총명한

complaint: 불평하는

diagnose: 진단하다

account: 설명

investment: 투자

portfolios: 유가 증권 일람표

comment: 논평

assembly: 조립

regulation: 규정

subordinate: 종속자, 하급자

bold: 과감한, 대담한

venture: 모험, 모험적 사업

☞ 의사와 투자 상담가, 자동차 판매원 등의 예를 들면서

어떠한일을하든지상대방의이야기를잘들어야한다

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8. 글의 순서 배열   정답 ④

사람들이 인터넷을 검색할 때 누가 지켜보는가?

온라인상의 사생활 보호를 회사들이 윤리 상, 경영

상의 논점으로 분류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받는 쟁

점이 되고 있다.

(C)온라인 광고 네트워크인 DoubleClick은 인터

넷 사생활 논쟁의 중심에 있는 회사들 중 하나이

다. 그 회사는 웹 서퍼들이 어떠한 사이트를 방문

하는지와 그들이 클릭하는 광고를 기록함으로써

수많은 웹 서퍼들의 습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A)DoubleClick은 개인 신상명세가 익명으로 되

어 있고 검색자들에게 적합한 광고를 맞춰주기 위

해 쓰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회사가 이름과

주소를 데이터베이스에 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온라인상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대중들의 염려

로 철회하기를 강요받고 있다.

(B)그럼에도 불구하고, DoubleClick만이 사람들

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개인 자료를 모으는 것은

아니다. Amazon.com, eBay와 다른 사이트들 또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늘어남

에 따라 사람들이 수집되는 정보의 양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조사가 보여준다.

privacy: 사생활

sort out: 분류하다, 가려내다

ethical: 도덕상의, 윤리적인

managerial: 경영상의

anonymous: 익명의

appropriate: 적절한, 적합한

invasion: 침입, 침공

gather: 모으다

survey: 조사

debate: 논쟁, 논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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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논쟁에 대해

DoubleClick이란 회사를 예로 들고 있으면서 이에 대

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C)가 제일 처음 오는

것이 알맞고, 이 회사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A)가 그 다

음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 (B)의 Nevertheless 이

후의 내용으로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많은

회사들이 개인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마지막

으로 오는 것이 적절하다.

9. 글의 순서 배열 정답 ③  

가족도 없고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는 어린

여자 고아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

(D)어느 날, 유난히 슬프고 외로움을 느끼면서,

초원을 거닐고 있는데 그 때 작은 나비 한

마리가 가시나무 덤불에 무자비하게 갇혀 있

는 것을 보았다.

(A)나비가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칠수록 가시

가 그것의 몸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C)그 어린 고아 아이는 조심스럽게 나비를 가

시나무 덤불에서 풀어줬다.

(B)멀리 날아가는 대신, 그 작은 나비는 아름다

운 요정으로 변하였다. 그 어린 소녀는 믿지

못해 그녀의 눈을 비벼댔다.

orphan: 고아

struggle: 투쟁하다, 싸우다

thorn: 가시

fragile: 빈약한, 연약한

rub: 비비다, 문지르다

disbelief: 불신, 의혹

release: 놓아주다, 풀어주다

captivity: 포로

exceptionally: 예외적으로, 특히

meadow: 목초지, 초원

unmercifully: 무자비한, 무정한

thornbush: 가시나무 덤불

☞첫문장에서언급된놀라운이야기에대해먼저설명하

는 것으로 (D)가 오는 것이 알맞고, (A)나비가 덤불에

갇혀가시에찔리는것을보고 (C)나비를풀어주었더니

(B)그나비가요정으로변하는것을보고놀랐다는내용

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10. 문단 요약 정답 ①  

조사자들은 무작위로 선발된 연인들을 체육관으

로 데려갔다. 연인들의 절반은 손목 부분으로 해서

손을 함께 묶었다. 이 연인들은 내내 그들의 몸 사

이에 베개를 끼운 채, 방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손과 무릎으로 기어서 장애물을 넘도록 요

구받았다. 나머지 연인들은 한 번에 한 파트너가

매트를 가로질러서 공을 굴리는 더 쉬운 일이 주

어졌다. 조사자들이 예측한 대로, 참신하고 자극적

인 활동을 하면서 게임 진행 중에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했던 연인들이 더 순탄한 길을 갔던 연인

들에 비해 그들의 관계의 질에 있어 더 만족을 했

던 것을 보여줬다. 흥미롭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한 믿을 만하면서도 변화하는 상식이 타오

르는 사랑의 불씨를 지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A)흥미롭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이 (B)사

랑이 계속 지켜지도록 하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randomly: 무작위로

select: 선택하다

gymnasium(=gym): 체육관

wrist: 손목

crawl: 기어가다, 포복하다

pillow: 베개

novel: 신기한, 참신한

arouse: (감정, 호기심을) 자극하다

steady: 확고한, 끊임없는

diet: (특정의 사람, 집단만의) 상식

flame: 불꽃, 화염

engage in: ∼에 종사하다, 착수하다

fall in love with: ∼와 사랑에 빠지다

make up with: ∼와 화해하다

take part in: ∼에 참가하다

☞ 위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중심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즉,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해 보는 것이 사랑을 유지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11.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연결어 추론  정답 ②

17세기에 영국 식민지 이주자들과 Algonkian

족 미국 원주민들은 깊은 신앙심, 농업에서 적응된

생활양식, 명확한 정치적, 계층들, 확실히 한정된

성의 역할과 같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두 사회가 계층적이지만, 그 계층의 본

질은 상당히 다르다. 영국 상류사회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지위를 물려받고 영국의 정

치적, 군사적 지도자들은 독단적으로 통치하는 경

향이 있다. 반대로, 동부 해안의 Algonkian족 지도

자는 의견의 일치에 의지했다. 힘 있는 왕에 대한

유럽의 관념에 익숙했던 영국인들은 Algonkian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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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들의 그들의 부족민들에 대해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들의 능력을 과대평

가했다.

colonist: 해외 이주민, 식민지 이주자

orient: 적응시키다, 순응하게 하다

agriculture: 농업

hierarchial: 계층적인

define: 정의하다

considerably: 상당히, 매우

gentry: 상류 사회

inherit: 물려받다, 유전하다

military: 군대의, 군사상의

autocratically: 독재의

authority: 권위

rest on:∼에 의지하다

consensus: (의견 등의) 일치, 합의

accustom to: ∼에 익숙하게 하다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chief: 수장, 두목

notwithstand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 빈 칸 (A)의 문장 다음에 상반되는 내용이 나왔으므로

역접의 접속사(even though)가 나오는 것이 적절하고

(B)와 앞과 뒤에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므로 '대조적으

로‘라는 뜻의 By contrast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12.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휘 추론  정답 ③  

겸손함은 내가 깊이 존경하는 모든 지도자들에

게서 볼 수 있는 자질이다. Winston Churchill이

영국과 연합국의 대의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

사해 했을 때 그의 뺨에 보은의 겸손해 하는 눈물

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나는 Washington이

Forge 계곡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히 자신보다 더

강한 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의심치

않는다.

observe: 관찰하다, 보다

admire: 감탄하다

humble: 겸손한

gratitude: 감사하는 마음, 보은

allied: 동맹한, 연합한

cause: 대의, 목적

cheek: 뺨

doubt: 의심하다

humbly: 겸손하여, 황송하여

fortitude: 꿋꿋함

humility: 겸손, 비하

quality: 자질, 소질

☞ Churchill이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보은의 겸허한 눈물

을흘렸다는내용과Washington이 도움을 얻고자겸허

히 무릎을 꿇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지도자들의 겸손함

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3.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구 추론 정답 ⑤  

나는 큰 바퀴들이 사는 플로리다에 산다. 이런

바퀴들은 플로리다의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플로리다인들은 바퀴를 ‘야자나무의

벌레’라고 부름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는

귀엽고 무해하게 들린다. 그래서 한 손님이 플로리

다의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서 Shaquill O'Neal 만

한 바퀴를 보고 소리를 질렀을 때 “걱정하지마세

요! 그건 야자나무 벌레일 뿐이에요.”라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의 손님들은 그것에 대해 걱정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쾌활하

게 웃는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마케팅 분

야에 입각한 과학적 원리에 기초를 둔 좋은 생각

인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사람들은 어리석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당신이 다른 이름으로 어떤 것

을 부른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생각한

다.

․cockroach: 바퀴벌레

․harm: 해롭다

․palmetto: 야자과의 일종

․scream: 소리치다, 비명

․insect: 곤충

․hearty: 쾌활한, 기분이 매우 좋은

․principle: 원리, 원칙

․underline: 강조하다, 분명히 나타내다

․expert: 전문가

․deceptive: 속이는, 현혹시키는

☞위의글에서앞에플로리다의바퀴를예로들면서이름

을바꾸어부르면사람들이그것을다른것으로인식하

게 되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 말하고 있다.

14.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절 추론  정답 ①

만일 당신이 골프공과 탁구공을 든다면 어느 것

이 더 무겁겠는가? 그 공들은 비슷한 크기이지만,

골프공이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무겁게 느껴

질 것이다. 밀도는 주어진 공간의 양에 얼마나 많

은 물질이 있는가에 대해 측정한 값이다. 즉, 어떤

물질의 부피에 대한 질량의 비율이다. 밀도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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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방 센티미터당 몇 그램인지로 측정된다. 물이

lg/cm³의 밀도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의 비

교점으로써 사용된다. 물의 밀도에 대한 다른 물질

의 밀도의 비율은 그 사물의 비중이라고 일컬어진

다. 예를 들어, 금의 특정한 비중은 19이다. 그래서

금은 19g/cm³의 밀도를 가진다. 그러므로 1cm³의

물보다 1m³의 금이 19배나 더 밀도가 높다.

similar: 유사한

dense: 밀집한, 농후한

measure: 측정, 기준, 측정하다

density: 밀도, 농도

matter: 물질

ratio: 비, 비율

mass: 질량, 크기

volume: 부피

cubic: 3제곱의, 3차의, 체적의

reference: 참조, 대조

substance: 물질, 재료

gravity: 중력

☞ 밀도는 평방 센티미터당 몇 그림인지로 측정된다고 나

와있고, 물이 lg/cm³의 밀도를 가졌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의 비교 기준이 된다는 내용과 금이

19g/cm³의 밀도를 가진다는 내용으로 보아 ①이 적

절함을 알 수 있다.

15.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휘 추론  정답 ①

한 젊은 여성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 어려움

을 겪고 있었다. 그녀는 여러 차례 거절당했다. 그

녀는 새로운 직업에 지원했다. 그녀는 다시 거절당

했다. 그 다음에 이유가 명확히 드러났다. 그녀는

신원 절도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세

명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사회보장번호를 도용했

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는 새로운 Target 매장

에 지원했을 때 이 사실을 알았다. 몇몇 고용주들

은 사람을 뽑기 전에 그들의 신용 정보를 알아본

다. 그들은 또한 신변 조사도 이용한다. Target사

가 그녀의 신용기록을 조회했을 때 그들은 문제를

발견했다. Target사는 그녀를 고용하지 않았다. 하

지만 관련 법률은 그들이 왜 그녀를 고용하지 않

았는지에 대해 말하도록 규정했다. 그 회사는 그녀

가 사기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reject: 반대하다, 거절하다

turn down: 거절하다

victim: 희생자

fraud: 사기, 부정 수단

identity: 신원

theft: 도둑질, 절도

lay-off: 해고

discrimination: 차별, 차별 대우

crisis: 위기

☞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도 거절당하고 새로운 일자리에

지원하는데도 거절당했다는 것과 세 명의 다른 사람들

이 그 여성의 사회보장번호를 도용했다는 사실에서 신

원이 도용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구 추론  정답 ⑤  

수년 전 Texas에서는, 거의 모든 기름이 지표에

서 작업함으로써 얻어졌다. 그 때 누군가가 지표

더 아래에 더 많은 석유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5천 피트 아래의 우물을 팠다. 그 결

과는 어땠는가? 용솟음쳐 오를 정도였다. 그래도

우리 대부분은 지표에서 작업을 했다. 우리는 초자

연적인 자원을 찾을 만큼 충분히 깊은 곳에서 작

업을 결코 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 많은 시

간과 투자를 하면 더 깊게 갈 것이지만 용솟음치

는 것이 이를 보상해 줄 것이다. 얼마나 깊이 팠는

가? 얼마나 오랫동안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과 재

능에 의존하여 왔는가?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 확

실히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과 성공적이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

점은 그들의 잠재성에 다다르고자 하는 그들의 욕

구에 있다.

operation: 공사, 영업

drill: ∼에 구멍을 뚫다

gusher: 쏟아져 나오는 것, 분유정

supernatural: 초자연의, 신비적인

pay off: 청산하다, 보상하다

vary: 변하다, 다양하다, 차이가 있다

significantly: 상당히, 두드러지게

capable: 유능한, ∼할 능력이 있는

willingness: 기꺼이 하기

thoughtfulness: 사려 깊음

☞ Texas에서 기름을얻는작업을예를들면서드러나있

는 재능과 능력에만 의존해 온 것을 비판하고 있다. 성

공하는것과 성공하지 못하는것의 차이는 잠재력에다

다르고자 하는 욕망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17.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구 추론                 정답 ①

Beauchamp과 그의 동료들은 30세에서 91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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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947명의 성인들을 연구했다. 참가자들은 혼자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다른 나이대의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기를 좋아하는지 혹은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과 운동하기를 좋아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요구 받았다. 조사자들은 나이가 지

긋한 사람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과 운동

하는 것에 대해 매력을 덜 느끼는 반면, 그들은 실

제로 그들 나이의 사람들과 운동하는 것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선호했다는 것을 알았다. 더욱이,

참가자들은 혼자 운동하는 것을 크게 선호하지 않

다는 것을 보고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공무원들

은 집단 운동을 할 기회를 늘임으로써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활동적인 생활방식을 독려할 기회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colleague: (직업상의) 동료

participant: 참가자

rate: ∼로 여기다, 생각하다

prefer: 선호하다, 오히려 ∼을 좋아하다

appeal: 호소하다, 간청하다

exhibit: 나타내다, 보이다

positive: 긍정적인

preference: 더 좋아함, 편애

furthermore: 더욱이, 게다가

vital: 필수적인

take step: 조치를 취하다

promote: 증진하다, 촉진하다

monitor: 감시하다, 관리하다

discourage: 낙담하다, 실망하다

recommend: 추천하다

☞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이 그들 나이의 사람들과 운동을

함께하기를더선호했다는내용과사람들이혼자운동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에서 공무원들은 이런 사

람들이함께운동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야한다는내

용이 들어가야 알맞다.

18. 무관한 문장 찾기          정답 ④  

우리의 집단 정체성은 더 큰 전체의 일부로 여

기도록 허용한다. 그것의 중요성은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지역팀이 큰 경기에서

이겼을 때 사람들이 자긍심을 느끼는 데서 보여

진다. 국가적, 윤리적, 종교적 집단 사이의 전쟁에

서 집단의 정체성을 위해 개인이 때때로 희생하며

죽는다. 또한 집단 정체성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기부하거나 위기에 처한 친구를 지지하거나

그 외 다른 도와주는 행위를 드러내는 한 이유가

된다. 집단 정체성의 근원들은 인간 심리의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집단 정체성이라는 용어로 정의하는 것은

편견, 차별, 집단 사이의 갈등의 단계로 올려놓는

“우리 대 그들”이라는 심리적 구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permit: 허락하다, 허용하다

ethic: 윤리, 도덕

religious: 종교적인

sacrifice: 희생, 희생물

donate: 기부하다

display: 드러내다, 나타내다

behavior: 행동

root: 근원, 핵심

psychology: 심리(학)

versus: ∼대 (vs)

mentality: 심리 상태

prejudice: 편견

intergroup: 집단 사이의

conflict: 갈등

☞ 전체적으로 집단 정체성이 드러나는 경우와 그에 대해

장단점을말하고있으나④의문장은집단정체성의근

원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흐름상 적절하지 않다.

19. 주어진 문장 넣기 정답 ③

빨간불은 멈춤을 의미한다. 한 도시의 많은 사

람들은 빨간불에 서지 않는다. 그 곳의 경찰들은

어느 오후에 빨간불에 서지 않은 50명의 운전자들

을 적발해냈다. 그들은 이 운전자들에게 한 사람

당 338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하는 고지서를 발부

했다. 빨간불에 완전히 정지하는 것에 이르는 대신

많은 사람들은 단지 속도를 늦추는데, 이를 캘리포

니아 혹은 헐리우드 정지라고 한다. (이러한 종류

의 ‘정지’는 법에 위배된다.) 운전자는 정지 표시판

이나 빨간불에 완전히 멈춰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

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범칙 고지

서를 주는 것이 그들이 빨간불에 서는 것을 기억

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바라고 있다. 빨간불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찍기 위해 11개의 교차로에 카

메라가 또한 설치되어 있다. 이것이 빨간불에 멈추

지 않는 사람들을 잡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pull over: (차, 배를) 한쪽으로 대다

violation: 위반, 위배

intersection: 교차, 횡단

violator: 위반자

☞ ③번 빈 칸 앞에는 빨간불에 서는 대신 속도를 늦추는

것에대한행위를정의하고있고뒤에는이러한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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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위배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

은 ③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20. 주어진 문장 넣기  정답 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이가 하얗

게 빛나고 아름다운 미소가 있길 원한다. 새로운

미모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치아 미백에 대한 높은

인기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치아 미백에 관한 위

험요소들이 있다.) 두 가지의 가장 보편적인 부작용

들은 치아민감도와 잇몸 염증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다는 것이다. 치아 내부의 민감성의 문제는 보통

치아 미백 과정의 첫 단계에서 일어난다. 잇몸 염

증은 마우스피스의 틀을 맞추는 동안 종종 일어난

다. 치아 미백과 함께 일어나는 일부 다른 위험들

로는 과다 복용, 과다 사용, 중독, 그리고 비위생적

이고 부적절한 기구의 사용이 있다. 여러분이 정말

로 치아를 하얗게 하고 싶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일

어나는 어떤 골칫거리라도 피하고 싶다면 치과의사

의 권고와 제조사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것

은 필수적이다.

associate with: 결합(관련)시키다

whitening: 백화, 표백

sparkling: 반짝거리는, 빛나는

temporary: 일시적인

sensitivity: 민감성

irritation: 자극, 염증

initial: 최초의, 처음의

mouthpiece: 마우스피스 (입에 무는 장치)

tray: 쟁반, 쟁반 모양의 접시

overdose: (약을) 과잉 투약하다

overuse: 과다 사용하다

addiction: 중독

unhygienic: 비위생적

improper: 부적당한

instrument: 기구, 악기

mandatory: 강제의, 의무의, 필수의

manufacture: 제조하다

complications: 귀찮은 문제, 분규의 원인

☞ ①번 빈 칸 앞에서는 이가 하얗게 보이기 위해 치아

미백을 많이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뒤에서는 그에 따

른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①번에 위험을 동반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1. 어법상 틀린 곳 찾기   정답 ⑤

흡연은 당신 뿐 아니라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해친다. 주변 환경에서의 담배연기는 수동적, 간접

흡연이라고 불리는데 담배를 태우면서 나오는 연

기 뿐 아니라 담배를 피우면서 내뿜는 연기도 포

함한다. 어머니들이 흡연을 하는 것은, 특히 산모

가 흡연을 하면 그들의 아이가 어릴 때 천식에 걸

릴 위험이 더 높다는 것과 연계되어 있다. 흡연자

가 있는 가정에서 길러지는 아기와 아이들은 비흡

연자 가정의 아이들보다 귓병 감염, 감기, 기관지

염, 다른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더 쉽다.

tobacco: 담배

passive: 소극적인, 수동적인

secondhand: 간접의

exhale: (숨을) 내쉬다, (연기를) 방출하다

asthma: 천식

pregnant: 임신한

raise: 양육하다

household: 가족, 온 집안

infection: 감염

bronchitis: 기관지염

respiratory: 호흡의

☞마지막문장에서주어는 Babies∼there is smoking까지

가 주어이고 동사는 have이다. 그런데 in household 앞

에동사가있고 smoking뒤에동사 have가또있으므로

한 문장 안에 동사가 2개가 되기 때문에 실제 동사인

have아닌 ⑤의 are는 삭제되어야 한다.

22. 어법상 틀린 곳 찾기  정답 ⑤  

65세 이상의 성인들 중 1/3 이상이 매년 넘어진

다. 그들 중 대부분은 균형 감각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균형은 여러분의 다리를 땅에 딛고 똑바로

서 있는 것 이상의 것과 연관되어 있다. 사실, 여

러분의 머리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의 머리는 여

러분의 균형 감각을 두루 살핀다. 그것은 여러분의

눈과 귀 안쪽으로부터 발과 다리로부터 입력된다.

만일 그러한 과정의 어떠한 부분으로든 뭔가 잘못

된 것이 있다면 현기증이나 균형을 잃었음을 느끼

기 될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감

각 기관이 덜 민감해 지기 때문에 더 넘어지기 쉽

다. 반응 시간이 더 느려진다. 더욱이, 그들의 근

육, 뼈, 관절은 더 약해지고 이것으로 심각하게 상

처를 입기 쉽고 넘어지면 회복하기가 어렵게 만든

다.

involve: 포함하다, 관련시키다

plant: (사람을) 세우다, 놓다

oversee: 지켜보다, 두루 살피다

input: 투입,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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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er: 내면의, 안쪽의

sensation: 감각, 지각

dizzy: 현기증 나는, 어지러운

unbalanced: 불균형한, 불안정한

sensory: 감각 중추의, 감각의

joint: 관절, 마디

☞ 마지막 문장에서 make의 주어는 their muscles, bones,

and joints로 복수이므로 단수동사 형태인 makes가

make로 되어야 한다.

23. 어법상 틀린 곳 찾기  정답 ③  

면접관으로서,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

에 끼어들거나 고쳐주려고 하지 말라. 사람들은 종

종 그것들을 잘못 기억한다. 그것은 괜찮다. 여러

분은 나중에 날짜나 사실들을 늦게 확인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인상과 감정에 대

해 듣는 것이다. 주의 깊게 들어라. 사람들이 뭔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묻지 않으려 했던 질문을

묻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야기하

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어린

Kennedy의 텔레비전 화면을 봤던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거라고 말한다고 해보자. 여러분은 그것이 왜

그렇게 잊혀 지지 않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 그

아이는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상당한

시간을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것이다.

interrupt: 가로막다, 저지하다

inspire: 고무하다, (감정을) 고취하다

funeral: 장례식

unforgettable: 잊을 수 없는

plenty of: 많은, 다량의

☞ ③의 동사 mention의 주어가 the person이고 you are

talking to는 주어를 꾸며주는 구문에 해당하므로

mention의 주어가 아니다. 그래서 the person은 3인칭

단수에 해당하여 mentions 으로 고쳐야 한다.

24. 어법에 맞는 표현 고르기      정답 ②  

무더운 날씨와 연관된 가장 공통적인 건강 문제

는 열 스트레스이다. 열 스트레스의 원인은 두꺼운

옷을 입는 것, 육체적 노동과 운동, 더운 날씨, 높

은 습도를 포함한다. 만일 이러한 조건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사람의 체온은 생명 제한을 넘어설 것

이다. 사람은 몸에서 상당한 양의 수분과 염분을

땀으로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체가 피부를 식

히기 위해 체액을 방출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사

람들은 열 스트레스의 결과로 단지 근육통만 겪는

다. 그러한 고통은 신체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의사들은 근육통을 겪는 사람들

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humidity: 습기, 습도

present: 나타내다, 드러내다

temperature: 온도

limit: 제한, 제한하다

perspiration: 발한(發汗)(작용)

release: 방출하다

☞ (A)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문장 전체의 동사인 is가

와야 하고 (B)의 앞에는 신체를 시원하게 하기 위해

수분을 방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how를 넣어야 하며 근육통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대

상이 필요하고 동사가 should stop이므로 활동을 멈

추는 주체가 필요하므로 주어인 those가 적절하다.

25. 문맥에 맞는 어휘 고르기   정답 ②

1700년대와 1800년대의 노예 소유주들과 밀접히

관계된 최근의 Yale대의 발표 이후에 많은 미국인

들은 오랫동안 노예제도가 남부지역 만큼이나 북

부 지역에서도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

작했다. 최초의 아프리카 포로들은 1600년대 중반

Massachusetts에 도착하였다. 1세기 이후,

Charleston과 남부 Carolina를 제외한 식민지들 중

에서 Newyork시에 가장 많은 노예들이 있었다.

Quaker교도들이 1693년 이전에 Philadelphia에서

노예제도를 비난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1700년

대 중반까지 Pennsylvania에 적어도 3천명의 노예

들이 있었고 Connecticut에는 5천명 이상의 노예

들이 있었다. New England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

이 있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한 때 노예들은

Connecticut의 전체 인구 중 5%만큼, Rhode

Island에선 10%정도가 있었을 것이다.

slave: 노예

slavery: 노예의 신세, 노예 제도

ubiquitous: 어디에나 존재하는

omnipotent: 전능한, 절대력을 가진

captive: 포로

colony: 식민지

condemn: 비난하다

advocate: 옹호하다

overall: 전반적인, 총체적인

☞ (A)는 어휘이후의내용을보아노예가미국대륙에많

이있었다는내용이나오므로 ‘만연해있다, 도처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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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뜻의 ubiquitous가오는것이적절하고, (B)는어휘

앞뒤로 반대되는 내용이 오는 것이 알맞으므로 노예제

를반대했지만많은수의노예가있었다는내용이오는

것이 적절하다. (C)는 New England에서의 노예 수를

뒤의내용에서추정하고있으므로 uncertain이오는것

이 적절하다.

26. 시사하는 바 추론  정답 ④  

내 아들이 10살 일 때, 나는 그를 데리고 영화

를 보러 갔다. 우리는 표를 살 때가 되자 1달러가

모자랐고 그래서 차 안 어딘가에 항상 여유분의

잔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차의 바닥, 장갑

상자, 병 받침 등을 살펴봤다. 그러나 그 날은 없

었다. 우리는 다시 쇼핑몰로 돌아가서 그 층과 비

디오 아케이드를 살펴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나는 한 여성에게 우리에게 영화를 볼 수 있는 1

달러의 돈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우리가 거

지가 아님을 확신시켰다. 그 여성은 눈살을 찌푸리

더니 가버렸다. 그 때 이후로 신문 가판대나 까페,

혹은 땅에, 때때로는 누군가의 자동차 전면 유리나

그냥 여기저기에 동전이나 1달러짜리 지폐를 흘려

놓기를 좋아한다.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 예상치 못

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지도 모르고 한 노숙자에게

커피 한 잔을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전을 발견하는 것이 행운이

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의 얼굴에서 희

망의 웃음을 가져다준다.

holder: 받침

spare: 예비의, 여분의

vehicle: 차량, 탈 것

arcade: 아치형 지붕의 건물

buck: (미) 달러

assure: 보증하다, 확신시키다

beggar: 거지

frown: 눈살을 찌푸리다

windshield: (자동차 등의) 전면 유리

unforeseen: 생각지 않은, 우연히

☞글의후반부분에서잘나타나있는데동전을흘리는것

이사소한 일일지라도 사람들에게희망의 웃음을 줄것

이라는 부분에서 친절함을 베푸는 작은 행위가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표현의 ④가 가장 적절하다

27. 글의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③  

어떤 부모가 그들의 두 아들이 학교에서 또래들

틈에서 말을 거칠게 하게 되는 것에 낙담하였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만일 내가 우리 아들들이

쓰는 말을 했다면 내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을

지 알아요. 그는 나를 내 방에 가둬놓고 먹지 못하

게 하셨을 것이요. 나는 이 아이들에게 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어머니

는 절망스럽게 “네, 우리가 월요일 아침에 그 방법

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죠.”라고 말했다.

월요일 아침에 큰 아들이 아침을 먹기 위해 내

려왔다. 그는 앉았고 어머니는 그가 아침으로 무엇

을 먹고 싶은지 물어보았다. 그 아이는 “저는 저기

있는 빌어먹을 콘플레이크를 먹고 싶은 거 같아

요.”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한 마디 하지 않고 그

를 아침도 주지 않고 방에 가두었다. 작은 아들이

계단 위에서 이 광경을 목격했고 아버지가 아들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침으로 뭐 먹고 싶니?”그

아들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저런 빌

어먹을 어떤 콘플레이크도 먹고 싶지 않네요.”라고

말했다.

frustrate: 좌절시키다, 실망하다

foul: 나쁜, 몹쓸

confine: 가두다, 감금하다

desperate: 절망적인

goddamn: 빌어먹을, 제길

cornflakes: (주로 아침식사용) 콘플레이크

witness: 목격자

☞아버지는거친말을하는아들의버릇을고치기위해밥

을 주지 않고 방에 가두는 방법을 쓸 것이라고 하였고,

큰 아들이 저속한 말을 사용하여 방에 가두었다. 이 광

경을본작은 아들은아버지의의도를오해하고콘플레

이크를 먹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짐작

한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28. 중의 추론                                 정답 ②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 머리로 살아가며 우리가

소위 적절히 ‘직감’이라 부르는 감정에 별로 신경

을 쓰지 않는다. 우리의 직감은 우리가 그것에 믿

음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안다. 그러므

로 그것에 귀를 기울어보기 시작하자. 이것은 우리

내면세계나 직관으로 가는 통로이다. 논리, 추리,

이론적 설명과는 반대의 직관은 논리에 반대되고

이성에 도전적이며 머리나 정신보다는 육체와 강

하게 연결되어 있는 고상한 정보의 원천이다. 우리

내면에 집중하는 것은 끊임없는 정신적 과정에 정

지 버튼을 누르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 느낌, 육체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으

로 우리는 우리의 직관적인 자아에 접근하는 첫

중대한 단계에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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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 attention to: ∼에 주의를 집중하다

aptly: 적절히

gut: 직감, 본능

credit: 신뢰, 신용하다

intuition: 직감, 직관

oppose: ∼에 반대하다

logic: 논리학, 이치

reasoning: 추리, 추론

rationale: 이론적 해석, 근거

gentler: 고상한, 점잖은

pause: 중지, 중단

crucial: 결정적인, 중대한

intuitive: 직관력 있는

☞ 위에서 네 번째 문장인 ‘This is∼inner world or

intuition.'에서부터의내용으로미루어보아, 직관은논

리와 이성, 이론적 설명에 반대되고 감정, 느낌에 초점

을맞추고있으며마지막부분의우리의직관적인자아

에 접근하는 중대한 단계로 간다고 하였다. 그래서 ’직

관, 직감‘의 뜻인 intuition이 가장 적절하다.

 

29. 제목 추론         정답 ②

의약품은 많은 다양한 포장으로 나온다. 한 정

의 진통제는 여러분의 두통을 사라지게 할 수 있

다. 어떤 통에 있는 항균제는 칼 같은 것에 베인

상처가 감염되는 것을 막아 줄 수 있다. 그러나 약

이 달걀 안에 포장되어 나올 수 있을까? 스코틀랜

드의 과학자팀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질병

을 치료하는 약이 함유된 달걀을 낳는 특별한 닭

을 구상해냈다. 이러한 약품은 단백질로 만들어진

다. 동물이 쉽게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들

은 단백질을 함유한 약을 만들어 내는데 좋은 후

보자들이다. 조사자들은 그들의 우유에 단백질이

함유된 약을 뿜어내는 소, 양, 염소를 이미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닭이 관리하는데 더 싸고 공간이

덜 필요하며 이런 다른 동물들보다 더 빨리 자란

다. 이런 특질들이 닭을 최고의 선택으로 만들 수

있었다.

package: 포장

painkiller: 진통제

tablet: 알약

antibiotic: 항생물질의

tube: 관, 통

engineer: 공작하다, 꾀하다

lay: (알을) 낳다

protein: 단백질

candidate: 후보자

pump: 펌프 작용을 하다

side effect: (약물 등의) 부작용

genetically: 유전학적으로

☞ 동물들은 단백질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을 함유한 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후보가 되는데 이

중 닭이 빨리 자라고 싸며 공간이 덜 필요하기 때문에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답은 ②

가 가장 적절하다.

 30. 제목 추론                                정답 ④

모든 사람들은 다이아몬드가 특별하다는 것을

안다. 그들의 매혹적인 아름다움과 높은 가치와 더

불어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광물이다. 새로운 연

구는 고대 중국의 사람들조차 다이아몬드의 경이

로움을 높이 평가했다고 시사하고 있다. Harvard

대의 물리학자인 Peter Lu는 중국 남부의 2개의

무덤에서 발견된 4개의 의식용 매장 도끼를 발견

했다. 그 도끼의 연대는 기원전 4000년과 2500년으

로 거슬러 올라간다. Lu는 그 도끼들이 주로 3개

의 광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특별한 망원경과 다른 고도의 장비를 사용했다. 가

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광물은 강옥이라고 알려져

있는 알루미늄 산화물의 형식이었다. 루비와 사파

이어는 강옥에 색깔이 입혀진 형태이다. 강옥은 지

구상에서 두 번째로 단단한 광물이기 때문에 그것

을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다이아몬드가 강

옥보다 단단한 유일한 광물이기 때문에 Lu는 고대

중국인들이 그들의 도끼를 모양내고 가는데 다이

아몬드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glamorous: 매혹적인

ancient: 고대의

appreciate: 높이 평가하다

wonder: 경이, 놀람

burial: 매장

axe: 도끼

tomb: 무덤, 묘

microscope: 현미경

abundant: 풍부한

oxide: (화학) 산화물

corundum: (광물) 강옥

polish: 닦다, 갈다, 윤내다

☞ 다이아몬드가 강옥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에 고대 중국

인들이 강옥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도끼를 모양내고

가는데다이아몬드를사용했을것이라고말하고있으므

로 ④가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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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제 추론   정답 ①

만일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7분의 시

간은 긴 것처럼 보인다. 당신의 첫 임무는 당신이

잘 아는 주제들에 대한 것들이라도 당신에게 주어

진 주장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당신에

게 반대하는 사람의 주장을 망연자실하게 할 한

조각의 근거라도 찾을 인터넷, 백과사전, 혹은 신

문의 어느 곳에 있을 것이다. 당신이 당신의 반대

편인 것처럼 어떻게 반대편의 주장에 대해 논쟁할

것이지 생각해 보아라. 일단 그들의 논거를 목록화

한다면, 그것에 대해 답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둬라. 토론하는 중에 당신 앞의 테이블에서 반대편

의 논거들과 반론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한 유용하다. 그러면, 당신의 반대편이 그들의

논거를 소개할 때 당신은 정보의 요점을 정리하거

나 당신의 연설에서 응답할 작업을 빨리 할 수 있

다.

proposal: 제안, 제의

expert: 전문가

encyclopedia: 백과사전

devastate: 압도하다, 망연자실하다

opponent: 적대자, 반대자

argument: 논쟁

opposition: 반대, 적대

counter: 반대의

debate: 논쟁하다, 토론하다

conduct: 수행하다, 처리하다

controversial: 논쟁의, 논쟁의 여지가 있는

☞반대편과논쟁을하기전에자신의주장에대한근거를

찾아보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그들의 주장에 대한 논거

들을목록해보라는말에서①의논쟁에대한준비가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32. 그림과 맞지 않는 어휘 고르기                 정답 ⑤

그림 1은 동일한 구역을 교차하면서 위․아래

가 열려 있는 두 개의 상호 연결된 방으로 되어

있는 그릇을 보여준다. 만일 당신이 어느 한 방

에 물을 붓는다면 두 군데 모두 동일한 수위가

될 때까지 다른 한 쪽에 흘러 들어간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가? 확실히 더 많은 부피의 물을

가진 방은 그것의 바닥에 면적당 더 많은 압력

을 가져야 하며, 이것이 더 적은 양의 물을 가지

고 있는 방에 더 높은 수위까지 올라가게 만들

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명백한 역설은 약간

의 기초적인 역학의 응용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정지해 있는 액체에서 어느 한 지점의 압

력은 그 바로 위의 액체의 중량에 전적으로 기

인한다. 이것은 그림 2에서 명확해지는데 이는

벽들 위의 물에서 방의 벽들에 의해 가해지는

힘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 힘들은 벽면에 대해서

는 수직이지만 그 수직 구성 요소들이 물을 지

탱하고 있다. 다만 열려 있는 바닥 바로 위의 물

기둥은 그릇 바닥의 압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다. A와 B에서의 수평적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

에 A와 B위의 물기둥의 높이는 같아져야 한다.

vessel: 배, 용기, 그릇

interconnect: 서로 연결시키다

chamber: 방, 실

cross-sectional: 횡단면의

identical: 동일한

volume: 부피, 체적, 용량

apparent: 명백한, 분명한

paradox: 역설

application: 적용, 응용

elementary: 기본이 되는, 입문의

mechanics: 역학, 기계학

static: 정적인, 고정된

liquid: 액체

entirely: 전체적으로

exert: (힘, 능력 등을 ) 쓰다, 행사하다

perpendicular: 수직의, ∼와 직각을 이룬

vertical: 수직의, 정점의

component: 구성하는, 성분의

column: 기둥, 원주

contribute: 기여하다

horizontal: 수평의, 가로의

☞ 그림에서 보면, A와 B에서 받는 압력은 수평적이 아니

라 수직적으로 가해진다고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다.

33.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⑤  

해양학자들은 바다에 사는 생물들, 바다 아래에

놓여 있는 바위들, 그리고 바다가 대기와 해안과

만나는 장소들을 연구한다. 해양학자들의 기후 연

구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바다는 많은 양의 열

을 저장하기 때문에 세계의 기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해양학자들은 미래에 지구 온도가 변화하

는 것을 예측하고 해수면 변화에 대한 경고를 주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보를 모으기 위해 그들

은 바다에서 배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뿐 아니라

위성과 로봇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해양학자가 되

지 위해 당신은 수학과 과학에서 가능한 가장 좋

은 성적을 거둬야 한다. 당신은 사람들과 명쾌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영

어 또한 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양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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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많은 곳에서 고용되지만 많은 공석들이 처음

엔 3년 이내의 단기 계약이므로 당신은 아마도 재

직 기간 동안 큰 규모의 거래를 따라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oceanographer: 해양학자

underneath: ∼아래, 아래의

atmosphere: 대기, 공기

satellite: 위성

vacancy: 빈자리, 공허

initial: 처음에, 시초에

contract: 계약

deal: 거래

☞글의마지막문장에서 3년이내의단기계약이라고나와

있으므로 ⑤는 일치하지 않는다.

34. 도표의 이해                 정답 ④

①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위협이 아님’이라고 반응한 것이

더 적다.

② ‘무응답’은 가장 적은 수의 반응을 나타낸다.

③설문조사를한사람의대부분이지구온난화가적어도 ‘최

소의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④ 30세 이상의 여성들이 ‘최대의 위협’이라고 응답한 것이

두 번째로 낮다고 나타나 있다.

⑤같은나이의여자의집단에비교해볼때, 30세아래의남

자들이 ‘최소의 위협’이라고 믿는 게 더 많다.

threat: 위협, 위협하다

response: 반응

account for: 밝히다, 설명하다

poll: 설문조사하다

☞ Maximum Threat에서 두 번째로 낮은 응답이 나온 것

은 30대 이하의 남성이므로 일치하지 않는다.

[35~37] 장문의 이해   

Person A: 이제 완전한 사람의 의학 기록을 피

부 아래 이식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획기적인 발전은 의학 전

문가들 뿐 아니라 보험 회사의 눈을 사로잡는다.

그들이 주장하기를, 이러한 칩들이 연간 수백만 달

러의 의료비를 절약해 줄 것이라고 했다. (a)이것

이 그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스템은

완전히 안전하게 규제될 수 없을 것이다. 의사들이

당신의 의료기록에 합법적으로 접근을 할 것이지

만, 다른 사람은 어떨까? 보험 회사가 그 자료에

접근하게 되면 그 정보는 어떤 한 사람의 건강 보

호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더욱이, 그러한 칩들은 단지 의료 기록 그 이상을

저장 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떠한 정보

도 저장될 수 있고 간단한 스캐너만으로 어떤 사

람이나 그것에 접근할 수 있다. 개인 정보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구입되거나 팔려지는 상품

이 언제나 되어 왔다. 이러한 칩들은 ‘관료’가 (b)

당신을 주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Person B: 의사라면 누구나 알듯이, 어떤 사람

에 대한 완전한 의료 기록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

은 필수적인 사항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이러

한 정보가 생사에 관한 문제인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실이다. 의료 기록 칩들은 중요하고 즉각적인 자

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칩들은 건강 보호 산업과

개별적으로 각자 우리 자신을 위해 (c)굉장히 획기

적인 발전이다. 칩에 저장된 정보가 (d)우리의 이

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은 근거

가 없는 것이다. 정보의 접근은 의사와 병원에 엄

격히 제한되고 적절한 보호책이 세워질 것이다. 더

욱이, 이러한 칩들이 한 사람의 의료 기록 이상의

정보가 저장되거나 어떠한 정보도 쉽게 오용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우스꽝스럽다. 누구나 한 사람에

대해 알고자 하는 대부분의 것이 이미 인터넷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이러한 칩들의 목적은 (e)반

드시 알아채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와 어떤 기

술을 가지고 생명을 구해내는 것이다.

implant: (장기, 피부 등을) 이식하다

breakthrough: (과학 등의) 큰 발전

claim: 주장하다

healthcare: 건강관리, 의료

regulate: 규제하다, 단속하다

legal: 법률의, 합법의

access to: ∼에 접근하다

deny: 부인하다, 거부하다

commodity: 상품, 필수품, 유용한 것

untrustworthy: 믿지 못할, 신뢰할 수 없는

Big Brother: 관료, 행정 집행부

keep an eye on: ∼을 감시하다, 유의하다

vital: 필수적인

emergency: 비상사태

instant: 즉각, 긴급한

tremendous: 거대한, 굉장한

unfounded: 근거 없는

safeguard: 보호책

ridiculous: 웃기는, 우스꽝스러운

misuse: 오용하다

embrace: 알아채다, 깨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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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핵심 쟁점 추론    정답 ①

☞어떤사람의의학기록을피부에이식할수있는마이크

로칩 사용에대해 A는 부정적인 견해를보이고 B는 긍

정적인견해를보이고있으므로① using medical chips

가 적절하다.

36. 문맥에 맞지 않은 표현 고르기  정답 ④  

☞ (d)에서 칩에 저장된 정보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 사용

되는 것이 두렵다는 것은 내용상 맞지 않으므로, 타인

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는 의미로 바꾸어야 한다.

37.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③

☞ A는 후반부에서 칩이 보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 의해 정

보가저장되거나팔릴수있다고염려하며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38~39] 장문의 이해   

미국의 모든 인종 집단 중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의 자녀들이 부모에 의해 양육되거나 적어도 홀어

미니 밑에서 태어날 수 있다. 대부분은 자제, 절약,

근면을 강조하는 긴밀한 가족 관계 속에서 자라난

다. 그들 가족 안에서의 이러한 조기 사회화는 사

회 내에서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그들의 높은 대학 졸업률은 또한 그들이 삶에

도움이 된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42%가 대학을

마쳤다. 이것은 다른 인종 집단, 백인계 미국인

26%, 라틴계 11%, 아프리카계 미국인 15%, 본토

미국인 11%와 비교해 볼 때 아주 놀랄만한 통계

수치이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교육의 성취는 경

제적 성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동화는 그들의 성공에 또 다른 요인이다. 아시

아계 미국인 중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성공한 일본

계 미국인들이 좋은 예이다. 약 73%가 말하기를

그들의 최고의 친구는 일본계 미국인이 아니다. 뿐

만 아니라, 다른 인종집단의 사람과 결혼하는 아시

아계 미국인의 약 40% 중에서, 그들은 다른 집단

들에 비해 타 인종과의 결혼률이 가장 높다.

ethnic: 인종의, 민족의

close-knit: (인간관계가) 긴밀한

self-discipline: 자기훈련, 자제

thrift: 절약, 검약

socialization: 사회화

stun: 기절시키다, (놀람으로) 어리둥절하게 하다

financially: 재정적으로

racial: 인종의, 종족의

interracial: 인종 혼합의

assimilation: 동화, 융화

38. 주제 추론 정답 ③

☞아시아미국인들이긴밀한가족관계속에서조기사회

화를이루고대학졸업율도높으며타인종과의동화로

성공률이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③의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성공 요인이 적절한 주제이다.

39.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휘 추론           정답 ③   

☞빈칸뒷부분에서다른인종과의높은결혼률에대해말

하고 있으므로, 빈 칸에는 ‘동화’의 뜻인 assimilation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40~41] 장문의 이해 

미국에서 해외 관심사에 관한 일이라면 고등학

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과의 구분은 뚜렷하다. 더 고등의 교육을 받은 사

람들은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 보다 그 나라의 해

외 관심사에 관해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설명하자면, 처음에는 두 집

단 모두 베트남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지지

하였던 반면 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태

도를 바꾸었고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 그들의 지원을 계속 이어나갔다. 이것은 또한

이 두 집단 사이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여준다. 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반대편의 더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종종 그들의 의견을 덜 바

꾸고 싶어 한다. 한 예로 베트남을 다시 들자면,

전쟁에 대해 강력한 지지가 있었던 1964년과 1968

년 사이에 더 교육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들

의 지지를 철회했다. 다른 한편으로, 덜 교육을 받

은 사람들은 거의 그들의 견해를 바꾸지 않았다.

when it comes to : ∼하게 되면, ∼의 경우

affair: 사건, 일, 관심사

division: 분할, 구분

similarity: 유사점

international: 국제의, 국제적인

illustrate: 설명하다, 예증하다

military: 군대의, 군인의

maintain: 유지하다

antiwar: 전쟁 반대의, 반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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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stration: 데모, 시위운동

notable: 뛰어난, 두드러진

counterpart: 상대방, 상대물

dramatically: 극적으로

scarcely: 거의~않다

40. 문맥에 맞는 어휘 고르기                  정답 ②

☞ (A)는교육을더받은사람과덜받은사람과의차이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구분이라는 뜻의 division이 들어가

는것이적절하고, (B)는처음에두집단모두전쟁을지

지했으나 후반부에서 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였으므로 태도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change

를 쓰고 (C)는 'However, the less-educated∼

throughout the war.'에서 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들

의입장변화를보이지않았다는말에서견해를거의바

꾸지 않았다는 의미의 scarcely가 들어가야 알맞다.

41. 요지 추론                                정답 ⑤

☞이글은전반적으로미국인들의교육의정도에따라전

쟁에따른해외정책의견해가다름을이야기하고있으

므로 ⑤가 가장 적절하다.

[42~43] 장문의 이해

몇몇 동물들이 물체들이나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다고 여러 연구들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시간을 기억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지는 명

확하지 않다. 그 답을 찾기 위해 국제적인 연구팀

은 벌새를 이용하여 시험을 했다. 벌새에게 시간적

조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이러한

벌새들은 여러 종류의 꽃에서 생산되는 달콤한 과

즙을 먹고 산다. 벌새는 보통 그들의 먹이가 있던

곳과 동일한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곤 한다. 그러나

만일 한 벌새가 일전에 먹이(과즙)를 먹은 후에

어떤 특정한 꽃으로 너무 일찍 돌아가면 그 꽃은

과즙을 생산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한 벌새가 돌아가기 전에 너무 오

래 기다린다면 다른 새들이 먼저 그 곳에 가 있을

지도 모른다.

실험은 아주 간단하다. 연구원들은 실제 꽃과

아주 유사하게 보이는 8개의 다른 물체를 사용했

다. (a)이런 물체들은 여러 야생 벌새들이 먹을 것

으로 알려진 동일한 장소에 놓여졌다. 한 과즙 대

용물을 사용하여 연구원들이 (b)그것들로부터 먹

을 것을 훈련시킬 수 있을 지를 보기 위한 것이었

다. 매 10분마다 연구원들은 (c)이 물체 중 4개를

과즙 대용물로 다시 채워 넣었다. 다른 4개의 물체

에는 단지 매 20분마다 다시 채워 넣었다. 흥미롭

게도 2시간이 안되어 벌새들은 다른 꽃들보다 2배

나 자주 왔다갔다하면서 매 10분마다 다시 채워지

는 (d)꽃들로 돌아갔다. 이 실험은 벌새들이 이러

한 사람들이 만든 꽃의 위치를 기억할 뿐 아니라

(e)그것들로부터 언제 마지막으로 과즙을 먹었는지

도 기억할 수 있다.

hummingbird: 벌새

timing: 타이밍, 시간적 조절

nectar: 과즙

particular: 특정한

substitute: 대신하다, 대리하다

refill: 다시 채우다

demonstrate: 증명하다, 설명하다

42. 지칭 추론  정답 ②  

☞ (a), (b), (e)는실험을위해연구원들이준비해놓은 8개

의물체를의미하고 (c), (d)는그물체들중매 10분마다

과즙 대용물로 채워놓은 4개의 물체를 의미한다.

43. 시사하는 바 추론  정답 ④  

☞ 글의 후반부에서 알 수 있는데, 매 10분마다 다시 채워

지는꽃들로 2배의벌새들이날아갔다는내용을통해장

소뿐아니라시간도기억할수있었다는것을보여주고

있다.

[44~45] 장문의 이해

많은 정원사들이 많은 양의 햇빛이 좋은 작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야

채들은 많은 햇빛 없이도 잘 자란다. 한 협회는 이

러한 주제에 대한 한 보고서를 몇 년 전에 출간했

다. 그 보고서에서는 블루베리에서 콩에 이르기까

지 많은 다른 작물들이 그늘에서 자랄 수 있다고

말했다.

몇몇 야채들은 많은 양의 햇빛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야채들은 하루 중 8∼10시간 동안의 햇빛

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놓아두어야 한다. 토마토,

멜론, 호박은 가장 많은 양의 햇빛을 필요로 하는

야채들에 속한다. 그러나 상추나 시금치 같은 잎으

로 된 채소들은 단지 하루에 6시간 동안의 햇빛을

필요로 한다. 몇몇 과일들 또한 많은 양의 햇빛 없

이도 잘 자란다. 내한성의 키위도 그늘에서 잘 자

란다. 많은 허브들은 많은 햇빛 없이도 잘 자란다.

예를 들어, 민트와 로즈마리는 그늘에서 잘 자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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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험 있는 정원사는 그늘을 만들어 주는 나

무를 없애는 것을 경고한다. 그는 한 때 그의 작물

에 더 많은 햇빛을 주기 위해 그늘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잘라내었다. 그러나 그 때 그는 그의 상

추에 그늘을 주기 위해 한 조각의 천을 걸어 두어

야 했다. 나무를 자르는 대신 꽃항아리 안에 토마

토와 같은 많은 햇빛을 필요로 하는 식물들을 심

을 것을 제안한다. 그 방법으로 그 작물들은 햇빛

이 이동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다.

gardener: 정원사

sunshine: 햇빛, 일광

institute: 협회

blueberry: 블루베리(월귤 나무)

shade: 그늘

sunlight: 햇빛, 일광

squash: 호박(덩굴식물 및 열매)

leafy: 잎으로 된

lettuce: 상추

spinach: 시금치

hardy: (식물) 내한성인

rosemary: 로즈메리(상록 관목의 일종)

remove: 제거하다

44. 함축 의미 추론  정답 ①  

☞바로앞문장에서나무를자르는대신토마토와같은햇

빛을필요로하는식물들을꽃항아리에심을것을제안

하고있는내용이나오므로식물을화분에심는것이가

장 적절하다.

45.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②  

☞두번째단락에서멜론은햇빛을가장많이필요로하는

야채들에 속한다고 하였고, 상추는 단지 하루에 6시간

동안의햇빛을 필요로 하므로서로 필요한 일조량이다

르다고 하였으므로, ②가 일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