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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법 추론 [정답 ②]

① 문장의 주어가‘장점’이기 때문에,‘연필심이 부러지

지 않는다.’를‘연필심이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로 고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③‘새다’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 이므로‘밤을 

새고’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밤을 새우고’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좀처럼 어려운 일아

다’부분 역시 일반적으로는‘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

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어색한 감이 있지만 완전

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표현이다.

④‘회고’라는 단어와‘형극’이라는 단어가 각각‘돌이

켜 생각해보다,’‘가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

에 중복된 표현이 사용된 것이다. (ex. 역전 앞에서)

⑤ 문장 성분이 자연스럽게 호응되지 않는 문장이다.‘가

정은 인간성을 함양하고 사회적 덕목을 계발하는 터전

이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 표준 발음 [정답 ②]

표준 발음법에 대한 문제이다. 장애음이란, 파열음, 폐쇄

음, 안울림소리에 해당하는 음소를 뜻하며, 울림소리에 해

당하는‘ᄂ, ᄅ, ᄆ, ᄋ’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음이 이에 

해당한다. 평음은 예사소리로 성대의 긴장을 수반하지 않

는 음소를 의미한다. 보기에서 예시 어휘들은 모두 앞 글

자의 종성을 표기 그대로 발음할 수 없는 어휘들로서, 모

두 장애음에 속하지만, 각각의 음운 변동을 통해 편하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평음으로 바꾸어졌다는 ③의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① 종성의 자음이 탈락한 경우는‘읊다’에서‘ᄅ’이 탈

락한 경우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③ 파열음‘ᄇ, ᄈ, ᄑ, ᄃ, ᄄ, ᄐ, ᄀ, ᄁ, ᄏ’이 비음

‘ᄆ, ᄂ, ᄋ’앞에 오는 경우 비음화(자음 동화의 일

종)가 된다는 설명에 적합한 예시는, 홑이불과, 꽃잎뿐

이다. 홑이불은 홑이불 → 혿이불(끝소리 규칙) → 혿

니불(사잇소리 현상) → 혼니불(자음동화 : 비음화) 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꽃잎은 꽃잎 → 꼳잎(끝소리 규

칙) → 꼳닙(사잇소리 현상, 끝소리 규칙) → 꼰닙(자

음동화 : 비음화) 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④ 뒤에 오는 말의 초성으로 ᄂ이 첨가되는 경우는 사잇

소리 현상에 의한 것으로, 홑+이불, 꽃+잎 과 같이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되는 경우에 발생한

다. 

⑤ 폐쇄음‘ᄀ, ᄏ, ᄇ, ᄑ’뒤에서 자음이 된소리로 바뀐 

경우는 읊다 뿐이다. 읊다 는 읊다→ 읖다(ᄅ탈락) → 

읍다 (끝소리 규칙) → 읍따 (된소리되기)로 발음된다.

3. 표준 발음 [정답 ②]

② 칠+연대 의 경우 ᄅ과 ᄂ이 만나서 ᄂ이 ᄅ로 발음되

는 유음화 현상이다. 따라서 칠련대 라고 발음해야 한

다.

① 감기지 라고 발음한다.

③ 이원론은 이원+론 이 결합된 어휘이며 이때 이원이라

는 단어가 별도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론은 접미사에 

해당하므로, 이러할 경우는 이원의 발음을 그대로 살리

고, 론은 논으로(자음동화) 발음하여, 이원논 이라고 

발음한다. 반대되는 예로 반론은 반이 별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어휘가 아닌 단순 접두사이기 때문에, 반론 

자체를 하나의 어휘로 보고, 발론 (유음화) 으로 발음

한다.

④ 표준 발음법에 의하면 연음 법칙에 의해 지읒을은 지

으즐로 발음 나야 하지만, 실제 발음이 지으슬로 나기 

때문에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다. 지으슬로 발음 하는 

것이 맞다. 

⑤ 끝을은 끄틀로 발음한다. 

4. 격조사와 보조사 [정답 ⑤]

① 서술격조사에 해당한다.

② 주격조사에 해당한다.

③ 호격(부르는 말) 조사에 해당한다.

④ 부사격 조사에 해당한다.

⑤ 개다리하고 에서 하고는, 말을 이어주는 조사로 접속 

조사라고 볼 수 있다. 

5. 띄어쓰기 [정답 ④]

④ 앞에 설명했던 원칙에 의해, 도와 드렸다는 도와드렸

다. 라고 써도 무방하다.

① 밀어내는 밀다+내다 의 합성 동사이므로 보조용언은 

띄어 써야 한다. 

② 잘난 체를에서 를은 목적격 조사이므로 보조용언을 띄

어 써야 한다.

③ 믿을에서 을은 믿다의 변형된 형태일 뿐 추가로 별도

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문장 내에서 자격을 준다고 보

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사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

으므로 두 번째 설명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목적

격 조사로 주로 사용되는 을/를 과 혼동 될 수도 있지

만, 용언의 일부분이므로 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⑤ 떠들어만 댄다. 에서 만이 보조사에 해당하므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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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보조용언인 댄다 는 띄어 쓰는 것이 옳다.

6. 사동사와 피동사 [정답 ③]

피동사는 남의 행동을 입어서 행하여지는 동작을 나타내

는 동사를 말하고. 사동사는 문장의 주체가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않고 남에게 그 행동이나 동작을 하게 함을 나타

내는 동사를 의미한다.

③ 뜯기다는 뜯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동의 의미도 있지만, 

뜯김을 당하다는 의미로 피동의 의미를 갖는다. 같은 

형태로 사용되므로 보기에 가장 적합한 예이다.

① 사동 표현이다.  

② 피동 표현이다. 

④ 피동 표현이다.

⑤ 사동 표현이다. (말리다는 마르다의 사동사이다.) 

 

7. 어말 어미 [정답 ③]

㉠ 갔어, 가+았(과거 시제 선어말어미)+어(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알려주는 의미의 어말어미)

㉡ 그러던데, 그러+던(회상 시제 선어말어미)+데(어떤 내

용이나 사실을 알려주는 의미의 어말어미)

㉢ 그렇구나, 그렇+구나(새롭게 알거나 깨닫게 된 것을 나

타내는 어말어미)

㉣ 했는데, 하+였(과거 시제 선어말어미)+는데(반전의 의

미를 갖는 어말어미)

㉤ 되지, 되+지(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알려주는 의미의 어

말어미)

8. 관형어 [정답 ④]

㉠ 명사(체언)와 관형격 조사‘의’가 결합하는 경우는 

관형어로 사용할 수 있다.

㉣ 경찰인 은 경찰(명사)+이다(서술격조사)→다 생략+ᄂ

(관형사형 전성 어미)의 형태이다. 단순히 동사에 관

형격 조사를 결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9. 맞춤법 표현 [정답 ①]

세 어휘의 기본이 되는 용언은, 굵다. 짧다. 넓다. 이므로, 

예외 기준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굵직하다, 짧다랗다, 넓

직하다, 라고 표기해야 하겠지만, 굵다. 짧다. 넓다. 는 각

각 국따, 짤따, 널따 라고 발음된다. 따라서 짧다와 넓다. 

의 끝소리인 ᄇ은 발음 되지 않으므로, 발음 나는 대로 표

기한다면 짤따랗다, 널찍하다. 와 같이 표기하는 것이 바

른 표기이다.   

10. 용언과 어미의 활용 [정답 ①]

따르다, 치르다 와 같은 용언에 아/어 등의 모음 어미를 

결합하면, 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따르+아=따라, 치

르+어=치러 와 같이 변화한다. 이는 규칙 변화이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어간이‘르’로 끝나는 경우에도 아/

어와 같은 모음 어미를 결합할 경우 불규칙 변화가 일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이 두 가지가 있다.

1) <러> 불규칙 : 모음 어미가‘러’로 변화한다. 

   푸르+어=푸르러, 이르+어=이르러, 누르+어=누르러

2) <르> 불규칙 :‘으’가 탈락하고‘ᄅ’이 첨가된다. 

   흐르+어=흘러, 구르+어=굴러, 기르+어=길러

보기에서 ㉠은 용언의 규칙 변화에 해당하며, ㉡은 <르> 

불규칙 변화에 해당한다.

11. 복합 문법 추론 [정답 ⑤]

①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오는 문장을 홑문장이라 

한다. 반대되는 겹문장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②‘성린이가 읽던’이 관형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③ 항상 옳은 일을 하다. 라는 절에서 어말 어미에 해당하

는‘다’를‘기’로 바꿈으로써 문장 전체가 명사절이 

되어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

④ 연결어미‘만’을 통해, 두 개의 홑문장을 대등하게 연

결한 겹문장이다.

⑤‘면서’가 연결어미이며 종속적으로 연결한 겹문장인 

것은 맞다. 하지만,‘성연이는 밥을 먹으면서’부분은 

홑문장임에 틀림없지만,‘책을 본다.’부분은 주어가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한다면 홑문장이

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장은 주어가 성연이 이

고, 동사는 (밥을) 먹으면서, (책을) 본다. 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겹문장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홑문장을 종

속적으로 연결했다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다.  

12. 개요 분석 [정답 ④]

④선지에서 교육비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

상 교육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

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의 대책이다.

13. 개요 응용 [정답 ⑤]

① 대구적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대구적, 비유적 표현 둘 다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두 문장이 대구적 표현을 이루고 있으며 저출산 사회

를 깊은 늪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고령 사

회의 문제점에 대해 표현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수집한 

자료의 내용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14~17] 작품 해제 

송지양, 『다모전』 

전체적인 줄거리는, 임진년(1832) 어느 날 다모 김 씨는 

금주령을 어긴 혐의로 밀고 된 남산골의 한 양반집을 수

색하라는 임무를 받는다. 그녀가 마침내 밀주가 든 작은 

술 단지를 찾아내자 그 집 주인 할미는 두려움에 떨다가 

졸도한다. 다모는 응급조치로 할미를 소생시킨 다음, '집이 

가난하여 남편의 병을 다스릴 목적으로 술을 빚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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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듣게 된다. 이에 다모는 연민의 정을 느껴 도리어 술

을 쏟아 밀주의 흔적을 없애 버린 후에 포졸들을 속이고 

콩죽 한 그릇을 사서 주인 할미에게 준다. 다모는 할미에

게 밀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혹시나 없는가를 

캐물었다. 할미로부터 '어제 마침 시동생이 성묘 길에 들

렀는데, 밥 지어 줄 쌀이 없어 대신 술 한 사발을 대접했

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다모는 그 시동생이 바로 밀고자

임을 짐작하고는 그의 행색과 용모를 자세히 물은 후에 

그 집을 나왔다. 다모는 도중의 십자로에서 아전들을 기다

리고 있던 할미의 시동생을 알아보고는 그의 뺨을 치면서 

꾸짖었다. 이로써 사태의 전말을 알게 된 포졸들이 다모의 

일을 상전인 주부(主簿)에게 아뢰니, 주부는 짐짓 화를 내

면서 곤장 20대를 치게 하고는 일과 후에 조용히 다모를 

불러 '네가 비록 국법을 어기기는 했지만 너의 행위는 의

로운 것이므로 내가 치하한다.'라고 하면서 돈 열 꿰미를 

상으로 내렸다. 다모는 상금을 들고 남산골의 그 할미 집

으로 다시 가서 그 돈을 몽땅 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 버렸다. 

 

작가인 송지양의 이름은 별로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가 

남긴 한문 단편 <다모전>은 소설사적으로는 물론 사회사

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작품의 주

인공인 김 씨는 한성부에 소속된 다모이다. '다모'란 조선 

시대 관공서에서 허드렛일을 맡아 보던 여자 종을 일컫는 

말인데, 한성부나 포도청에 소속된 다모는 아전이나 포졸

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며, 때때로 소위 여성 수사관

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금주령 위반에 얽힌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야담으로도 몇 편 전해 오고 있다. <다모전>을 

위시한 이들 작품은 모두 실정법에 앞서는 인륜의 도리를 

보다 중요한 미덕으로 내세우고 있다. 포상금을 타기 위해 

형제를 팔거나, 단속 할당 건수를 채우기 위해 친구를 밀

고하는 일 등은 실정법 이전에 인간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될 패륜 행위라는 것이다. 단속 위주의 법 집행도 중요

하지만, 미풍양속의 권장을 바탕으로 하는 교화적 통치 이

념의 구현이 이보다 앞선다는 의지의 서사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 현실적 생명력을 높이 평가할 만한 작품이다. 

작가가 제시하는 통치 이념 → 작가는 '외사씨(外史氏, 사

관이 아닌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자신이 생각

하는 통치 이념을 밝힌다. 즉, '무릇 아버지가 양을 훔친 

것을 아들이 증언한 강직함은 성인이 대개 그 인정 없음

을 싫어한다.'고 했다. 이것은 '죄'를 실정법에 따라 고발하

는 것은 강직하다는 말을 들을지는 몰라도, 인정이 없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고 성인들은 생각한다는 뜻이다. 

결국 작가는 '인정(인륜)'에 바탕을 두고 법 집행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14. 글의 전개 방식 [정답 ①]

글이 전체적으로 대화와 관찰자적 시점에서의 행동에 대

한 묘사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 

② 아전이나 젊은 생원을 악인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으며

③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④ 전지적 시점에서 인물들의 심리상태까지 묘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과 완전히 반대되는 설명이다.

⑤ 공간이 할머니의 집에서 관청으로, 다시 할머니의 집으

로 이동한 것은 맞지만, 이는 단순한 공간의 이동일 뿐, 

공간 자체에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

렵다.

15. 말하기 방식 [정답 ③]

[A]에서는 할머니가 술을 담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실제 일어난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B]에서는 다모가 할머니에게 돈을 주며 추운 겨

울을 잘 보내고 앞으로는 술을 담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

고, 관아에서 이실직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고했다

고 말했으므로 전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의 선지는 명확하게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내용들이다.

16. 인물들의 태도 파악 [정답 ①]

명령자는 한성부의 아전, 명령 수행자는 다모, 처리 대상

자는 밀주를 빚은 할머니, 처리 대상자의 적대자는 밀고를 

한 젊은 생원이라고 할 때, 글의 전반부에서 다모에게 지

시를 내린 한성부의 아전의 말로 짐작해 보건데, 명령자가 

처리 대상자의 범법 사실을 모르고, 명령 수행자에게 명령

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17. 사자성어 [정답 ⑤]

주부는 마음속으로는 다모가 한 행동이 의롭다고 생각하

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본보기를 보여 법을 바로 세우기 위

해 어쩔 수 없이 곤장을 내렸다. 이런 내용에는 삼국지에

서 제갈공명이 군법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끼는 장수인 마속의 목을 베었다는 내용을 담은 

사자성어, 읍참마속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① 구밀복검 : 입으로는 달콤함을 말하나 뱃속에는 칼을 

감추고 있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친절하나 

마음속은 음흉한 것 

② 반근착절 : 구부러진 나무뿌리와 울퉁불퉁한 나무의 마

디란 뜻으로, 얽히고설키어 처리하기에 곤

란한 사건이나 세상일에 난관이 많음의 비

유한 것

③ 삼인성호 :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뜻으

로,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남이 

참말로 믿기 쉽다는 말 

④ 오월동주 : 오(吳)나라 사람과 월(越)나라 사람이 한 

배에 타고 있다. 라는 뜻으로, 원수나 뜻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됨을 

비유하는 말 

18. 서술 방식 파악 [정답 ③]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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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호모 콘수무스, 합리적 소비, 과시 소비, 기호 가치 등 

다양한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그를 화제로 삼고 있다.

② 인도의 계급별로 복색에 제한을 두었던 사례나, 권문  

세족도 99칸 이상의 집을 소유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대한 예를 들고 있다.

④ 마지막 문단에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보드리야

르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⑤ 과거의 소비와 현재의 소비를 각각 합리적 소비와 과

시 소비로 통시적 관점(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설

명하고 있으므로)에서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19. 일치 불일치 파악 [정답 ⑤]

마지막 문단에서 산업화의 결과 제국주의가 발생했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제국주의의 식민지 경영이 

초기 산업화로 이어졌다는 정답의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20. 핵심 어휘 분석 [정답 ②]

두 번째 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은 대표

정인 시장 경제 논리이다. 합리적 소비는 이러한 시장 경

제 논리에 부합하며, 후에 설명하고 있는 과시 소비는 이

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 합리적 소비의 특징은 : 심리 요인이 개입되지 않고, 

시장 논리로 설명되며, 생존 욕구를 중시하고, 최소 비

용으로 최대 비용을 얻으려한다.

㉡ 과시 소비의 특징은 : 심리 요인이 개입되고, 시장 논

리로 설명되지 않으며, 자신을 표현하는 상징적 행위의 

의미가 크다.

21. 내용 파악 [정답 ②]

② 자신이 좋아하는 인기 연예인이 광고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호 가치

가 반영되었다고 설명 할 수 있다.

①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인수하였으므로 합리적 소비

이다. 기호가치가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 소비

이다. 기호가치가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사용하던 컴퓨터가 너무 오래되어 새 컴퓨터를 구입한 

것이므로 합리적 소비이다. 무리해서 구입하였다고 하

는 부분이 혼동을 줄 수도 있지만, 무리했다는 것은 구

입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실질적인 필요에 의

해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기호가치가 반영되었다고 보

기는 어렵다.

⑤ 가장 정답으로 혼동되는 선지이지만 앞에서 기호 가치

가, 생산자나 판매자가, 제품 자체보다는 제품에 부가

되어 있는 소비자의 욕망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하

였는데, 이 사안의 경우 다른 선지와는 다르게 소비에 

대한 내용이 아니므로, ⒜의 기호 가치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2. 일치 불일치 파악 [정답 ②]

② 다섯 번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① 두 번째 문단에서 거의 대부분의 계층이 민화의 수요

자라고 하였다.

③ 다섯 번째 문단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기층민들이 자기

를 표현할 수 있는 경제적, 신분적 근거가 확고하게 되

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즉, 기층 계층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세 번째 문단에서 민화가 본을 보고 따라 그리는 그림

이라고 설명하였다. 주제가 모두 다르다고 볼 수 없다.

⑤ 4번째 문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삼원법에 비해 

훨씬 더 자유로운 표현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23. 내용의 이해 [정답 ④]

민화에서 해학적으로 동물을 묘사하는 것은, 당시의 부조

리한 현실을 풍자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당대의 규범을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삼강행실도나 오륜도 등의 설

명에 해당한다, 특히 선지에서, 당대의 부조리한 규범을 

풍자했다. 라고 한다면 답이 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당대

의 규범을 표현했다고만 하였으므로, 100프로 정확한 설

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4. 한자어 [정답 ④]

㉣의 모사는‘어떤 그림의 본을 떠서 똑같이 그림.’이라

는 뜻이다. 단순히 그린다는 의미를 대체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은 쓰임이다.

㉠ 소급 :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함.

㉡ 기원 :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빎.

㉢ 응시 :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똑바로 바라봄.

㉤ 탈출 : 어떤 상황이나 구속 따위에서 빠져나옴.

[25~29] 작품 해제 

(가) 김남조, 『겨울 바다』 

이 시는 겨울 바다가 주는 절망의 허무 의식을 극복하고 

삶의 신념과 의지를 획득함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이시의 

출발은 겨울 바다의 황량한 공간, 즉‘부재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부재는‘죽고 없었네’,‘눈물져 얼어 

버리고’등의 비극적 자기 인식의 허무와 좌절로 나타난

다. 이처럼 화자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허무와 좌절의 심

정은 물과 불의 대립을 통하여 형상화된다. 그러나 시간은 

언제나 인간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듯이, 화자도 시간이 주

는 삶의 교훈을 긍정하고 겨울 바다를 깨달음의 공간으로 

인식하여 좌절을 극복하려는 성숙한 자세를 보이게 된다. 

남은 날은 적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는 성찰의 태도

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치열한 의욕과 기도의 마

음이 솟구치는 영혼이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사랑과 

구원이라는 자기 긍정의 자세로 돌아와 구원의 기도를 드

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의 삶의 자세가 신념화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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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겨울바다는 이제 더 이상 허무의 공간으로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실인‘수심’에 기둥이 생긴 

것처럼 인고의 초극 의지가 형상화되어 있는 공간으로 나

타나고 있다.

(나)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이 시는 상처받은 내면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이미지

로 표현하여 내면의 고통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즉, 내적 

고통과 맞대면하여 고통을 수용함으로써 내적 성숙에 도

달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시는 상처받은 내면의 

고통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이 시는 내

면에 지극한 상처를 드리우고 살아가는 삶의 고단함을 노

래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갈대의 흔들림'과 '뿌리 깊음'

의 이미지와 뿌리 없이 떠돌아다니면서도 질긴 생명력을 

이어가는 '부평초'의 이미지를 통해,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직접 대면하고 고통을 수용하

여 더욱 값진 삶을 살고자 하는 시인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고통을 반드시 부정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를 통해 더욱 강인해지고자 하는 시인의 소망이 담겨 있

다는 점에서 이 시는 고통을 노래한 다른 시들과 구분된

다. 이 시에서는 시의 전개에 따라 고통을 대하는 시인의 

태도가 더욱 성숙해지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상한 갈대'

와 '부평초'를 넘어 '뿌리 깊은 벌판'으로 옮겨가는 시인의 

시선에는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란 없으며, 따라서 

고통을 받아들임으로써 고통을 초월하고자 하는 시인의 

강한 의지가 배어 있는 것이다.

(다) 나희덕, 『못 위의 잠』 

이 시는 못 위에서 잠을 자는 아비 제비와 실직한 가장인 

사내의 괴로운 삶을 연관시켜서 그려내고 있다. 새끼를 지

키기 위해 둥지 옆 못 위에서 잠을 자는 아비 제비의 위

태로운 모습과 실업자 사내 일가의 고달픈 삶의 모습이 

교차되어 사내의 괴로운 심정이 효과적으로 잘 드러난다. 

시적 화자는 둥지가 비좁아 그 옆에 박힌 못 위에 겨우 

앉아서 밤을 지새우는 아비제비의 모습을 올려다보며 오

래도록 실업 상태인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가

야 했던 어린 시절, 어머니를 마중 나갔던 기억 속 한 장

면을 떠올린다. 그리고 좁은 골목길에서 가족들 뒤에 뒤따

라 걷던 아버지의 모습과 못 위에서 꾸벅거리며 잠을 자

는 제비의 모습이 겹쳐짐을 느끼면서 시적 화자는 비애와 

아픔, 좌절감을 느꼈을 과거의 아버지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 시는 이러한 연민의 정서를, 어머니의 

창백한 모습, 아버지가 달빛을 바라보는 장면, 좁은 골목

길에서 아버지만은 또 뒤에 쳐진 채 걷고 있는 장면 등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전해 주고 있다. 또한 '반쪽 난 달

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

던 때 묻은 호두알',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과 같

은 감각적인 표현은 이러한 시의 정서를 보다 강화시키고 

있다. 

25. 시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①]

[가]의 겨울 바다, 미지의 새, 매운 해풍, 허무의 불, 물, 

인고의 물, [나]의 상한 갈대, 부평초, 바람, 벌판, [다]의 

제비, 달, 흙바람, 그림자 등을 통해 삶의 의미를 이끌어내

고 있다.

② 전 작품 모두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장면은 두드러지

게 드러나지 않는다.

③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자연과 일체된 삶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 또한 보이지 않는다.

④ [가]의 후반부에 표현된 겨울 바다, [나]의 뿌리 깊은 

벌판 등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로 볼 수 있지만 

[다]에서는 특별히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⑤ 전체적으로 자연물들에 화자의 정서를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하여 표현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다]에서는 특별히 현실에 맞서려는 의지가 보인

다고하기도 어렵다.

26. 내용 파악 [정답 ③]

[A]에서 화자는 허무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되고, [B]

의 과정 즉 일정‘시간’을 겪고 난 뒤에 깨달음을 얻게 

되고, [C]와 같이 태도가 변하게 된다. 따라서 [A]에서 이

미 [C]의 행위를 하게 될 줄 짐작하고 있었다는 것은 논리

적으로 맞지 않는 설명이다.

27. 내용 파악 [정답 ⑤]

‘그럴듯한 집’과‘못 하나, 그 위에서의 잠’이 대비하

고 있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극대화 시키는 표

현이다. 과거에 대한 특별한 언급도 없었으며, 과거로 돌

아가고자 한다고 생각할 만한 장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

는다.

28. 표현상 특징 [정답 ③]

[가]의 4연에서‘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부

분은 추상적 개념인 시간을 가르치는 존재로서 묘사하였

지만, 정확히 사람으로 묘사했다고 보기까지는 어렵고, 그 

부분을 통해 정서를 더욱 심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왜

냐하면, 그 표현을 기준으로 앞부분에서는 현실에 대해 허

무함과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으나 그 부분을 기점으로 화

자가 허무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게 되므로, 의인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였다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에서는‘상한 갈대→밑둥이 잘리어도→심지어는 뿌리

가 없어도’와 같은 점층적인 시상 전개를 통해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나]에 대한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29.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 ④]

㉠의 흙바람은 고통스러운 현실,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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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이다.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는 ⓓ의 지는 해 라고 

할 수 있다.

ⓐ 고통 받는 존재, 역경과 고난을 당하는 존재

ⓑ 새로운 생명력, 희망

ⓒ 삶의 희망, 삶의 원동력

ⓔ 흔들림 없는 의지의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 초극의 세

계, 고통을 수용함으로써 더욱 성숙해지는 세계

30. 논지 전개 방식 [정답 ②]

전통적 중화주의와 오늘날의 통일적 다민적 국가론이 발

생하게 된 배경을 분석하였고, 후반부에서는 통일적 다민

적 국가론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① 이론의 발전 과정 중의 변화를 설명하였지, 대립되는 

이론을 비교한 것도 아니며, 절충안을 제시하였다고 보

기도 어렵다. 

③ 자료를 활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특정 이론의 변천 과정을 고찰한 것은 맞지만, 새로운 

이론을 제안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31. 핵심 어휘 분석 [정답 ③]

3문단과 4문단에 걸쳐 전통적으로 변방에 해당했던‘몽

골, 신강, 서장, 대만’까지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중화를 형성했던 대상 범위가 확장되었

다는 것은 부적절한 설명이다.

32. 내용 분석 [정답 ③]

5문단 이후 자세히 설명하고 있듯이, ㉡통일적 다민족 국

가론이 기존의 화이론이나 전통적 중화주의와 확연하게 

다른 점은, 중화 민족과 변방 민족을 구분하였던 전통적 

중화주의에서 벗어나 소수 민족까지 중화 민족으로 융화

시켜서 국민적, 영토적 통합을 강화시켜나가려는 의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문단에 드러나는 동북공정 작업 

역시 소수 민족의 역사까지도 중국의 역사에 편입 시키려

는 과정으로 통일적 다민적 국가론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3. 내용 비판 [정답 ②]

② 만주 지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중국에 소속되지 않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에 속해있기 때문에 중

국의 역사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너무 현재 상황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① 체계를 강조하였다 → 무시하였다.

③ 발생과 성장 과정을 강조하였다. → 무시하였다.

④ 과거의 객관적 사실을 강조하였다. → 무시하였다.

⑤ 과거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였

다. → 무시하였다.

[34~37] 작품 해제

(가) 이정환, 『비가』 

병자호란 때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하

고,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두 왕자와 왕자 대신들이 볼모로 

잡혀간 데 대한 비분강개의 심정과 왕세자를 비롯해 잡혀 

간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노래이다. 전 10수로 된 연

시조로 원래 제목은 '국치비가'이다. 병자호란을 내용으로 

한 연시조 형식의 유일한 작품인 이 시조는 나라를 빼앗

긴 상황 속에서 신하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절실한 언어로 잘 표현되어 있다. 청에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를 꿈에서 만나고 온 이야기로 시작하여 

국치의 비분강개를 꾸밈없고 직선적인 어법으로 노래하고 

있다. 조선 인조 때의 학자이자 시인인 작자가 병자호란의 

국치를 당한 뒤 벼슬을 버리고 두문불출, 비분강개하여 지

은 시조이다.

[1수]

한밤중에 혼자 일어나 스스로 묻노라, 이 내 꿈아

만 리나 떨어진 요양(심양)을 어느 사이에 다녀왔는가

반갑다,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을 친히 뵌 듯하구나

[2수]

눈보라가 뒤섞여 몰아치는 날에 묻겠노라 북쪽 심양에서 

온 사자여

왕세자의 모습은 얼마나 추워하고 계시는가

고국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외로운 신하가 눈물을 금

치 못하고 있노라

[8수]

구렁에 나 있는 풀이 봄비에 저절로 자라

나라 상황에 아는 바가 없으니 그 아니 좋겠느냐

우리는 너희보다 못하여 병자호란의 국치에 대해서는 근

심에 겨워하노라

(나) 박인로, 『선상탄』 

‘선상탄’은‘태평사’와 함께 가사 문학사상 몇 안 되

는 전쟁 가사 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은 선조 38년

(1605), 박인로가 통주사로 부산에 가서 왜적의 침입을 

막고 있을 때 지은 전쟁가사이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이지

만, 전쟁의 아픔과 왜적에 대한 적개심이 가라앉지 않은 

때 지어졌다. 임진왜란 때 직접 전란에 참여한 작자가 왜

적의 침입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을 뼈저리게 되새기며, 왜

적에 대한 근심을 덜고 고향으로 돌아가 놀잇배를 타고 

즐겼으면 하는 뜻과 우국충정의 의지를 함께 표현한 것이

다. 배의 유래와 무인다운 기개, 그리고 왜적의 항복으로 

하루빨리 태평성대가 오기를 기원하는 내용도 아울러 표

현되어 있다. 

조선 전기의 가사가 현실을 관념적으로 다룬 데 반해, 이 

작품은 전쟁의 시련에 처한 민족 전체의 삶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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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 가사가 개인적 서정이나 사상의 표출만이 아니라 

집단적 의지의 표현에도 적합한 양식임을 실증하고 있다. 

표현상 한문 투의 수식이 많고 중국의 고사와 한시 구를 

그대로 인용할 뿐 아니라, 직서적인 표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결점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전쟁 문학이 

일반적으로 범하기 쉬운 속된 감정에 흐르지 않고 적을 

위압할 만한 무사의 투지를 담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또한, 작가가 타고 있는 배를 중심 

소재로 내세워 시상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도 눈여겨 볼만 

하다. 

(현대어 풀이)

(임금께서) 늙고 병든 몸을 수군 통주사로 보내시므로 / 

을사년(선조 38년, 1605) 여름에 부산진에 내려오니 / 

국경의 요새지에서 병이 깊다고 앉아만 있겠는가? / 한 자

루 긴 칼을 비스듬히 차고 병선에 구태여(=감히) 올라 / 

기운을 떨치고 눈을 부릅떠 대마도를 굽어보니 / 바람을 

따라 이동하는 누런 구름은 멀리 또는 가까이에 쌓여 있

고(아직도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 / 아득한 푸른 바다

는 긴 하늘과 한 빛이로다. 배 위를 왔다갔다 서성거리며 

예와 오늘을 생각하며 / 어리석고 미친듯한 마음에 헌원

씨(중국의 전설상의 황제로, 배와 수레를 처음 만들었다 

함)를 원망하노라. / 큰 바다가 끝없이 천지에 둘러 있으

니 / 진실로 배가 없었으면 풍파가 이는 바다 만 리 밖에

서 / 어느 사방의 오랑캐가 넘볼 것인가? / 무슨 일을 하

려고 배 만들기를 비롯(시작)하였던가? / 오랜 세월에 무

한한 큰 폐단이 되어 / 온 세상 만 백성의 원한을 키우는 

도다. 

(중략)

때때로 머리 들어 임금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 때를 근

심하는 늙은이의 눈물을 하늘 한 모퉁이에 떨어뜨리도다. 

/ 우리나라의 문물이 한나라 · 당나라 · 송나라에 뒤지

랴마는 / 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왜적들의 흉악한 꾀에 

빠져 / 만고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안고서 / 백분의 

일이라도 못 씻어 버렸거든……, / 이 몸이 변변하지 못하

지만 신하로 있다가 / 곤궁과 영달(신하와 임금의 신분)

이 서로 달라 못 모시고 늙은들 /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

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이야 어느 때라고 잊을 수 있겠

는가? 불의를 보고 의기가 북받치고 분하게 여기는 마음을 

이기지 못한 씩씩한 기운은 늙어가면서 더욱 커진다마는 

/ 조그마한 이 몸이 병중에 있어서 / 분함을 씻고 가슴에 

맺힌 원한을 푸는 것이 어려울듯하건마는 / 그러나 죽은 

제갈도 살아있는 중달이를 멀리 쫓고, / 발이 없는 손빈도 

그 발을 자른 방연을 잡았는데 / 하물며 이 몸은 손과 발

이 갖추어 있고 목숨이 붙어 있으니 / 쥐나 개 같은 도적

(왜적)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겠는가? / 나는 듯이 달리는 

배에 달려들어 선봉을 잡으면 / 구시월 서릿바람에 떨어

지는 낙엽처럼 헤치리라. / 칠종칠금(마음대로 잡았다 놓

아주었다 함을 일컬음)을 우린들 못할 것인가?  꾸물거리

는 섬나라 오랑캐들아! 빨리 항복하려무나. / 항복하는 자

는 죽이지 않으니 너희를 구태여 섬멸하겠는가? / 나의 왕

(=선조)의 성덕이 같이 살기를 원하시니라. / 태평천하에 

요순의 군민처럼 되어 / 해와 달의 빛이 아침이 거듭되거

든(태평세월이 계속 되거든)  / 전투 배에 타던 우리 몸

도 고기잡이배에서 늦도록 노래하고 / 가을 달 봄바람에 

베개를 높이 베고 누워 있으면서 / 성군 치하의 태평성대

를 다시 보려 하노라.

34. 전개 방식 추론 [정답 ⑤]

설의법이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짐짓 의문형식으로 제

시하여 독자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표현법을 말한

다. 보기에서 (가)에서 설의법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나)

에서도 설의법을 사용한 표현이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예

로 ㉡의 표현을 들 수 있다.

35. 시적 대상 파악 [정답 ④]

보기에 언급된 견우직녀는 화자와는 달리 일 년에 한번이

라도 재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화자의 현재 상황과 

대비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A]에서는 이와 

같은 대상은 찾아볼 수 없다. 꿈이 심양에 다녀왔다고 표

현하는 것은, 꿈속에서 심양에 있는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을 보고 왔기 때문이지, 화자의 현재 상황과 대비되는 대

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36. 함축적 의미 추론 [정답 ③]

(가) 소해용안은 왕세자의 모습을 뜻한다. 즉 그리워하는 

주군을 상징하는 어휘이다. 이와 가장 비슷한 의미로 사용

된 어휘는 ⓒ 북신(임금님이 계신 곳)이다. 

ⓐ 하늘 / ⓑ 세상 / ⓓ 팔다리 / ⓔ 고깃배를 의미한다.

37. 화자의 정서 파악 [정답 ⑤]

마지막 부분에서, 항복하면 평화롭게 공존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침략하지 않으면 평화롭게 공존하겠다는 설명과는 

의미상으로 차이가 있다. 

38. 내용 파악 [정답 ⑤]

㉠ 남성과 여성의 육체적 차이를 지적인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함

㉡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

㉢ 남녀의 성 기관에 차이가 있고, 정자론에 입각 번식이 

전적으로 남성의 공헌이라고 생각

㉣ 생식기를 제외하고 남녀 간의 차이는 큰 차이는 없으

나, 골반, 두개골, 골격 조직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

으며, 여성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성 차별 주장의 근거로 사용 됨 

39. 반응 추론 [정답 ④]

4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여성들 간의 개인적인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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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무시하고 이를 정형화 하였다.’라는 내용이 분명

히 언급되어 있다.

① 4문단에서 단순히 해부학적인 도해가 아니라고 함.

② 4문단에서 여성들의 뼈가 약한 것이 원인이라고 함.

③ 4문단에서 두개골이 작은 것이 원인이라고 함.

⑤ 4문단에서 동물에 빗댄 것은 말과 타조의 특성을 남성

의 우월함과 여성의 열등함에 빗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40. 내용 파악 [정답 ②]

18세기의 해부학이 남녀의 차별과 불평등의 조장의 근거

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는 글이므로, 과학이 사

람들에게 살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어떤 

목적으로 연구 결과가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책임 의

식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논지로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

㉡ 과학이 가치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과학자

에게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은 ㉮의 주장과 정 반대의 

내용이다.

㉣ ㉮의 입장과는 무관한 내용의 주장이다.

41. 내용 응용 [정답 ①]

참여하지 → 참여ᄒ+지(ᅡ탈락) → 참여치 [예시 1번]

평범하지 → 평범ᄒ+지(ᅡ탈락) → 평범치 [예시 1번]

익숙하지 → 익숙지(하 탈락) [예시 2번]

깨끗하지 → 깨끗지(하 탈락) [예시 2번]

넉넉하지 → 넉넉지(하 탈락) [예시 2번]

갑갑하지 → 갑갑지(하 탈락) [예시 2번]

[42~45] 작품 해제

박완서,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나는 두 번의 결혼에 실패하고 세 번째 남자와 결혼하면

서 지방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인 서울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피난 시절 눈발 속에 웅장하게 서 있던 남대문의 '

비장미의 영상'을 향수로 간직하고 있는 나에게, 서울은 

급격한 근대화의 도정 위에 놓여 있는 분주한 일상의 공

간으로 비쳐진다. 더구나 물질주의에 전도된 그 속물적 공

간은 남편과 동창들이 펼쳐 보이는 위장과 가식으로 점철

된 환멸의 무대이다. 학창 시절 유난히 부끄러움을 타던 

나 또한 이와 같은 세태를 살아가면서 변모를 겪어 간다. 

그리고 이렇게 화자의 삶의 방식이 변모한 데는 전쟁 이

후의 피폐한 삶과 그로 말미암은 윤리적 파탄의 상황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이 밑그림으로 놓여 있다.

중년 여성을 화자로 내세워 물질적 가치에 전도된 형식적 

근대화의 부정적 이면을 날카롭게 꼬집고, 그 과정 속에서 

삶의 진정성이 상실되었음을 일깨워 주고 있는 작품이라

고 할 수 있다. 가족사의 내력 및 결혼 생활에 대한 고백

적 서술과 동창들의 피상적 삶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작품의 전개, 화자가 우연히 일본인 관광객

을 안내하던 여자의 속삭임을 듣는 것을 계기로 극적인 

반전을 맞기에 이른다.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그 여자의 

말로 인해 화자는 부끄러움의 감각을 불현 듯 느끼게 되

는 바, 그것은 물질적인 가치에 경도된  채 형식적인 근대

화에 치중하는 현실적 상황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공백에 

대한 뼈저린 자각을 의미한다. 마지막 장면은 세속적인 출

세욕을 상징하는 각종 학원 간판의 밀림 속에서 돌연 부

끄러움을 가르치자고 외치는 화자의 반어적 태도가 나타

난다. 형식적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상실된 삶의 진정성을 

환기하고자 하는 계몽적 의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굳이 깃발이 아니더라도 조그만 손수건이라도 날려야 할 

것 같다'는 표현에서는 그 절실함이 느껴진다. 이 작품의 

제목은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이다. 여기에서 '부끄러움'

의 감정은 화자가 속물적인 세태 속에서 현실적으로 변모

하기 이전에 지니고 있었던 순수한 감정을 상징하고 있다. 

그것은 삶에 대한 긴장감의 표현이며, 주체와 상황에 대한 

반성적 의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반면 

전후의 폐허적 상황 속에서 출발한 급격한 근대화의 흐름

은 정신적 가치를 외면한 채, 물질적인 개발에 치우치는 

과도기적 불균형 상태를 드러낸다. 그와 같은 피상적 근대

화 과정 속에서 삶의 진정성은 상실되고, 물질적 가치만이 

유일한 삶의 지표로 작용하는 전도된 가치의 세계가 펼쳐

진다. 이러한 세계는 외면적으로는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

지만, '부끄러움'도 없이 추구되는 세속적 출세의 욕망과 

금전적 가치 위에 구축된 허구적 삶에 그 바탕을 두고 있

다. '부끄러움'의 감정을 회복하는 것은 곧 이와 같은 추악

한 현실을 반성적으로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일 것

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제목은 '전도된 가치의 질서 속에

서 삶에 대한 진정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환기'를 의미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2. 서술상의 특징 [정답 ⑤]     

㉠ 과거의 사건에 대해 세심한 동작이나 심리 등, 구체적

인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

명하고 있다.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다.

㉢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독백적인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나를 제외한 인물의 심리는 행동이나 말에 의해서만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말이나 행동 등을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등장인물들의 내적 욕망을 쉽

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43. 인물에 대한 설명 [정답 ①]

여자 안내원의 소매치기를 주의하라는 말을 통해 화자는 

잊고 있었던 부끄러움에 대해 상기하게 된다. 따라서 여자 

안내원이 나의 심리적 변화를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다시 이혼을 하게 되면 일본어로 자립 밑천을 삼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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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 남편을 배금주의 사상을 숭배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풍족한 결혼생활에 만족하

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남편은 나를 통해 경희와 남편에게 줄을 대고 인맥을 

만들려고 한다. 

44. 내용의 흐름 파악 [정답 ③]

이야기2에서는 현재의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묘사

되고 있다. 이야기1에서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재의 

남편이 화자의 3번째 남편이라는 점과, 직업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야기3에서는 자식을 길러본 경험이 없다고 함

으로써 남편을 제외하고는 다른 식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5. 내용 분석 [정답 ③]

일어 학원과 일본인 관광객들은 화자가 잊고 지내던 부끄

러움에 대해 환기하게 되는 장치이다. 화자 역시 절대적인 

필요 때문에 일본어를 배우기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외래문화가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

렵다.

‘2015’경찰대학 영어영역
  

01. ①

06. ②

11. ⑤ 

16. ②

21. ②

26. ①

31. ④

36. ②

41. ②

02. ②

07. ②

12. ⑤

17. ②

22. ①

27. ⑤

32. ②

37. ⑤

42. ⑤

03. ④

08. ③

13. ②

18. ④

23. ③

28. ③

33. ⑤ 

38. ④

43. ④

04. ⑤

09. ③

14. ④ 

19. ①

24. ①

29. ④

34. ②

39. ①

44. ④

05. ④

10. ③

15. ⑤

20. ④

25. ①

30. ⑤

35. ④

40. ③

45. ①

1. 빈칸추론 [정답 ①]

할아버지가 나눠주신 1달러짜리 은화들(용돈)은 부모님에

게 맡겨졌다, 그리고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나눠주

지 않았다.

풀이 : dole A out B 는 A에게 B를 (조금씩) 나누어주

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숙어다. 따라서 분배하다. 라는 

의미를 갖는 distribute 가 대체 가능한 어휘이다. 문제에

서 과거분사 형태로 사용되었으므로 마찬가지로 과거분사

형인 distributed 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Silver dollar : 1달러 은화

dole A out B : A에게 B를 (조금씩) 나눠주다.

trust A with B : A에게 B를 맡기다.

incur : (좋지 못한 상황)을 초래하다, 비용을 발생하게 

하다.

withdraw : (돈을) 인출하다

2. 빈칸추론 [정답 ②]

잡지의 제목은 독자들의 (잡지의 내용에 대한) 예상에 결

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것들(제목)은 항상 독자들의 마음

속에서 어떤 특별한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큰 글자로 쓰여 

진다. 

풀이 : conjure up 은 역대 기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어휘 중 하나이다.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는 ~

을 떠올리게 하다. 연상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는 invoke 

가 가장 적절하다. 

a large part : 대부분, 상당 부분

conjure up : ~을 떠올리게 하다, 상기시키다.

association : 연상, 연상 작용 

customize : 취향에 맞게 만들다, 특별 제작하다.

invoke : ~을 떠올리게 하다, 연상시키다.

traverse : 가로지르다, 횡단하다.

strip : (옷, 껍질 등을) 벗기다, 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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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mvent : 우회하다, 피하다, 돌아가다.

3. 빈칸추론 [정답 ④]

비록 20세기는 나치의 유전과 인종에 대한 사이비 과학

(게르만족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종이라는 인식)에 

의한 끔찍한 대량 학살을 지켜보게 되었지만, 마르크스주

의자들의 인간 본성의 순응성에 대한 사이비 과학에 의해 

대량 학살이 일어나는 것 역시 지켜보게 되었다.  

풀이 : malleability 는 유연함, 또는 순순히 받아들임, 

쉽게 적응함 등으로 사용되는 어휘이다.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를 갖는 어휘는 plasticity 로, 사전에서 찾아보면 가

소성 이라고 나오는데, 가소성 이라는 뜻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 적응성, 순응성  으로 사

용하는 경우도 많다. 플라스틱 제품의 플라스틱과 같은 어

원으로 플라스틱 제품 역시 원하는 대로 모양을 형성할 

수 있다는 성질에서 공통점이 있다. 

Nazi : 나치 

genocide : 대량 학살

pseudoscience : 사이비 과학

Marxist : 마르크스주의자

malleability : (사상 등에) 영향을 받기 쉬움, 순응하는 

성질

duality : 이중성, 이원성

fallibility : 불완전성, 오류를 범하기 쉬움

obscurity : 불분명성, 애매함, 모호함

plasticity : 적응성, 유연성, 가소성

viciousness : 사악함, 잔인함

4. 어휘 추론 [정답 ⑤]

소수 독재 정치에 의한 귀족들의 권력은 로마의 시민들 

중 다른 계층의 집단들, 즉 평민들에 게 선망의 대상이었

다. 그리고 그들에는 농부와 노동자, 상인이 포함되어 있

었다. 

풀이 : covet 은 남의 것을 탐내다. 바라다. 라는 의미가 

있다. 문맥상으로도 로마 귀족의 권력을 서민 계층이 갖고

자 했다는 내용이므로, 부러워하다, 선망하다. 라는 의미의 

envy 가 가장 적절한 대체 어휘이다. 수동태 표현 때문에 

과거분사 형태로 사용되었으므로 envied 로 표기한다.

oligarchical : 소수 독재의, 과두 정치의

aristocracy : 귀족

covet : (남의 것을) 탐내다, 갈망하다.

plebeian : 평민, 서민

grant : 승인하다, 인정하다

5. 어휘 추론 [정답 ④]

“내 남동생을 뉴욕까지 바래다주겠니?” 10년간을 이방

인(외국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얼토당토않은 대화

에는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첫마디는 내가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풀이 : non sequitur 은 논리적으로 인과 관계가 없는 

추론, 결론 등을 의미하는 어휘이다. 논리적으로 인과 관

계가 없다는 말은, 원인과 결론, 또는 원인과 추론 사이에 

적절한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번역을 할 때는 불

합리한,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과 같이 해석을 한다. 보

기에서는 완벽하게 정확히 매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나마 irrelevant 가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갖는 어휘라 볼 

수 있다. 

non sequitur : 불합리한 추론(결론), 논리적인 모순

irrelevant : 부적절한, 무관한

elongated : (비정상적으로) 길쭉한, 가늘고 긴

opener : (병, 캔) 따개, 시작하는 것, 처음의 것 

6. 어법 추론 [정답 ②]

볼링은 식민지에서 매우 인기가 높았다. 최초에 그것은 

ninepins(아홉 개의 핀)이라 불리었다. 

ninepins는 식민지 주민들에 의해 진행되던 몇몇 볼링 게

임 중 하나였다. 또 다른 종류의 볼링은 참가자가 큰 공을 

굴려서, 잔디밭 위에 있는 작은 공에 최대한 가깝게 멈추

는 것을 시도하는 게임이었다. 대상이 되는 (작은) 공에 

가장 가깝게 근접한 참가자가 승리자가 되었다. 이러한 형

태의 볼링은 오늘날 흙바닥 위에 그어진 선에 동전을 던

지는 게임과 흡사하다. 동전 던지기에서는, 동전이 선에 

가장 가까운 참가자가 게임에서 승리하게 된다.    

풀이 : ②attempted 의 주체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players 이다. 따라서 주체가 능동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

이므로, rolling 과 마찬가지로 현재분사 형태로 

attempting 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목적 보어는

(동사 involved 의 목적어가 players 이므로) 행위의 주

체가 능동일 경우에는 현재분사로, 수동일 경우에는 과거

분사로 수식해 준다. 

pitching pennies : 동전 던지기

7. 어법 추론 [정답 ②]

다음에 당신이 소매점에 방문할 일이 생긴다면, 그곳에서 

가전제품을 팔든, 철물이나 자제를 팔든, 최신 유행 제품

을 팔든, 멈춰 서서 주변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 

상점의 전체적인 배치와 진열에 대해 생각해보라. 기본적

으로 깔려있는 소리를 들어보라. 냄새를 맡아보라. 아마도 

전체적인 배치와 조명에서부터 음악과 심지어는 냄새까지

도 당신의 쇼핑 과정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당신의 

지갑을 열기 위해 조직되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아마도 너무 미묘한 방법으로 자극을 받게 되고 

그래서 당신은 심지어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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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따라서 일단 상점 안으로 들어가

게 되면, 주변을 돌아보는 방식은 실제로는 당신에 의한 

것은 아니다. 다음에 상점에 방문하게 되면, 판매자들이 

당신의 구매 활동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해놓은 미묘한 

장치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확인해 보라.

풀이 : Chances are (that) 구문은 아마도 ~일 것이다. 

~할 확률이 높다. 라고 해석하는 구어체 표현이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Chances are 부분이 주어 동사가 아니고, 

everything 이 주어, has orchestrated 가 동사이다. 하

지만 everything 은 사물이므로 수동태 표현으로 쓰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완료 시제 수동태로 has been 

orchestrated 라고 표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Chances are 뒤에 이어지는 that 은 생략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문제에서는 그 부분이 생략되어있다. 

retail store : 소매점, 작은 상점

consumer electronics : 가전제품

hardware : 철물, 장비

high fashion : 최신 유행 (주로 옷)

layout : 배치

orchestrate : (세밀하게, 은밀하게) 조직하다.

chances are (that) : 아마도 ~일 것이다.

in and around : ~의 주변에

spot : 감지하다, 알아채다.

8. 문법 추론 [정답 ③]

좋은 화분에 대한 첫 번째 추천은 다음과 같다. 큰 것을 

고려해라! 작은 용기들은 뿌리들이 잘 성장하기에는 너무 

적은 양의 흙밖에 담을 수 없다. 그리고 물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Small containers 

are too much work~ 부분은 의역하였습니다.) 그러므

로 용기는 크면 클수록 더 좋다. 유약 처리 되거나, 유리 

섬유, 그리고 사출 성형 플라스틱 재질로 된 용기들이 유

약 처리가 되지 않은 질그릇에 비해 더욱 수분을 잘 유지

한다. (용기의) 유형과 상관없이, 배수구가 있는지 확인하

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면에서부터 1/2인치 정도 

되는 높이로 화분을 올려두는 데는 화분 받침이나 쐐기 

등을 이용하라. 유리 섬유나 플라스틱 재질의 화분은 극단

적인 기후에서도 망가질 가능성이 적고, (가볍기 때문에) 

옮기기도 쉽다. 하지만 무거운 재질의 용기는 키가 큰 식

물들이 바람에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굳건한) 

토대를 제공한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화분들은 기울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풀이 : be sure 는, ~을 확신하다, 라는 의미이다. 문맥

상, 물이 빠지는 구멍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의미이므

로, be sure 보다는 확실히 해라, 확인해 보라. 라는 의미

의 make sure가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make가 사역동

사이므로 ③be sure pots to have 은 전치사 to를 생략

해서 make sure pots have 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glaze : (도자기에) 유약을 바르다.

fiberglass : 유리 섬유

molded-plastic : 사출 성형된 플라스틱

terra-cotta : 질그릇, 유약을 바르지 않은 토기

shims : 쐐기, (틈을 메꾸는) 작은 조각

toppling : 넘어짐, 쓰러짐 

tipping : 기울어짐, 젖혀짐

9. 선택형 어휘 추론 [정답 ③]

마케팅이 개별 소비자들의 복지에 끼치는 영향은 그것들

의 높은 비용과, (소비자를) 통상적으로 기만하는 것, 그

리고 손해를 본 소비자들에 대한 부실한 대처를 이유로 

비판받아 왔다. 그리고 마케팅이 전체 사회에 끼치는 영향

은 그것이 그릇된 소유욕을 낳고, 지나치게 과도한 물질 

만능주의를 조장하며, 사회적 재화는 너무 적게 생산하는 

반면, 문화적 측면에서의 공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왔다. (과도한 판매 전략, 광고 등에 대한 사회

적 폐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또한 마케팅의 

영향이 다른 사업 분야에 대해서 끼치는 영향들, (예를 들

면) 경쟁사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기업에 대한 인수(대기

업이 경쟁사를 인수 합병 해버리는 일) 즉 진입을 가로 

막는 장벽을 만들어 내는 일들을 통해 경쟁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 등에 대해서도 비판해왔다. 이러한 염려들 중에 

일부는 정당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일부는 그렇지 못

하다. 

풀이 : (A)에서 social goods 은 사회적 재화로, 사회 

전체에 이로운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는 것을 가리키는 말

이다. 문장이 전체적으로는 마케팅이 사회에 가져오는 해

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므로, 비판적으로 사회적 재

화는 너무 적게 생산하고 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자

연스럽다. (B)에서는 마케팅이 주는 악영향 중에 다른 기

업, 즉 경쟁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내용

이므로, 인수 합병을 통해 타 기업이 해당 사업 분야로 진

입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

다. (C)에서는 단순한 어휘 선택의 문제이다. 위에서 전체

적으로 마케팅의 악영향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므로 그 자

체가 어떤 제안(suggestions)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해악에 대한 염려, 걱정(concerns)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deceptive : 기만하는, 현혹시키는

materialism : 물질 만능 주의

acquisitions : 구매, 습득, 취득

10. 문맥상 부적절한 어휘 [정답 ③]

무대 뒤의 공간, 무대의 벽과 건물의 뒤쪽 사이에 있는 그

곳은 분장실(의상실)로 알려져 있었다. 여기에 의상과 각

종 소품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연기자들은 그곳에서 자신

을 (연극을 위해) 준비된 상태로 만들었다. 초창기에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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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실(의상실)은 건물과는 별도로 세워져 있는 간이 구조

물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골조 구조로 (건물 안에) 지어진

다. (연극이 시작되려 하면) 곧 무대 뒤는 그날의 연극에 

필요한 [본문 : 불필요한] 모든 물건들과 사람들이 준비된 

상태로 모여 있는, 빽빽하고 뒤죽박죽인 공간이 되었다. 

의상은 어디에나 걸려있었다. 연극에서 의상을 자주 바꿔

야 하는 연기자들은 옷을 입거나 벗을 것이고, 그 틈에 분

장실(의상실) 조수들은 그 옷들을 질서 정연하게 정리하

려고 노력했다. 탁자와 의자는 연기자들의 소품 그리고 가

짜 턱수염이나 가발, 화장품 등으로 뒤덮였다.  

풀이 : 문맥상 그 날의 연극 공연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된 상태로 모여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오

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불필요하다. 라는 의미의 

inessential 보다는 필요한, 필수적인 이라는 의미를 갖는 

essential 과 같은 어휘가 적절하다.

tiring house : 분장실(의상실) 

prop : (연극을 위한) 소도구, 소품 

free standing : 지지대 없이 별도로 서있는

framework : 골조, 뼈대

jumble : (뒤죽박죽으로, 마구) 뒤섞다

pack : (사람이나 짐으로) 가득 채우다.

tiremen : 분장실(의상실) 직원, 조수

beard : (턱)수염

wig : 가발 

11. 문맥상 부적절한 어휘 [정답 ⑤]

일반적으로 법집행 기관은 (피 집행자의) 동의를 얻어 수

색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수색은 반드시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 (수색에 대한) 허가는 반드시 

자유롭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두 번째, 

(수색에 대한) 동의를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수색을 당하는 당사자가 

아닌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임의로 피수색자를 수색하도록 

동의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일단 허가가 떨어지면, 경

찰은 적법하게 수색을 하겠지만, 수색은 동의를 한 사람이 

설정한 한계 이상으로 확장되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

다. (여기서) 요구되는 동의의 자발적인 성질(동의가 강제

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은 동의를 

수락하는 과정이 협박이나 위협의 결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경찰이 실질적인 물리적 강제 

혹은 그것에 대한 위협, 또는 속임수를 통하여 동의를 끌

어낸다면, 그 수락은 효력을 잃게 되고, 수색에 대한 결과 

역시 그렇게 된다. (수색을 통해 발견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위에서 언급했던 것 중

에) 두 번째 필수 요건은, 오직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수

색에 대해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

으로 그러한 수락은 집, 자동차, 사무실, 또는 경찰이 수색

하고자 하는 어떤 공간을 소유하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

는, 또는 전체적으로 [본문 : 부분적으로] 통제 하에 두고 

있는 성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풀이 : 문맥상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수색에 

대해 동의를 해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부분적으로 통제

하고 있는 사람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문맥상 

자연스럽게는 wholly 와 같은 뉘앙스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건물의 1층만을 사용하는 사람

이 건물 전체에 대한 수색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기 바란

다.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이라 괄호 안에는 지문에 포함되

어 있지 않은 보충 설명을 기록해 놓았으니 참고하기 바

란다. 

as a rule : 대체로, 일반적으로

criteria : 기준 

consent search : 동의를 받고 이루어지는 수색

intimidation : 협박, 위협

trickery : 속임수, 사기

12. 문맥상 부적절한 어휘 [정답 ⑤]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지원

과 보살핌을 적절히 배정해주는, 의료 시스템은 그들(환자

들)의 치유 능력을 상당히 고양시켜줄 것이다. 예를 들면 

병원의 침상에 누워있는, 그리고 다음날에 있을 큰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걱정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건, 한 사람이 강하게 느끼

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기 마련이다. 누군가 더 

많이 스트레스 받게 되고, 나약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들은 더욱 더 감상적인 상태가 되고, 그러한 감정(스트

레스 받고, 나약하다고 느끼는)을 계속해서 느끼게 될 가

능성이 높다. 만약 (수술이나 병에 대해) 걱정하는 환자들

이 역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다른 환자들과 같은 병실을 

쓰고 있다면, 그들은 서로서로 상대방을 더욱 더 불안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그녀(환자)가 이제 막 수술

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도하고 안정

을 찾게 된 환자와 같은 병실을 공유하게 된다면, 그녀(환

자)에게 미칠 정신적인 영향은 훨씬 더 상황을 개선시키

는 [본문 :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풀이 : 감정은 전이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수

술을 잘 받고 나온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질병을 악화시키는 과 같은 의

미를 갖고 있는 aggravating 은 적절하지 못하다.

boost : 신장시키다, 발전시키다

deploy : 배치하다, 북돋다.

can’t help but V : V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vulnerable : 나약한, 취약한

aggravate : (상황이나 질병 등을) 악화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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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칭 추론 [정답 ②]

Eton(영국의 이튼스쿨 이라고 생각됩니다)에는 이른바 

‘capping’이라고 알려져 있는 전통이 있었다. 학생들은 

거리에서 그들의 손가락 끝을 머리에 가리키는 행동을 통

해 교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곤 했는데, 그것은 이른바 간소

화 시킨 (경의를 표하는) 모자 벗기였고(해군이나 육군의 

경례 동작처럼) 교사들에 의해서 다시 화답을 받았다. (교

사들도 같은 동작으로 경의를 표한 것에 대해 화답을 했

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존경’이라고 부르며 

기뻐할 수 있을만한 것들에 대해 장려하려는 노력을 함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통은 점차 사라져 간다. 나는 그것

(위에 언급한 Eaton의 전통)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또 지나치게 과도한 경외감을 보여준다고 생

각한다. 따라서 다른 많은 유사한 관습처럼, 그것 역시 현

대 사회의 영국에서는 사라질 운명에 처해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위의 내용(현대의 영국에서는 존경을 

표하는 좋은 관습이 사라져 간다는)을 기록한 직후에도, 

나는 TV에 나오는 골프 선수들이 관중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그 오래된 관습을 여전히 따르고 있다는 것에 주목

하며 용기를 얻었다.  

풀이 : ②는 바로 앞에 나오는 government 를 가리키

는 지칭 대명사이고, 나머지 선지는 모두 교사들을 향해 

경의를 표하는 Eton 의 전통을 가리키고 있다. 

beak : (영국학생속어) 교사, 교장

capping : 모자 쓰기

salute : 경의를 표하다, 경례를 하다.

abbreviated : 축약된, 축소된

doffing : (경의를 표하며) 모자 벗기

reciprocate : (받은 것과 같은 감정이나 행동으로) 화

답하다

drive for : ~을 위해 노력하다, ~을 노리다. 

doom : (죽음 등) 불행한 운명을 맞다.

in fairness : 공정하게 말하자면, 공평하게 말하자면

deference : 존중, 경의 

14. 일치 불일치 파악 [정답 ④]

Garth Brooks 는 아주 훌륭하고 긴 은퇴 기간을 누렸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은퇴)은 끝이 난 것으로 보인다. 화요

일 Nashville에서 있을 기자회견에는 52세의 Brooks가 

컴백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

으며 거기에는 세계 순회공연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

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음반 판매 순위에서 오직 

Beatles와 Elvis Presley에게만 뒤졌던 전국적인 슈퍼스

타인 그는, 2001년 3명의 딸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음

악계를 등졌다. 그 이후로는, 드물게 음반을 내고 공연을 

가졌을 뿐이었다. Brooks 의 가장 어린 딸인 Allie가 가

을에 대학에 들어감으로써,  그의 복귀를 위한 무대가 준

비되었다. 그는 (사람들의 그에 대한) 예상을 다루는데 아

주 능숙하다. 지난주에, 그의 웹사이트에서는 그가 진짜 

발표를 하게 될 날에 대해 언급하며 (사람들의) 애가 닳

게 했다. 그가 그 자리에서 그의 원대한 계획 중 일부분만

을 공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니면 순회공연 역

시 그가 발표할 내용 중 일부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Brooks는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까?

풀이 : 해설 참조

news conference : 기자 회견

sporadically : 산발적으로, 드물게, 돌발적으로

anticipation : 예상, 예측

tease : 놀리다, 애가 닳게 하다.

15. 일치 불일치 파악 [정답 ⑤]

여름이 시작될 무렵, 홍콩 정부는 200,000의 젊은이들이 

저작권이 보호되는 노래와 영화를 불법 복제하는 것에 대

해 토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 보도록 하고 그 결과

를 관련 기관에 보고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 캠페인은 

연예 사업 분야는 만족을 시킬 수 있었지만, 시민의 자유

를 옹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혹을 유발시켰다. 이른

바 청년 대사(Youth Ambassadors) 캠페인은 수요일에 

체육관에서, 홍콩의 대표적인 영화계와 가요계의 스타들, 

그리고 몇몇 정부 관료들 앞에서 (인터넷 상의 질서를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1,600명의 청년들과 함께 시작될 

것이다. 청년 대사란, 인터넷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기

존과는) 다른 청년들에 대한 의존 관계를 의미한다. (청년 

개개인이 대사가 되어 인터넷상의 질서를 잘 지키도록 부

탁해도 결국에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지켜 줄 때만 실현 

가능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정부나 연예계가 청년들에

게 의존하거나 의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liance 라는 명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9세에서 25세에 

이르는 Boy Scouts와 Girl Guides, 그리고 9종류의 서로 

다른 유니폼을 입는 청소년 단체의 모든 멤버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풀이 : 해설 참조

advocate : 옹호자, 변호인

authorities : 당국, 관계 기관 (복수로 사용)

misgiving : 의혹, 불안감

pledge : 약속하다, 맹세하다, 선서하다.

ambassador : 대사 

reliance on : ~에 대한 의존, 의지

16. 일치 불일치 파악  [정답 ②]

Utah는 Interconnect Adventure Tour(여행사)와 함께 

상급 스키어들에게 다섯 군데의 세계적 수준의 리조트에

서 하루 동안 스키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 

국립 산림청으로부터 특별 사용 허가를 받은 Ski Utah에 

의해 기획 된 이번 (스키) 여행은, 눈사태 상황에서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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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대처에 대해 훈련을 거친 숙련된 산악 가이드들에 

의해 진행된다. (스키) 여행을 신청하는 스키어들은 반드

시 신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다양

한 상태의 눈에서 스키를 타본 경험을 갖고 있어야만 한

다. 각각의 참가자들의 실력은 (스키) 여행이 출발하기 전

에 점검 받게 된다.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에 이루어지는 (스키) 여행은 Park City에서 시작되며, 

Park City, Brighton, Solitude, Alta 그리고 Snowbird 

가 (여행 코스로) 포함된다. 전체를 마치는 데는 8시간이 

소요되며, 점심을 위해 쉬는 시간을 갖는다. 화요일과 목

요일,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스키) 여행은 Snowbird에서 

시작되며 Snowbird, Alta, Brighton 그리고 Solitude가 

(여행 코스로) 포함되어있다.

풀이 : 해설 참조

interconnect : (비슷한 것을) 서로 연결하다.

avalanche : 눈사태 

backcountry : 산간, 오지

take in : 받아들이다, 포함하다.

17. 일치 불일치 파악  [정답 ②]

심지어 그가 이제 막 시작한 그의 유기농산물을 집으로 

배달해주는 벤처 사업을 위해 창고로 활용하던 차고 안에

서 골판지 박스를 분리하고 있었을 때도, David 

Gersenson의 직감은 Door to Door Organics (유기농

산물을 집으로 배달해주는 그의 사업명)이 반드시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상자들을 분

해하고 있었지만, 이 일이 언젠가는 반드시 도약할 것이라

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가 그의 회사의 미래를 

내다보았던 1997년의 그 순간을 회상했다. 

Pennsylvania의 Bucks County 북부에서 700달러로 시

작된 그의 사업은, 그가 20대 초반에 인도 여행을 하면서 

유기농산물을 먹어본 뒤에 품게 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비록 Gersenson의 식견은 미래를 내다본 것

으로 판명되었지만, 그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Door to Door Organics를 오늘날과 같이 급속도로 미

국 전역에 확장되는 회사가 되도록 전환 시켰던 전략적인 

결정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거의 예상할 수 없었다. 자

연적인 그리고 유기농의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식료품

점은 전국적으로 5개의 대형(대도시) 마켓에서 200명 이

상의 사람들의 고용을 창출했고, 2013년에는 2,600만 달

러의 수익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4,000만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풀이 : 해설 참조

take off : 도약하다, 성공하다, 빛을 발하다

hatch : (사상 관념 등을) 품게 되다 

disassemble : 분해하다, 분리하다

cardboard : 골판지 

gut : 직감, 본능 (복수로도 사용 가능)

While : (문장 첫머리에서) ~임에도 불구하고, ~이긴 하

지만

Pa. : Pennsylvania (미국 지명) 

prophetic : 예언의, 예언적인

bustle : 바삐 움직이다, 서두르다

multistate : 여러 주에 걸쳐 있는

revenue : 수익 

18. 빈칸 추론 [정답 ④] 

봉급 인상은, 조합의 일원이 아니거나, 봉급에 대해 항의

하는 파업에 뛰어들지 않은 노동자들도, 조합의 일원이나 

파업을 실행한 노동자들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을 띤다. 이것(봉급 인상)은 각각의 개인이 

자유로운 기수가 될 기회를 제공하고(봉급 인상을 위해 

원하지 않게 조합을 가입하거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말을 타고 달리는 rider에 

비유한 것입니다.) 집단행동에 수반되는 다양한 비용이 발

생하지 않고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파업 등으로 인한 

손실을 막고, 회사에서도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것은 공통의 이익이 있다는 것(파업을 주장하는 조합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이 조직의 구조를 더욱 발전된 상태

로 이끌 수 있고, 또는 그 이익을 지켜낼 수도 있다는 것

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

이다. (공통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이 조직 전체에 

대한 발전에 기여한다거나, 조합원들의 이익을 지켜준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즉 단체행동에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논지입니다.) 따라서 모든 집단은 저마

다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다원주의적인 추론은 굉

장히 미심쩍은 것이다. 또한 집단 정치(조합이 전체 노동

자들의 행동을 결정하는)는 종종 큰 집단(전체 노동자)의 

희생을 통해 작은 집단(조합)에 권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

일지도 모른다는 논의가 있다. 더욱 큰 집단(현재의 조합

보다)은 (오히려) 자유로운 행보를 장려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개인들은 그들이 집단에 참여하는데 실

패하더라도 집단 전체의 효율성에는 거의 손해를 끼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풀이 : 전체적으로 소수의 조합의 무분별한 권력 남용(파

업 조장 등)을 비판하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소수의 조합

이 절대 다수의 전체 노동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보

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논지로 진행하고 있는 글이

다. 빈칸이 있는 문장의 바로 위 부분에서도 공동 이익을 

이유로 내세운 소수 집단의 집단행동이 반드시 조직을 발

전시킬 수도 없고 이익을 보장해 줄 수도 없다고 하였으므

로 빈칸이 있는 문장에서는 소수 집단이 각각 저마다의 정

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것에 귀 기울여 줘야 

한다. 라는 논지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뉘앙스의 글이 오

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모든 집단이 저마다의 정치적 

성향을 갖는다는 다원주의적인 견해는 매우 (잘못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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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good : 공익 

in furtherance of : ~이 일어나도록, ~을 촉진하는

entail : 수반하다. 

pluralist : 다원적인, 다원론적인 (형용사)

empower : 권한을 부여하다

at the expense of : ~을 희생하여, ~을 대가로 하여

impair : 악화시키다, 손상시키다

19. 빈칸 추론 [정답 ①]

놀랍지도 않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열등감과 함께 탄생

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이야기들은 유럽으로부터 전해져 

온 것이다. 미국의 전설은 독특하지 않다. 미국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유럽 사람들이 필

요하다. (미국 사람들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유럽 사

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미국 정부의 

형태도 유럽의 것을 차용해 왔다. 위대한 자본가들이 그들

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기 전까지는, 미국인들은 왕도 왕비

도 그리고 성도 갖지 못했다. 어떤 부와 권력도 이러한 공

허함을 지울 수는 없었다. 이런 이유로 해마다 여름이면 

수많은 미국인들이 (유럽의) 탁월한 품격을 직접 느끼고 

음미하기 위해 유럽으로 여행을 떠난다. (괴상하게도 이와 

반대 현상도 실제 일어난다, 수많은 유럽 사람들도 해마다 

여름이 되면 마지막 남은 개척지와 그들이 물려준 유산을 

통해 미국 사람들이 이룩한 것들을 보기 위해 미국으로 

여행을 떠난다.) 미국은 미국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이, 어

떤 이유에서건, 그들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영향을 받아

온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서로를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풀이 : 글의 중반부까지 미국은 문화적으로나 인적으로 

유럽에서 기인하였기 때문에 자생적이거나 독창적인 부분

이 부족하다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중반부에 voidness

와 같은 어휘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확실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지 중에서는 미국이 유럽에 대한 열등감과 함께 

탄생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an inferiority complex가 가

장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한 가지 덧붙이면, 위의 해석에

서 괴상하게로 번역을 한 perversely는 형용사 

perverse에서 파생된 부사어로, perverse는 영영사전에

서 찾아보면, 결과가 본인에게 해가 되거나 바르지 못하다

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고집하는 것을 묘사하는 형용사이

다. 즉 화자의 입장에서는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볼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미국까지 여행을 오는 

것을 perverse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부사

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맥상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는 

않는 표현이다. 

inferiority complex : 열등감, 열등의식

pragmatist : 실용주의자

silver spoon : (상속 받은) 부, 재산

voidness : 공허함 

touch of class : 탁월함, 품격, 격조

perversely : 삐딱하게, 괴상하게

obverse : 반대되는 것

condition : 영향을 끼치다.

20. 빈칸 추론 [정답 ④]

명상 속에서 수련하는 것을 통해, 전체적인 인식 체계는 

자신, 즉 육체의 행동을 통제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

해 결정하는, 관념상의 자기 자신에 대해 덜 집중하게 되

는 형태를 구축하도록 다듬어진다. (명상을 통해 스스로 

자기 자신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집착과 고

정관념을 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환상

에 불과한 자기 자신이 서서히 사라져 버림에 따라, 세상

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것(illusory self)의 요구

에 따라 왜곡된 부분이 완화되어 보이게 된다. 여러 가지 

감정이 생겨나고, 사라지게 된다. 생각하는 형식 역시 사

라져 버린다. 그러한 형태(완전히 명상에 잠긴)가 된다는 

것은 자유로움을 느끼고, 흘러가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에 의한 어리석은 행동들에 대

해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to feel 

에 free, flowing, able to 가 병렬 관계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앞에서의 model을 가리킴)은 우리 

대부분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간동안 그래왔었던 것과 

같이, 자기 자신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고수해

오던 자기 자신의 형태와는 매우 다른 존재이다.

풀이 : 문맥상 명상을 통해 완전히 다른 생각 체계를 갖

춘다고 하였고, 또 앞에서 기존의 자기 자신에 대해 집중

하는 생각의 형태가 환상에 불과한 것, illusory 라고 묘

사하였으므로, 명상을 통해 갖추게 되는 사고의 형태가 기

존의 자신, 그리고 자신의 생각하는 형태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머지 

지문은 마지막 문장에 삽입하여 해석하였을 경우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된다.

cognitive : 인식의, 인지의

illusory : 환상에 불과한, 현실이 아닌

distorted : 왜곡된 

folly : 어리석은 행동

21. 빈칸 추론 [정답 ②]

다른 모든 장르와 마찬가지로 예술도 그것에 대해 무엇인

가 알고 있을 때 훨씬 더 즐길 수 있게 된다. 당신은 뛰어

난 작품들에 대해 예찬하며 몇 시간이고 Louvre 박물관

을 거닐 수도 있겠지만, 만약 누군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당신과 함께 해준다면 그 경험은 훨씬 더 흥미로운 것이 

될 것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문

서(ex. 스마트 폰으로 예술 관련 잡지나 어플리케이션을 

참고하는 경우)는 당신이 집에 있든지 박물관에 있든지 

상관없이 안내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예술 작품에 대한 저명한 학자의 강의의 일부분을 듣게 

해줄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동일한 작가의 다른 작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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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시대의 작품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심지어 당신은 자세한 관찰을 위해 확대해 볼 수도 있다. 

만약 멀티미디어를 통한 사본과 시연(예술작품을 보여주

는 것)이 예술을 훨씬 더 접근 가능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그 (멀티미디어를 통한) 사본을 

본 사람들은 원본을 직접 보고 싶어 하게 될 것이다. 사본

을 공개하는 것은 실제 예술 작품에 대한 경외감을 떨어

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증대시키고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찾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풀이 : 마지막 문장에서 사본을 공개하는 것이 사람들이 

실제 예술에 대한 경외감을 증진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박물관과 전시장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인과

관계상, 사본을 본 사람들은 진본을 보고 싶어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knowledgeable : 많이 아는, 아는 것이 많은

refer A to B : A가 B를 참고하도록 하다

preeminent : 탁월한, 훌륭한 

reproduction : (예술 작품의) 복사, 복제품

reverence for : (~에 대한) 존경, 숭배, 경외

22. 빈칸 추론 [정답 ①]

만약 Caesar가 (그에 대한 불길한) 징후와 징조들을 믿

었다면, 그는 아마 더 오래 살았을지도 모른다. 전설에 따

르면 그의 죽음에 앞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징조들이 있었

다고 한다. 그것들 중에서, Plutarch의 말에 따르면, “하

늘의 빛, 한 밤중에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들, 그리고 광장

에 앉아 쉬고 있는 야생 조류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듯

이, 그 독재자(Caesar)는 점쟁이로부터 “3월 15일을 조

심하시오”라는 경고를 받았었다. 그의 생에 마지막 날 아

침, 그의 아내인, Calpurnia는 그에게 그녀가 밤중에 끔

찍한 악몽을 꿨다고 말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원로원에 가지 말 것을 애원했다. Caesar은 두려워졌다. 

(이에 대해서) Plutarch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왜냐

하면 이전에는 한 번도 Calpurnia로부터 여자들이 믿기 

좋아하는 미신에 대한 것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전에 미신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던 아내가 갑자기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저 역시 아내의 경고를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그녀의 

경고에 따라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그를 죽이기로 한) 공모자 중 한명인 Decimus Brutus

가 그날 원로원이 그를 이탈리아를 포함한 전체 로마 지

역의 왕으로 선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거짓으로) 

조언을 해주자,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 

풀이 :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Caesar (카

이사르 시저)가 오래 살았을지도 모르는 원인이 되는 내

용이 빈칸에 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하의 내용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징조, 특히 아내의 꿈을 믿었더라면 

그날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정답의 내용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다.

portents : (불길한) 징조, 전조

perch :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다.

forum : (고대 로마의) 광장

famously : 유명하게 

ides : (고대 로마의) 1달 중 가운데 날 (15일)

Senate : (고대 로마의) 원로원

heed : 주의를 기울이다.

conspirator : 공모자, 음모를 꾸미는 사람

23. 빈칸 추론 [정답 ③]

텔레비전 뉴스가 이른바 다른 정보성 쇼 프로그램과 구분

되는 점 중 하나는 바로 드라마와는 다르게 그것(뉴스)이 

우리의 존재나, 모습을 (없는 것처럼) 꾸미려고 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뒤에 해석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드라

마는 시청자가 앞에 없다고 생각하고 제작되지만, 뉴스는 

시청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는 형태로 제작이 되기 때문

에 시청자가 화면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거기

에 맞는 형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직접적으로 그리고 개

방적으로 발표된 것들에 통해 (앵커로부터 시청자가 화면 

앞에 존재 한다는 사실을) 인정받게 된다. 우리가 텔레비

전에 나오는 앵커를 볼 때, 그들은 누군가 고양이와 함께 

해보았을지도 모르는 눈싸움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똑바로 돌아본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 경우 화

면 속의 앵커와 눈을 바라보며 마주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

기 위해 화면 속의 앵커가 뒤를 돌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시합(앵커와 마

주 보고 있는 눈싸움)에서는, 비록, 언제나 먼저 눈을 감

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우리들 이지만, (그것

은) 지루함에 의해서 또는, 심지어는 뉴스를 포함해 텔레

비전에서 보여주는 어떤 것도, 우리가 간간히 참고할 뿐

인, 그제 계속 되는 전기적인, 그리고 정보를 주는 하나의 

흐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다른 곳

을 보지만, 앵커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일상과, 존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그들을 지켜본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바

라보고 있는 것이거나 또는 훨씬 더 힘들게 가상의 우리

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 앵

커들도 앞에 대중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촬영을 하게 됩니

다. 그런 가상의 대상을 상상하며 촬영하는 것은 실제 대

중이 앞에 있을 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묘

사하고 있는 글입니다.)

풀이 : 위의 해석에서의 보충 설명과 같이 드라마는 시

청자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되지만, 뉴스는 시청자에게 직

접 이야기를 하는 형태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가 

화면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거기에 맞는 형식

으로 제작이 된다. 빈칸은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disguise는 가장하다, 위장하다, 속이다.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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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도 있지만, 숨기다, 감추다. 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

는 어휘이다. 따라서 글의 후반부의 내용을 참고해 봐도,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정답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전체의 

흐름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disguise : 숨기다, 가장하다, 위장하다

look back at : ~을 돌아보다, 회고하다.

intermittently : 간헐적으로, 가끔, 간간히

24. 빈칸 어휘 추론 [정답 ①]

돌이켜 생각해보면 Massachusetts가 1994년에 명망과 

경제적 가치가 가장 높았고, Harvard대학과 제휴가 되어 

있었던 Massachusetts General 병원과 Brigham & 

Women’s 병원을 Partners HealthCare라는 하나의 의

료 시스템으로 합병 시킨 것은, 굉장히 심각한 실수를 저

질렀던 것처럼 보인다. 보험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치료에 

대한 질적 수준 또는 치료의 복잡함과는 관련이 없는 높

은 배상금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그 합병(앞에 언급했던)

은 Boston 지역의 거대한 의료 시장의 건강관리 비용을 

상승시키는 영향을 끼쳤다는 조사 결과가 (서류로) 입증

되었다.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이 민영화 되어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의료비용이 다 다르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용

의 일부분을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병원과 보험 

회사 간에 치료비에 대한 조정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치료비의 일부분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

고 있습니다.) 오늘날, 뒤늦게, 변호사인 General Martha 

Coakley는 비록 일시적인 것이겠지만, 적어도 (병원이 환

자를) 동반자로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인상 속도를 

늦추고, 그것(병원)이 닥치는 대로 해치우는 진료 행위의 

건수에도 제한을 두게 될, (병원과) 협의된 합의점을 통해 

병원을 제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Massachusetts에서

의 경험은 다른 주(Boston 외에)에게 대형 합병 병원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풀이 : (A) 병원을 합병한 결과, 비용적인 면에서 상승

을 이루었고, 그로 인해 전체적인 건강관리 비용이 높아졌

다고 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뉘앙스는 마지막 문장에서 더욱 확

실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병원을 합병하여 대형 병원

을 만든 것은 중대한 실수였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 자연

스럽다. (B) 변호사가 제시하려는 협상안이 가격 인상을 

늦추고, 병원들의 진료 건수를 제한하자는 내용이므로, 병

원의 횡포를 억제하거나 제제하려고 한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in retrospect : 돌이켜 생각해 보면

costly : 값비싼, 비용이 많이 드는 

affiliate : 제휴하다, 연계하다.

prestigious : 명망 있는

merger : 합병 

leverage : 영향력, 지렛대

reimbursement : 변제, 상환, 배상

insurer : 보험사, 보험회사

rein in : 억제하다, 말의 고삐를 당기다.

belatedly : 뒤늦게 

gobble up : 게걸스럽게 먹어 치우다.

albeit : 비록 ~일지라도

physician practice : 진료, 진료행위

cautionary : 충고를 해주는, 경고를 해주는

choke up : (감정에 복받쳐) 목이 메이다.

25. 제목 추론 [정답 ①]

당신은 대륙 간 거대 기업의 절차를 지켜야 하고, 공급자

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내부적 통제 시스템을 충실히 따

라야만 한다. 공급자를 선정하는 것은 절대로 선물 수령이

나, 융숭한 대접, 또는 보답에 의해서는 안 된다. (공급자

에 대한 선정은, 뇌물이나 접대, 또는 별도의 대가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공급자에 대한 선정이 

우리가 보통 입찰이라고 부르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자에 대한 정형화되고 구조화된 초청(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

부적 통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한 일이다. 공공사업 분야에서, 그러한 입찰 과정

은 공공 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입찰과 같은) 경쟁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다는 것

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입찰

을 통해 공급자를 선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결정될지도 

모른다. 입찰 과정은 관련된 계약에 대한 어떤 경쟁 입찰

자들도 반드시 입찰 절차에 대한 지시를 따라야 하며, 경

쟁 입찰 과정이 모든 자격을 갖춘 입찰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봉인된 입찰서(제시된 가격을 기록한 용지)는 

검토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가격과 품질의 측면

에서 최종 선택을 받는 상황에서 어떤 단체도 계약과 관

련된 별도의, 사전의, 밀실 합의에 따른 불공정한 특혜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위

한) 제안을 하기 위해 다른 집단을 초청하는 과정을 포함

하고 있다. (no parties having~ 부분은 분사구문입니다. 

주어는 no parties, 생략된 접속사는 and 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where는 장

소를 받는 접속사로 쓰인 것은 아니고, 어떤 상황이나 조

건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풀이 : 후반부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전체적으로 공급

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전반

부와 중반부가 정답과 밀접하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

기도 하지만 나머지 선지들은 본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선지이므로 그 중 정답이 가장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정

답이라 할 수 있다.

adhere to : 충실히 따르다. 들러붙다. 

tender : 입찰 

corruption : 부정부패 

relevant : 관련이 있는

in response to : ~에 응하여, ~에 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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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understanding that : ~이라는 조건으로, 

in the open : 공공연하게, 개방되게

scrutiny : 정밀 조사, 철저한 검토

26. 제목 추론 [정답 ①]

빛이 지구의 표면에 부딪치면 서로 다른 색들은 다른 방

식으로 반응한다. 그들 중 일부는 다른 색들과는 달리, 기

체의 분자에 흡수된다. 빨간색이나 오렌지색과 같이 상대

적으로 파장의 길이가 긴 대부분의 색들은 대기를 바로 

통과하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에 보라색이나 파란색

과 같이 상대적으로 파장의 길이가 짧은 색들은 기체 분

자에 흡수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색들의 파장의 길이(모든 

파장의 상단 부분 사이의 거리)는 산소의 원자의 직경과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 때(빛이 기체 분자에 흡수

되면) 기체 분자는 이러한 색들을 방출하게 되고 하늘에 

분산시킨다. 이를 통해 하늘은 파랗게 보이는 것이다. (기

체 분자가 빛을 흡수하고 색을 방출하여 산란 시키는 것

입니다.) 

풀이 : 전체적으로 파장의 길이에 따라 빛이 다른 방식

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색

이 결정된다는 것을 파란색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문구는 정답과 같다. 

③번선지가 혼동을 줄 수 있지만, the Brighter 에 해당

하는 부분은 본문에서 다루고 있지 않고, 우리의 눈에 대

한 설명 또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⑤번선지 역시 적

절하지 않다.

react : 반응하다.

molecule : 분자 

i.e. : 즉, 이른바, 다시 말하면

radiate : 내뿜다, 방출하다.

scatter : 분산시키다.

27. 주제 추론 [정답 ⑤]

측정 가능한(관찰 가능한) 연구 결과들은 엄마가 자녀들

에게 행하는 것들에 관해서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지

만, 그들의 감정, 즉 자녀들과 자녀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그들(엄마 자신)과 관련된 생각이나 신념에 대해서는 거

의 알려주지 못한다. 엄마들은, 자녀들과 양육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고수하게 되고, 그것들이 언제나 정형화된 

심리학과 일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엄마들이 자녀 양육

에 대해 갖고 있는 방침이나 철학 등이 언제나 심리학적

인 측면에서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것들(엄마들의 관점)은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상호작용 

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어떤 엄마들은 자녀

들에 대해 세심하게 잘 살피는 것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자녀들과 쉽게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그들이 우울한 상태 또는 

외로운 상태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그들이 (자녀들

을 살피는) 세심함이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떤 엄마들

에게는, 그들의 감정과 행동이, 심리학적인 이론으로 규정

된 그것들(심리학에서 정상이라고 규정한 감정이나 행동)

과 불일치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경

우에는) 엄마들의 요구사항과 자녀들의 요구사항 사이에

서 갈등이 생기게 될 것이다.

풀이 : 앞부분에서도 엄마들이 취하는 양육과 자녀에 대

한 관점이 심리학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 하였고, 후반부

에서도 엄마들의 감정이나 행동이 심리학에서 규정한 부

분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크게 무리가 없다. 혼동이 되는 선지에 대해 정리해보면 

①엄마가 자녀들을 방치한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

지 않고, ②심리학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철학

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앞부분에

서 이미 엄마들은 자녀와 양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고

수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그것에 대해 정립할 필요성에 

대해 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마지막에 일부 예시를 들

어준 것이므로 전체 주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④역시 마지

막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어 준 것일 뿐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라 보기는 어렵다.

as to : ~에 관해서는

observational : 관찰 상의, 실측하는

parenting : 육아, 양육

a range of : 다양한 

sensitive to : ~에 대해 세심하게 알아채는, (감정 등을) 

잘 살피는

sensitivity : (남의 기분을 쉽게 알아채는) 세심함 

prescribe : 처방을 내리다.

discrepancy : 불일치 

28. 주제 추론 [정답 ③]

Alexander대왕은 기원전 332년에 이집트의 Greco 

-Roman (그리스에 영향을 받은 로마의 문화 양식, 그리

스와 로마 문화가 혼재된 상태) 시대를 열었다. 서아시아

를 정복한 후에 그 Macedonia의 장군(Alexander)은, 

수백 년 간 이어진 불안한 정세와 외부인들의 점령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매우 지쳤던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 환영

을 받았다. 이미 풍부한 이집트 문화와 그리스의(이후에는 

로마의) 영향을 복합시킨 문화는 지중해 방향으로 다시 

전파된 사회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변화의 기틀을 마련했

다. (유럽에서 이집트로 들어온 문화가 다시 유럽 방향으

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spin around 라는 숙어를 사용

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역동의 시기에 이집트사람들의 

의복이나, 조각의 양식은 그들의 방식에서 그리스와 로마

의 방식으로 변화해 갔고, (동사 work는 어떤 상태가 되

어가다, 서서히 변화해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

에 이집트의 신들과 신격화된 통치자들은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융합되었다. (이 시기에 이집트의 

신들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특성이 비슷한 신들을 

동일시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모신인 Isi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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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Caesar(로마의 카이사르 시저)가 통지하는 땅

에 세워진 신전을 갖게 되었고, 반면에 많은 그리스 로마

의 신들과 영웅들은 이집트 전역에 걸쳐 있는 신전에서 

숭배를 받곤 했었다.

풀이 : 전체적으로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은 이집트 

문화가 다시 유럽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에서 생겨난 문화 

교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나머지 선지의 내용은 

일부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전체적인 주제라 

보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다.

Greco-Roman :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로마 스타일의

weary : 몹시 지친, 싫증난

unrest : 불안 

spin around :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방향을 바꾸다.

the Mediterranean : 지중해

vibrancy : 활력, 활기, 맥박, 떨림 

demigod : 신격화된 통치자, 반인 반신

mingle with : ~과 섞다, 혼합하다.

counterpart : (동등한 지위를 갖는) 상대

29. 주장 추론 [정답 ④]

알면서도 깜빡해서 저지르는 실수란, 당신이 오랫동안 개

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습관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중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고속도

로에서의 교통 정체나, 도로 공사 등이 당신을 지체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와 같이 (실수가 가능한 사건들에 대

해) 수시로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다. 지난번에 다녀왔던 

장거리 자동차 여행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아마도 여행을 

하는 도중 당신을 지체시켰던, 하지만 당신은 포기하거나, 

차를 돌리거나,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던, 무엇인가

와 맞닥뜨렸을 것이다. (비록 여행을 지체시켰지만, 그렇

다고 해서 중간에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지는 않

았을만한 그런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비록 그 사건

을 통해 당신이 예상했었던 것 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이 

소모되었지만,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 의도한 목적지를 향

해 도착 했다. (앞에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던 여행에 대

해 생각해보라고 하였으므로, 그 여행은 결국에는 무사히 

마쳐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는 개인적인 변화

와 관련해서도 매우 유사함을 보인다. 당신이 접시에 더 

많은 과일과 야채를 담으면서 (영향)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자. 하지만 문득 패스트푸드 햄버거를 

먹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당신은 알면서도 깜빡해서 저지르게 되는 실수를 하

게 된 것이다.   

풀이 : 전체적으로 잘잘못에 대해 알면서도 문득 깜빡하

고 저지르는 실수에 대한 설명을 언급하고 있다. 전체적인 

선지의 내용들이 모두 보기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

에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고난도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②

선지의 경우, 직접적으로 저항을 하라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으로 볼 수 없고, ③선지의 내용 역

시, 직접적으로 지름길이나 쉬운 방법, 즉 shortcut에 해

당하는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⑤의 내용 역시 완

전히 본문과 동떨어진 내용이다. 가장 혼동이 되는 선지인 

①의 경우에는 스스로 향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떠올

려야만 한다는 내용이지만, 본문에서 전반부에 실수를 하

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예상을 

해보면 실수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지, 목표나 목

적지에 대해서 망각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

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답의 경우에는 마지막

의 패스트푸드에 대한 언급에서와 마찬가지로, 좋지 않다

는 것을 알기 때문에 채소와 야채 위주의 식단을 진행하

려고 해도, 때때로는 햄버거를 먹고 싶은 충동에 굴복하게 

된다고 하였고, 그러한 성향은 개인적인 변화에서도 비슷

하게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그것 자체가 크게 이상한 것

은 아니다. 라는 논지로 이해한다면, 그나마 보기의 선지 

중에 본문을 가장 잘 대표하는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lapse : (깜빡 하고) 하는 실수

traffic tie up : 교통 정체

embark on : ~에 착수하다, 나서다. 

chances are : ~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 ~일 것이다.

give in to : ~에 굴복하다.

30. 심정 추론 [정답 ⑤]

낮에는 공기는 뜨겁고 건조하며, 미세한 먼지들로 가득 차 

있다. 더 서늘해지는 밤에는, 각다귀나 모기 등이 숲속에

서의 그들의 존재를 오히려 더 감사하게 만들곤 한다. (밤

이 되면 숲속에서 괴롭히는 각다귀나 모기 등이 그나마 

밤에 거쳐하는 곳의 거미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입

니다.) 사냥터에 있는, 나의 집의 10배 크기에 달하는 나

의 오두막집은 밀폐되어 있고 답답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

리고 내가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나는 거대한 거미들, 특히 

어떤 것들은 폭이 몇 인치나 달하는 그런 거미들이 지붕 

위의 낙엽들 속에서 기어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때

때로 어떤 거미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내 침대 위로 떨어

졌고, 거기에서 자리를 뜨기 전까지 한참동안을 머물렀다. 

우선 나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해 

보았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고, 모기장은 견딜 수 없을 만

큼 더웠을 것이다. (이제는) 익숙해진 밤중의 숲속에서 들

렸던 소리들은, 이제는 근처의 호텔에서 댄스파티를 마치

고 집으로 돌아오는 취객들의 시끄러운 소리로 바뀌었다. 

풀이 : 마지막 부분을 통해 화자가 현재는 도시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글 전체적

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은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전반적으로 썩 유쾌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 언

급하고 있으므로, reminiscent (과거에 대해 회상하는), 

displeased (불쾌한, 기분이 좋지 않은)가 가장 적절하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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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 미세한 

gnat : 각다귀, (사람을 무는) 작은 벌레

all the more : 더욱 더

stalk away : 성큼성큼 걸어가다.

detached : 분리된, 고립된

daunted : 겁먹은, 기죽은

exhilarated : 기분이 들뜬, 신나는

31.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정답 ④]

CT 방사선에 대한 새로운 안전 기준을 확실하게 설정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CT 촬영을 받았던 환자들 중 암에 걸린 

환자들의 수를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다. 내년에는 12건에 

해당하는 그러한 연구가 서로 다른 국가에서 진행될 것이

다. 한편 그러는 사이에 다른 연구자들은 일반적인 CT 촬

영에 의해 생성되는 방사선의 양보다 더 적은 양의 방사

선으로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Mass General Hospital 병원의 방사

선 전문의들은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특별한 방법을 가

지고 있다. 한 번의 CT 촬영은 사람의 몸에 전통적인 

X-ray 에 비해서 거의 150~1100배에 달하는 방사선에 

노출되게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그들은 사람들을 병

들게 할 것에 대한 걱정 없이 몇 번이고 인체에 대한 정

밀 촬영을 하고 있으며, 그 촬영 결과가 의학적인 문제점

을 정확히 발견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체 검사를 수행

하고 있다. 그 연구(맨 앞에서 언급했었던)를 위해, 살아 

있고, 숨을 쉬는 지원자들을 고용하는 것 보다, 그들은 시

체를 통해 연구를 진행한다. 

풀이 : 정답에 해당하는 부분은 X선과 CT 촬영의 일반적

인 성질은 언급해 준 내용으로, 풀이를 참고해 볼 경우 앞

뒤의 문장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위의 해석에서 [괄호]로 표시한 부분이 해당한다. 삭

제하고 해석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다.

conclusively : 확정적으로, 

CT : computed tomography 의 약자, X선 촬영

in the mean time : 그러는 동안에, 그 사이에

radiologist : 방사선 전문의

subject A to B : A가 B를 겪게 하다, 당하게 하다.

autopsy : 사체 부검, (사후) 정밀 검사

identify : 찾다, 발견하다.

cadaver : (해부용) 시체

32.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정답 ②]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같은 내용이라도 원어민과는 

약간 다른 식으로 말하게 되거나. 또는 그 대신에 아예 어

떤 말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지도 모른다. 화자가 자신

이 할 말이나 행동을 어느 정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역할극이나, 실제의 대화는 그것에 대한 가장 훌륭한 예이

다. (대학 등 학교에서) 학업 지도 기간 (수강 과목이나 

공부, 연구 방향에 대해 교수님들에게 조언을 듣는 기간)

에도 원어민들과 유학생들은 서로 다른 말하기 방식을 선

호한다. 유학생들이 학업 지도 기간을 통해서 원어민들에 

비해 더 많은 거절(교수들의 advice에 대해서)을 하는 반

면에, 원어민들은 같은 기간에 더 많은 제안(자신의 공부 

계획을 교수에게 제시하는)을 내놓는다. 이에 더해, 조언

에 대해 말해주는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학술

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욱 두드러진

다. (학업 계획에 대한) 제안과, 거절이라는 두 가지 말하

기 방식은, (상황을) 통제하는,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원어민들은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학사 일정을 통제하려고 힘을 쓰는 반면, 이와 대조적으

로, 유학생들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교수 등)이 제시하

는 내용을 거부하는 것, 즉 거절을 통해 그렇게 하려고(자

신의 학사 일정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한다. 비록 두 집

단 모두 그들이 궁극적으로 수행하게 될 학업 과정에 대

한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면담 과정

을 통해 발생되는 조화를 이루는 느낌은 조언자들에게는 

매우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원어민 학생들은 적극적인 의

견 개진을 통해 학업 과정 결정에 있어 학생과 교수의 의

견이 조화를 이루는 반면, 유학생들의 경우, 교수의 제안

을 거절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학생과 교수의 의견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풀이 : 정답의 문장을 제외하고 읽어보면, 바로 위와 아

래에서는 학업 지도 기간 중의 suggestion과 rejection

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내용이 자연스럽

게 연계가 되므로, 정답과 같이, 조언을 해주는 교수님들

은 특히 거의 말을 해주지 않는다. 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중간에 삽입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다.

elect : 선택하다, 선출하다

alternatively : 그 대신, 대안으로

authentic : 실제의, 진짜인

per : ~을 통해서, ~에 의해서

salient : 현저한, 두드러지는

exert : (권한, 영향력 등을) 행사하다.

33. 주어진 문장의 위치 [정답 ⑤]

모든 개구리와 두꺼비는 방어를 위한 액상 물질을 분비한

다. 그리고 그것 중에 대부분은 항생제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의 민간 치료사들이 염증으로 인

해 따갑거나, 개에게 물린 곳 등의 상처에 두꺼비 분비물

을 바르는 이유이며, 그런 분비물들은 종종 거울을 두려워

하는 두꺼비들을 거울로 에워싸서 (두렵게 함으로써) 얻

어진다. 비록 그런 방법이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서양

의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치료약의 상당 부분이 자연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거나, 자연에서 발견된 화학식에 의한 

것이다. 스테로이드나 페니실린, 디기탈리스(강심제), 모르

핀, 그리고 아스피린 등은 아주 적은 예에 불과하다. 약학

적인 발견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 중의 하나는 바로 택솔

(Taxol)의 발견이다. 그것(Taxol)은 유방암이나, 난소암

에 저항하는 성질이 있고, 주목 나무의 껍질에서 추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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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다른 유망한 것들은 실제로 아직까지는 전통 의학 

또는 현대 의학 시스템에 의해서도 건드려진 적 없는 거

대한 근원, 즉 바다로부터 오게 될 것이다. (come 동사의 

경우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때는 미래시제 대신 현제 시

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새로운 약이 될) 가능한 후

보에는 남극의 해저로부터 유래 될 항생제와 열대 지방의 

원뿔 달팽이의 독에서 추출할 진통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풀이 : 삽입 문장 앞에 Other promising leads 부분을 

해석해 보면 바로 앞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예시가 된 내

용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답의 위치 

바로 뒤에는 바다에서 유래 될 치료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으며 Antarctic seabed, cone snail (열

대 지방 바다에 사는 맹독성의 달팽이)를 보면 바다에 대

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바다에 대해 처음 

언급하는 내용은 정답의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자연

스럽다.

toad : 두꺼비

property : 특성, 특징

secrete : 분비하다 

sore : (염증 등으로 인해) 따끔한 상처

chemical formula : 화학식 

digitalis : 디기탈리스(강심제)

ovarian : 난소의 

yew : 주목, 주목나무

promising lead : 유망한 것, 훌륭한 단서

seabed : 해저 

cone snail : 원뿔 달팽이

34. 본문 요약 [정답 ②]

시공간적인 매체로서 영화가 갖는 지위는, 그것에 기술적

인 측면에서 수용된 기능들과 관련 된 역사적인 사정에 

기인하고 있다. 19세기 말에 처음 등장하여, 그 움직이는 

그림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전통적인 경계를 무너뜨리는 

기술적인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일련의 발명품 중의 정점

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영화는, 상당한 거리에 의해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가능하

게 만들었던 전보나 전화로부터, 승객들에게 이전과는 비

교할 수 없는 속도로 많은 지역들을 횡단하는 것이 가능

하게 해준, 따라서 (전통적으로 걸렸던) 여행의 시간을 무

너뜨렸던 기차와, 자동차, 그리고 광전자의 처리 과정을 

통해 실제 세계의 소리와 이미지를 각각 사로잡음으로써 

시간을 멈춰버리는, 축음기와 사진에 이르기까지 확장된, 

연장선상의 일부분으로서 작용 했다. (전체적인 구조는 

stretched from 전화, 전보 through to 기차, 자동차, 

축음기, 사진입니다. 영화 역시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대

한 전통적인 개념을 무너뜨린 발명품들 중 하나라는 설명

을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화는 시간과 공

간을 표현하고 개념화하는 전통적인 감각을 확장시킨 최

신의 발명품 이었다.

풀이 : 정답을 빈 칸에 넣어 해석해보면 역사 속에서 영

화의 출현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초월하는 기술적인 발

전의 정수를 의미한다. 가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아울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B)에는 collapse가 와

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월하다. 라는 의미의 

surpass 역시 의미상으로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spatiotemporal : 시간과 공간상의, 시공간적인

as to : ~과 관련된

culmination : 정점, 최고조

continuum : 연속체, 계속되는 것

locomotive : 기관차 

phonograph : 축음기, 레코드플레이어

photoelectric : 광전자를 이용한

traverse : 가로지르다, 횡단하다.

via : ~을 거쳐

conceptualize : 개념화하다, 개념을 정립하다.

condense : 응축하다, 응결되다.

35. 순서 추론 [정답 ④]

당신이 새로운 이웃들이 있는 곳으로 막 이사를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그로 인해 약간 쳐지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B) 그냥 재미로, 당신은 당신을 위해 예정된 미래에 대해 

알아보고자 그 지역의 점쟁이에게 가보기로 결정한다. 그 

점쟁이는 수정으로 된 공을 바라보고 웃으면서 미래가 밝

아 보인다고 말한다. 그녀는 몇 달 안에 많은 친밀하고 충

실한 친구들에게 둘러싸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C) 당신은 점쟁이의 말에 안심하고, (점쟁이에게) 도착했

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함을 느끼며 걸음을 나서게 된다. 

이제는 당신이 행복을 느끼고 있으며,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이 웃고, 자주 바깥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A) 몇 주가 지나고 나면 당신은 실제로 당신이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대로 말하자면, 점쟁이가 미래를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그 

대신 그런 미래를 실제로 이뤄 내도록 도와주는 것은 얼

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풀이 : (A) 에서는 점쟁이에게 방문하게 되고, (B) 에서

는 그 결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C) 에서는 앞의 내용

에 대해 정리해 주고 있다. 제대로 내용을 이해한다면 순

서를 찾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지문이다.

reassure : 안심시키다. 

 

36~37 장문 독해 [정답 ②, ⑤]

델리 지방에 있는 인도 기술국의 Balak교수는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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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팡이를 기반으로 하여 인도

의 복잡한 거리에서 초음파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장애

가 있는 사람들을 안내해주는 새로운 도구인 Smartcane

™에 대해 연구하는 팀을 이끌고 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지팡이는 아주 훌륭한 도구이고, 사용자에게 많은 정

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것은 허리 높이 위에 있거나, 지면에서 건드릴 수 있는 부

분이 없는 장애물들, 예를 들면 보도 위쪽으로 뻗어져 나

온 나뭇가지와 같은 것들을 감지해 내는 데는 매우 취약

합니다.” Smartcane™을 연구하는 팀은 박쥐와 같은 동

물들의 능력을 모방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

했다. 박쥐들은 주위로 음파를 내뿜고, 주위에 있는 물체

들에 의해 방향을 바꾸어 그들에게 다시 반사되어 돌아오

는 울림을 이용한다. 똑똑한 기술이 적용된 버전

(Smartcane™)에서는 (음파) 대신에, 보통의 시각장애인

용 지팡이에 부착된 장치를 통하여 초음파를 방출한다. 초

음파는 다시 돌아오는 중에 사물에 대해 감지하고, 사용자

에게 전방에 장애물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진동을 이용한

다. 그 장비가 정말 좋은 점은, 무릎 위 45도 각도에 해당

하는 범위까지 초음파로 검색한다는 것에 있다. 그것을 통

해 일반적인 지팡이로서는 절대 알려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사람들이 보행 중에 지팡이를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움직였을 때, 만약 한쪽에서만 진동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들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진동의 패턴과 강도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3미

터 범위 내에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물체와의 거리를 

사용자들에게 가르쳐준다. 

36. 풀이 : 주어진 문장 안에 this challenge 라는 문

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한다. 또한 주어진 문장이 박쥐의 음

파 탐지 능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B)의 바로 뒤에는 

이러한 능력을 기술적으로 적용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

어지므로, 가장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37. 풀이 : 마지막 문장에서 진동 패턴과 강도로 거리

를 가르쳐 준다고 하였다.

ultrasound : 초음파

impaired : 손상된, 악화된

white cane :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지팡이

sonar : 음파 

divert : 방향을 바꾸다.

span : 폭, 너비

intensity : 강도, 강렬함

38~39 장문 독해 [정답 ④, ①]

아주 오래 전, 한 때, 나는 North Carolina 지역의 Fort 

Bragg (실제로 공군 기지가 있음)에서, 82 공수 사단의 

젊은 중위였고, 위치와 관련된 사항을 (field problem은 

일반적으로 실습 과제라고 해석하지만 본문 내용 상, 지형

지물과 지도를 이용해서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훈련이라

고 의역하였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었다. 내가 지도를 읽으며 서있을 때, 많은 하급 사관들의 

고참인 내 소대의 병장이 다가왔다. “중위님 우리가 어디

에 있는지 알아내셨습니까?” 그가 물었다. “음, 지도에서

는 저쪽에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잘 안 보인

다.” 내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만

약 지도가 지형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지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 때도, 나는 내가 아주 깊은 신뢰가 

담긴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도가 잘못 될 

가능성은 적지만, 병장이 자기를 신뢰했기 때문에 했던 이

야기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이야기들, 특히 일들이 완전히 어긋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보냈던 수많은 시간에 걸

쳐서, 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마음속

에서, 실제 우리가 걷게 될 지형에 맞춰진 지도를 얻기 위

한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상적으로, 

이러한 과정(현실에 순응하는)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일어

나게 된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들이 배웠던 것을 예로 

들어 우리를 가르친다. 애석하게도, 우리가 그 수업을 전

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종종, 우리의 

부모님들의 삶은, 우리에게 그것들(부모님들의 가르침)이 

대물림을 할 만한 가치가 거의 없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은 빈번히 발생하는 시행착오에 의한 고통

스러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오게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

다. (부모님들이 귀감이 될 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 경

우, 자식들이 부모님들이 전달해 주는 삶의 가르침을 무가

치한 것으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38. 풀이 : 필자 개인적인 견해로는, 본문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엄격하게 말해, 선지의 정답이 완벽하게 일치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명확하게 정답이 아닌 선

지들을 가려내는 방식으로 정답을 찾는다면, ①은 독도법

을 가르쳐야만 하는 이유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은 

리더십을 복종으로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내용이므로 전

혀 가치가 없으며, ③의 선지가 애매하지만, 우리 마음속

에 그려진 지도의 중요성, 즉 인생 계획에 대한 언급은 있

으나 그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⑤와 

같이 아이들을 체험으로 인도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어

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마지막 부분에서, 부

모들이 알려주는 경험보다는 실제 시행착오를 통해 가르

침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전체

적인 내용에서, 지도가 가르쳐준 내용(이미 주어진 것)이 

실제 현장의 지형과 달랐다는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이미 

주어진 정보보다는, 실제 자신이 체험하여 알게 되는 내용

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한다면 정답의 

선지가 가장 정확한 주제라 할 수 있다.  

39. 풀이 : 해설 참조.

lieutenant : 중위

Airborne Division : 공수 부대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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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 oneself : 정확하게 파악하다, 태도를 분명히 하

다.

platoon : 소대

sergeant : 병장 

awry : 빗나간, 엉망이 된

conform : 따르다, 순응하다.

all the way : 내내, 시종일관, 완전히

receptive :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conducive :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도움이 되는

40~42. 장문 독해 [정답 ③, ②, ⑤]

수렵 채집인 들은 약 5만 년 전에 Australia에 도착했다. 

불과 원시적인 도구로 무장한 그들은 새롭게 이주한 곳의 

환경에 대해 큰 영향을 주었다. 화석으로 남아있는 기록들

은 Australia에서 수많은 대형 포유류들이 갑자기 멸종했

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동물들이 멸종한 사

건)은 사람들의 정착지에서도 동시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근거는 확실하지 않

다. 그러한 멸종(사람을 포함한 대형 포유류의)이 사람들

의 활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많은 종들이 적응할 수 없

을 [본문 : 있을] 만큼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가 있었던 시

기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홍적세기 후기에 인류가 Australia에 도착했고, (그 시기

에) 무게가 44kg 이상이 나가는 큰 유대목 동물 (주머니

가 있는 포유동물, 캥거루 등)과 새들의 85% 이상이 멸종

을 당했다. 이러한 사건(동시에 여러 종류의 생물이 사멸

한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것일까? David 

Miller 박사는 에뮤와 가까운 크고 날지 못했던 새인 

mihirung이 멸종한 원인에 대한 근거에 대해 검증해 보

았다. (연구 결과) 에뮤의 멸종 시기는 온화한 기후로 바

뀌는 시기(인간이 활동 했던)에 한해 일치하고 있었고 그

는 인간이 에뮤의 서식지에 끼친 영향이 (멸종에 대한) 

가장 유력한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Susan 

Bowman 박사는 이에 대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

의 인구수가 오늘날의 인구 수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인간의 수렵이 그렇게 많은 수의 오스트레일리

아의 거대 동물들의 사멸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설득력 있는 근거는 없다고 반박한다. 원주

민들의 대지를 불태우는 행위는, 유럽 사람들이 호주에 도

착하기 이전에, 일반적인 오스트레일리아의 초지 식물 군

락지(초원, 풀이나 잔디와 같은 식물들이 자라는 곳)를 형

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 결과, 풀을 뜯는데 알

맞게 적응한 종들에게는 적합하지만, 키가 작은 나무에 의

존해서 그 잎을 뜯어먹기 쉽게 적응한 많은 동물들에게는 

적대적인 서식 환경이 조성되었다. 나뭇잎을 뜯어먹는 것

은, 당시 멸종한 많은 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40. 풀이 : 전체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물들이 멸종

한 원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다

양한 의견이 있지만, 인류가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한 이

후 많은 동물이 멸종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인류가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한 것에 대한 흔적(결과) 라고 할 

수 있는 정답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①의 선지는, 

주된 내용은 동물의 사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지에 

끼친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②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인류의 대처나 행동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전혀 없으며, 

④은, 마지막에 원주민들이 대지를 불태움으로써 초지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 내용 자체가 앞부분에서 

다루었던 동물의 사멸을 포함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⑤동

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진 결과라고 하였지만, 정확히 말하

면 일부 동물들에게 적합한 서식지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라졌다고 표현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선택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이지만, 가장 무난

한 것은 역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다.

41. 풀이 : 해설 참조

42. 풀이 : 해설 참조

Hunter-gatherer : 수렵 채집인

colonize : (식민지로서) 개척하다, 이주시키다.

have impact on : ~에게 영향을 주다, 영향을 끼치다.

fossil record : 화석으로 남아있는 기록

equivocal : 애매한, 모호한

Pleistocene : 홍적세기 (빙하기가 끝나고 인류가 출현했

던 시기)

marsupial : 유대목 동물 (주머니가 있는 포유동물, 캥거

루 등)

coincidence : 우연의 일치

emu : 오스트레일리아의 큰 새

megafauna : 거대 동물

aboriginal :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browse : (나무의 잎 등을) 뜯어먹다.

play a role : 역할을 하다, 역할을 맡다.

grassland plant : (초원) 초지 식물 

community : (식물의) 군락지, 서식지

reliant on : ~에 의지하는, 의존하는

scrubby vegetation : 키가 작은 나무

43~45. 장문 독해 [정답 ④, ④, ①]

[가] 당신이 두 개의 빵 조각 사이에 고기를 탁 하고 놓게 

되면, 당신은 샌드위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적어도 미국 

농림부에 의하면 그런 것이다. 미국 농림부는 고기(돼지, 

소 등)와 가금류(닭, 오리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

과, 안전성을 지키도록 규제한다. USDA(미국 농림부)의 

식품 안전 부서에서 근무하는 Mark Wheeler는 “우리는 

전통적인 한쪽 면이 가려진(층층히 겹쳐지는 모양, 따라서 

겹쳐지는 면은 보이지 않는) 샌드위치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USDA에서 정의하는) 

샌드위치란, 두 개의 얇은 빵이나 번, 비스켓 사이에, 고기

나 가금류 등을 채워 넣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뷰리토

나, 랩 샌드위치, 또는 핫도그와 같은 상품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burritos와 wraps 그리고 뒤에 나오는 taco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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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나 밀 등으로 얇게 부친 반죽으로 고기나 콩, 야채 

등을 말거나, 싸는 형태로 만든 요리입니다.)

[라] 하지만 USDA가 샌드위치에 대해서 (업무상으로) 정

의를 내려야만 하는 유일한 기관인 것은 아니다. 주로 수

사와 세금 부과에 대한 전국에 걸친 사법 관할권에 있어

서도 그것은 중요한 일이다. 컴퓨터 개발자인 Noah 

Veltman은 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잘 알려

져 있지 않은 정부의 기록들을 열람하는 것이다. 그는 다

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New York 

주는 샌드위치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에 특별세를 부과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샌드위치라는 것이 클럽 

샌드위치와 BLT 샌드위치, 핫도그와, 뷰리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기록물을 발행했습니다. 그렇

다면 당신은 궁금해 할 것입니다. 뷰리토는 진짜 샌드위치

가 맞나요?” New York 주는 그렇다고 말하고, USDA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점검(감사) 시즌

이 되면 분명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나] 2006년도에는 그것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뜨거워졌

다. Qdoba Mexican Grill 사의 뷰리토가 샌드위치로서

의 조건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계약상의 분쟁

이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 요리사와, 음식관련 비평가들을 

포함하는 전문적인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 충분

한 심사숙고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마침내, 고등 법원의 

판사인 Jeffrey Locke는 뷰리토는 샌드위치가 아닌 것으

로 규정했다. 그 재판은 Massachusetts 주에서의 그 문

제(뷰리토가 샌드위치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를 종식시켰

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샌드위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저마다의 확고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분 

짓기 애매한 사건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연방 정부의 직원

에 따르면 아이스크림샌드위치는 진짜 샌드위치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부른다. New York에서 타

코는 샌드위치가 아니지만, 어째서인지 뷰리토는 샌드위치

가 맞다. 하지만 New York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렇다.  

[다] 이 모든 것들이 말해주는 바는 무엇일까? 얇게 잘려

진 빵은 우리에게 샌드위치가 생기게 해준다. 하지만 그것

들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음식들에 대한 유행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리고 단속 기관이 새롭게 혁신된 모든 것들에 

대해 뒤처지지 않으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샌드위치가 되었든 스마트폰이 되었든, 정부는 대중을 보

호하기 위해 이러한 상품들을 분류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

지만 혁신은, 기준이 변화 가능한 수준보다 훨씬 더 빨리 

변화한다. 그것이 바로 Veltman이 수 없이 지켜보았던 팽

팽한 대치 관계이다.(혁신이 일어나면, 그에 대한 규제가 

생겨나는 상황을 규제와 혁신이 팽팽하게 대치 관계를 이

루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남겼던 

사람들은 분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들을 분류하려고 노력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은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일(분류 하려고 노력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사물에 실제로 완벽하게 부합하는 방

법은 절대로 생각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Veltman은 

그렇게 말했다. 

43. 풀이 : [가]에서는 USAD가 정의하고 있는 샌드위치

에 대한 설명이 나왔으며, [라]의 바로 앞에서는 비단 

USAD만이 정의 기관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라]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뷰리토가 진짜 샌

드위치가 맞는지에 대해서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나]의 앞에서는 이러한 논쟁이 더욱 뜨거워졌다고 하였으

므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다]는 의미상으로 앞에 언

급했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으므로 마지막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44. 풀이 : 글이 전체적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혁신과, 

규제 사이의 관계를 샌드위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

므로 정답의 내용이 제목으로 적절하다. 나머지 선지들은 

부분적으로 일치하거나 전체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다.

45. 풀이 : (A) 정답에 해당하는 an edge case는 합

성어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어휘이

다. 국내의 영어 사전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영미권 

에서는 간간히 사용되는데, 일단 a coner case와 대비되

는 어휘로, 특정한 조건이나 변수가 극단적인 이상 반응을 

보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상황, 이라는 뜻이 있고, 

a main case 와 대비되는 말로, 흔치 않은 상황, 일반적

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

로 edge는 모서리, 칼날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는데, 

따라서 edge는 이쪽에 속하는지, 저쪽에 속하는지 구분 

짓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쪽인지 저쪽인지 구분 짓기 애매

한 사건을 an edge case 라고 부르기도 한다. (A)의 바

로 앞에서는 뷰리토가 샌드위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법정 공방을 벌였고, 그 자체가 구분 짓기 굉장히 모

호한 문제였으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명확한 정의가 내려

지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구분 

짓기 애매한 사건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

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 edge case와 함께 선지로 나온 

a lucid case는 명백한 사건, 명확한 사건이라는 뜻이므

로 반대되는 뜻으로 유추해 보아도 타당하다. (B) 바로 뒤

에서 정부 기관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같은 주체라는 것

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규제를 하는 주체, 단속 기관

에 해당하는 regulators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다. 

slap : (탁, 철썩 소리를 내며) 놓다.

closed-face : 한쪽 면이 가려진  

bun : 번 (빵의 한 종류)

jurisdiction : 사법권, 관할권

club sandwich : 세조각의 빵 사이에 내용물을 채워 넣

은 샌드위치

BLT : 베이컨, 상추, 토마토를 넣은 샌드위치

testify : (법정에서) 증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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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beration : 심사숙고

settle : 논쟁, 논란 등을 해결하다.

feds : 연방 정부 직원 (federation의 축약어)

flash : 순식간에 지나가다.

edge case : 이쪽인지 저쪽인지 구분 짓기 어려운 사건

lucid : 명백한, 명료한 

‘2015’경찰대학 수학영역
  

01. ④

06. ⑤ 

11. ③

16. ①

21. 753

02. ③

07. ①

12. ③

17. ①

22. 48

03. ②

08. ⑤

13. ③

18. ②

23. 45

04. ④

09. ③

14. ④

19. ④

24. 167

05. ②

10. ⑤

15. ④

20. ②

25. 32

1. 유리식 [정답 ④]

    
  

 
   이므로,

 ,     (는 자연수) 이고,


  



  
  



   

       
  



  
     

  

       
  



  
  

         
  

따라서   


  

∞

  



 lim
→∞


  



 


  lim

→∞

  



·


 lim
→∞


  






  lim
→∞


  





 



 

 lim
→∞



 

 

  

 

  ⋯  



 
 lim

→∞


 

   


2. 나머지 정리 [정답 ③]

주어진 다항식을 라고 하면,

   

        

   

lim
→∞


log  log
 lim

→∞


log    log

                   lim
→∞



 lim

→∞



 

                   l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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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그 [정답 ②]

log  log
       log


  log log

          ·
       

의 지표가 17이므로, 의 자리수는 18자리이다.

따라서  

또한 의 가수는 ,

log  , log  이고,

log log 이므로,

의 최고 자리의 숫자는 이다.

따라서   

 

4. 경우의 수 [정답 ④]

개의 공 중에서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고 순서대로 3

개 꺼내는 경우의 수는 P

이 중 나중에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더 큰 경우의 수

는 C

따라서 
P

C


P



P

 


 



5. 삼각형과 삼각함수 [정답 ②]

A

B

C

D





사각형 ABCD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므로,

대각의 합이 이다.

∠BCD  라고 하면, ∠BAD  

삼각형 ABD , BCD에서 선분 BD에 대해 제2코사인법칙

을 각각 적용하면,

BD 
AB

DA
 ·AB ·DAcos … ➀

BD 
BC

CD 
·BC ·CDcos … ➁

AB , BC , CD , DA 이고,

cos  cos이므로,

➀, ➁에 대입한 후 연립하여 풀면 cos   



sin  cos 








사각형 ABCD의 넓이를 라 하면, 는 삼각형 ABD , 

BCD의 넓이의 합과 같으므로,

  

 ·AB ·ADsin 

 ·BC ·CDsin

   
 ··sin 

 · ·sin (∵sin sin)
   sin
   ·



   

6. 도함수 [정답 ⑤]

  이라 하면,

 lim
→



 ′

′     이므로,

′ 

따라서  ′ 


  



 
  





       
 ·

 ·
        

        

7. 복소수 체계 [정답 ①]

방정식   의 한 허근이 이므로,

  이고 (≠) … ➀
    에서,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 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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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
→∞


  






 lim
→∞


  








 

 lim
→∞






  ⋯  




 
 lim

→∞





 



 (∵ lim

→∞



 )




 (∵➁)

 (∵➀)

8. 행렬 [정답 ⑤]

ᄀ. (반례)  ,    
  이면,

        
  



 이지만, ≠

    (거짓)

ᄂ.    

      

    따라서

         

    (참)

ᄃ.    

      

    
  

       

    (참)

따라서 보기 중 옳은 것은 ᄂ, ᄃ

9. 연립방정식 [정답 ③]

≠이고, ≠일 때,









  


 



 






두 일차방정식의 공통근이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직선의 기울기가 같고, 절편이 달라야 

하므로,







,  


≠



   , ≠ 

    , ≠ 

따라서 위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는 의 원소가 된

다.

 일 때,

  

  

  또는  일 때, 두 일차방정식 중 하나의 근이 존

재하지 않게 되므로, 연립방정식의 해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 ,  ∈

 일 때,

  
  

 이어야   의 근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연립방정

식의 해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 

                               ∪   



   

   

O



ᄀ. 위의 의 그래프를 참고하면,  ∉   (참)





O


ᄂ. 위의 그래프를 참고하면,  ∈이면,

     ≤임을 확인할 수 있다.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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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ᄃ. 위의 그래프를 참고하면, 서로 다른 두 자연수 , 

    에 대하여 ∩   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제에서  은 자연수라고 하였으므로 

    은 해당하지 않는다. (참)

따라서 보기 중 옳은 것은 ᄀ, ᄃ

10. 무한급수 [정답 ⑤]

A 이고,   ,  ′ 이므로, 함수    

위의 점 B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라 하면,

  ′

     


함수   의 그래프가 축과 만나는 점이 A  이므

로, A  

 

따라서     


이므로,

  
 

  

 (∵   )

삼각형 ABA  의 넓이 은

  

   




 

    


    
 

  




    
 

  


  

∞

  
  

∞


 

  







 



11. 이차부등식 [정답 ③]

조건 의 진리집합 R은 이다.

조건 의 진리집합 P는

 일 때,







  


   


 (∵ )

 ≤일 때, ∅ (∵ )

조건 의 부등식에서 양변에 을 곱하면,

 이고 이는 원래의 조건 와 동치이다.

따라서 진리집합 는

 일 때,







  


   


(∵ )

 ≤일 때, ∅ (∵ )

또한 조건 와 의 부등식에서  이면, 각 부등식의 좌

변이 보다 크므로,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

조건 의 부등식에서   이면 좌변이 양수가 되어 부등

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

조건 의 부등식에서는 분모에 가 있으므로, ≠

ᄀ. R ⊂P이면, ⊂P이므로,

   이 성립하고, … ➀
   이 때, 조건 에서   일　때,

   이 ➀에 의해 성립하므로,

    R ⊂Q   (참)

ᄂ. (반례)  이면, P Q ∅이므로,

    R⊂P이고, R⊂Q이다.  (거짓)

ᄃ.   과   의 교점의 좌

    표를 구하기 위해, 두 식을 연립하면,

       

      

      또는    (∵  )

    ⅰ)　 일 때,     

       P∩Q≠∅이면,   이므로,

        … ➁
       이 때, 위 부등식에   을 대입하면,

        이고, ➁에 의해 이

       므로, ⊂P∩Q
    ⅱ) ≠인 경우, 두 함수 

            ,    는   

        인 한 점에서 만난다. P∩Q ≠∅이면, 교점

        은 아래 그래프에서와 같이 항상 P∩Q의 영

        역에 속하므로, ⊂P∩Q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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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12. 극한 [정답 ③]

lim
→∞


  





 
 

 

 lim
→∞







 
 

 
 

 
  ⋯

                         
 

 
 

 lim
→∞




 

 
 

  ⋯ 
 






  lim
→∞





  




 

 






 










 







 (∵  )

  


  



13. 경우의 수 [정답 ③]

개의 숫자를 아래와 같이 칸에 차례로 써넣고, 선택받

은 숫자를 색칠하면, 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이다.

이 때 선택받은 네 숫자 중 처음을 제외한 세 개의 숫자 

앞에는 반드시 색칠되지 않은 칸이 적어도 두 칸이 있어

야 한다. 따라서 마지막 세 개의 선택받은 숫자 앞에 두 

칸도 색칠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의 네 개의 블록을 나열한 뒤 나머지 개의 빈 색깔의 블

록을 ➀ 부터 ➄ 까지 빈자리에 채워 넣는 경우의 수를 

세는 것과 같다.

이는 또한 ➀에서 ➄의 번호 중에서 중복하여 개를 뽑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므로,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H  C  

14. 극한 [정답 ④]

  log

  





O 







 

ᄀ, ᄂ, ᄃ 모두 위의 그래프를 참고하면,

ᄀ. 이면,   ,   일 때,   

   이고,  일 때, 이고,

    일 때,   (거짓)

ᄂ.   일 때, lim
→∞

 

     일 때, lim
→∞

  로써, ≥에서 모두  

     수렴하므로, ≥ 


일 때 역시 수렴한다.  (참)

ᄃ. ‘ᄀ.’에 의해  (참)

따라서 보기 중 옳은 것은 ᄂ, ᄃ

15. 그래프와 넓이 [정답 ④]

  log
  log





O

A

B

B  

A 







점 A은   과   log의 교점이므로, A의 좌표는 

log  ,     따라서 A
 

점 B은   과   log의 교점이므로, B의 좌표는 

log  ,     따라서 B
 

삼각형 AB  B의 넓이 은

  

 ··AB 

  

삼각형 AA  B  의 넓이 은

  

 · ·A  B   


     

lim
→∞



 lim

→∞




      




 

              

              

➀ ➁ ➂ ➃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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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
→∞
     

 
  lim

→∞

 

 
  


 

  

        

16. 최대와 최소 [정답 ①]







   

  



  

두 집합 A와 B에 대해 A∩B의 영역은 위 그래프의 색칠

된 부분과 같고, 이 때   라 하면,

   


 


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이 식에서 는 절

편의 값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 직선이 색칠된 영역을 

한 점이라도 지나면서 절편이 가장 클 때가 의 최

댓값, 절편이 제일 작을 때가 의 최솟값이다.

그래프를 통해 이들 점을 확인하면,

  의 그래프와 접할 때가 최소, 원과 사분면에서 접

할 때가 최대가 됨을 알 수 있다.

  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인 접선의 방정식은 

′  이므로,    


일 때이고, 이 때    

 






이므로, 이 때 최솟값은 

   




   



  



접선의 기울기가  


인 사분면에서의 원 위의 점은





  



 

O A

B

위의 그래프에서와 같이, 원의 접선과 반지름은 수직이므

로, 선분 OB의 기울기는 이고, 따라서 

OA AB    … ➀이고, 삼각형 OAB는 직각삼각형이므

로, OB
OA

AB
 … ➁, OB는 원의 반지름이므로, 

OB  … ➂
➀, ➁, ➂에 의해 OA






, AB 







따라서 원과 직선의 접점의 좌표는 





 




 
이 때 최댓값은  










  





 






 



 


  
   


 



17. 확률 [정답 ①]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의 수를 확률변수 라고 하면,

P   C
  

좌석이 부족하게 될 확률은

P   or   

 P  P  

 C
  C



  




 
 

 




따라서  


18. 미분과 적분 [정답 ②]

  ′이고, (가)에 의해 는   에서 미분가능

하므로,  ′ ″의 값이 존재하고, 또한 미분가능하면 

연속이므로,  ′가   에서 연속이고 이는  ′의 값

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로부터 는   에서 

연속임을 알 수 있다.

ⅰ) 는   에서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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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
→ 

 lim
→ 

   

  lim
→ 



    lim
→ 

  

    

   lim
→ 

 lim
→ 

 이므로,

    ,    … ➀
ⅱ) 는   에서 미분 가능

    ( ′가   에서 연속)

   lim
→ 

 ′ lim
→  

  

   lim
→ 

 ′ lim
→ 

 

              

   lim
→ 

 ′ lim
→ 

 ′이므로,

     … ➁

ⅲ)  ′가   에서 미분 가능

   lim
→ 

″ lim
→ 

 

   lim
→ 

″ lim
→ 



              

   lim
→ 

″ lim
→ 

″이므로,

     … ➂

(나)에 의해 ′ ″ 인 가 과 이므로,

″   

  
에서

″  , ″  이므로,

 ,   … ➃

➀, ➁, ➂, ➃를 연립하여 풀면,

 ,  ,  ,  ,  ,   

이므로,











  


 

19. 극대 극소 [정답 ④]

초가 지나면 점 P는 선분 BC를 벗어나 선분 CD위를 움

직이므로,   을 경계로 ≤  ≤일 때와,   ≤ 


일 

때로 나누어 생각한다.

≤  ≤일 때 삼각형 APQ의 넓이는 사각형 ABCD에서 

삼각형 ABP , PCQ , QDA의 넓이를 뺀 것과 같으므로,

 

 


 


 

  



     


 


 



     
  

 





 (≤  ≤)

 ≤ 


일 때, 삼각형 APQ의 넓이는 밑변이 PQ 이고, 

높이가 인 삼각형이므로,

 

 

   


 


 (  ≤ 


)

ᄀ. 함수 는

   lim
→ 

 ′ lim
→  



 

  


   lim
→ 

 ′ lim
→  

 
   



   이므로,   에서 미분가능하지 않다.  (거짓)

ᄂ.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던, 미분계수가 인 것을 이

   용하던   


에서 극솟값을 갖는다.  (참)

ᄃ. ‘ᄀ.’으로부터 함수 는   의 앞, 뒤에서 증

    가에서 감소상태로 바뀌고,

   lim
→ 

 lim
→  




 


 

  


  

   lim
→ 

 lim
→  

 

 

  


   으로써,   에서 연속이므로, 는   에서 

   극댓값을 갖는다.  (참)

보기 중 옳은 것은 ᄂ, ᄃ

20. 삼각형과 삼각함수 [정답 ②]












 



A

B C
P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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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P를 선분 BC, CA , AB에 대칭이동시킨 점을 각각 D , 

E, F라 하면, 위의 그림과 같이 

∠FAE ∠ECD ∠DBF  이고,

AFAE , BFBD , CDCE  이다.

삼각형 AFE, CED , BDF에서 각각 EF , DE , FD 의 변의 

길이를 제코사인법칙을 이용해 구하면,

EF
AE

AF
·AE ·AFcos  

DE
CD 

CE
·CD ·CEcos  

FD 
BD 

BF
·BD ·BFcos  

위의 식에서 EF
DE

FD 
이므로,

삼각형 DEF는 EF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다.

볼록다각형 AFBDCE의 넓이를 라 하면, 는 삼각형 

AFE , CDE , BDF , DEF의 넓이의 합이므로,



 AF·AECD·CEBD·BFsin 

 DF·DE
과 같고, 이를 계산하면,    이고,

이는 또한 삼각형 ABC의 넓이의 두 배이므로,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한 변의 길이를 라 하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므로,




  

 

  

따라서 삼각형 ABC의 한 변의 길이는 

21. 근과 계수의 관계 [정답 753]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따라서

    

     

    

    

    

 

22. 삼각함수 [정답 48]







A

A

A

⋯

⋯


 A




O

   

위의 그래프와 같이 정각형의 꼭짓점 중 사분면의축

의 양의방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꼭짓점을 A이라 하고, 

A으로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꼭짓점에 A , A , … 이름

을 붙인다.

선분 OA이 축의 양의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라 

하면, 점 A의 좌표인 은 cos

 
따라서


  




  

  

 cos

 

 
  

 


cos

 cos

 

       cos

 cos

 

 
  

 


cos

 cos

      

cos

 cos

 

 
  

 


cos

 cos


 

 

   cos

 cos


 

 

 
  

 


cos

 sin

 

       cos

 sin

 

 
  





 

23. 경우의 수 [정답 45]

백의 자리, 십의 자리, 일의 자리의 숫자를 각각 ,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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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 , 는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므로, 

 가 성립한다. 단, , , 는 한 자리 자연수이고, 

와 는 이 될 수 있다.

  (≤≤, 는 정수)일 때, 가능한 와 의 값의 

순서쌍  를 세어보면,

 ;  이므로, 이를 만족하는 , 는 없다.

 ;  이므로,  ,  

 ;  이므로,  ,  ,  ,  

 ;  이므로,  ,  , …,  

 ;  이므로,  ,  , …,  

 ;  이므로,  ,  , …,  

 ;  이므로,  ,  , …,  

 ;  이므로,  ,  , …,  

 ;  이므로,  ,  ,  

 ;  이므로,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24. 경우의 수 [정답 167]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경우를 나열해보면,

아래 표와 같고, 이 때 두 주사위의 눈 중 큰 눈의 수를  

확률변수 라 하면,

      

            

            

            

            

            

            

확률변수 에 대한 확률분포표는 다음과 같다.

E E

       
  




 

       


  



 

       
 

·· 
· 

      








이므로,  ,  

 

25. 항등식, 근과 계수 [정답 32]

직선 의 방정식을  라고 하면,

       이고, 함수   

의 그래프와   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

하므로, 접점의 좌표를 , 라 하면,

   따라서

     

위의 식은 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와 의 관계를 구하면, 삼차항의 계수는 이므

로,

  

 

따라서 

     

                           

                            

계수비교법을 이용하여 미정계수를 구하면,

  ,   ,   이므로,

 ±,  ,  이고,

   

직선 과 함수   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는

 
 





  
 



  

   




  

   







  


 









  

 




  


따라서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