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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듣기[ ]

출제의도 지칭하는 그림 찾기1. [ ]
W: How may I help you?
M: I’d like to buy some computer headsets for
my on line class.–

W: How about this over the head one? You put it– –
on over your head like this, and you can
adjust the microphone to be nearer to your
mouth.

M: It looks a little uncomfortable. Can you show
me another one? My students will have to
wear them for about an hour.

W: How about the behind the head style? It– –
might be more comfortable.

M: Does it come with a microphone?
W: Yes, here it is. The quality of the microphone
is excellent, and you can control the volume
with this dial.

M: Good. Can I get 35 headsets?
W: Sorry, we don’t have that many right now.
Would you like us to order them? Or we
have that number of the model without the
volume control.

M: Hmm... I’ll take the one without the volume
control.

출제의도 심정 파악하기2. [ ]
[Telephone rings]
M: Hello?
W: Bill, where are you? I need your help right
now.

M: Susan? What’s up?

W: There’s a problem with the beam projector.
The images and the letters on the screen
aren’t clear. I don’t know what to do. And
my presentation starts in 10 minutes.

M: Calm down. Are all the cables properly
connected?

W: Of course. I’ve already checked my laptop
computer and the projector several times, but
the screen is still blurry.

M: Then, I think the focus may be the problem.
Adjust the focus ring on the projector lens.

W: Where is it?
M: It’s on the front of the projector, where the
beam begins.

W: I got it. [Pause] Whew, the screen is clear.
Thanks so much!

M: I was happy to help you.

출제의도 담화의 주제 파악하기3. [ ]
M: Welcome to Dr. Kim’s Radio Clinic. Today, I’d
like to talk about voice health. During cold and
dry winters, you’re more likely to catch a cold,
and have a sore throat. Here are some don’ts for
your sore throat. To stop talking is the best thing
to do even though you may feel uncomfortable.
Whispering is more harmful than speaking in your
regular voice. In addition, it’s not a good habit to
clear your throat frequently. Acidic foods and milk
are best avoided when the throat is stressed, too.

출제의도 할 일 고르기4. [ ]
M: Honey, I’m home. Where are you?
W: I’m in Kevin’s room. Can you come in here?
M: What a mess! What are you doing with those
piles of books?

W: I’m switching Kevin’s room with the room
upstairs. Last year, he complained that this
room was too cold. I need your help.

M: Can you wait until I come back? I just
dropped by to get my tennis racket. I have a
big match with Peter.

W: Then can you just help me move this
bookshelf? It’ll only take a few minutes.

M: Okay. Where to?
W: By the windows. Why don’t you put on some
gloves just in case?

M: Where are they?
W: They’re in the garage.

출제의도 총 금액 고르기5. [ ]

M: Kate, dinner’s on me. Please choose whatever
you’d like.

W: Thank you so much, David. My favorite is T–
Bone steak. It’s $40, so it’s a little
expensive.

M: Don’t worry about it. You can have a T Bone–
steak.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W: Just water. What will you have?
M: I’d like the meatball spaghetti with a soda.
W: Then how about getting this set menu with a
hamburger steak, spaghetti, and two drinks?
It’s $80, but discounted to $60 only for this
week.

M: Sounds good, but it’s not the steak you like.
W: This is also one of my favorites.
M: We can share a fruit salad for an extra $5.
How about that?

W: That’ll be great. I like fruit salad.

출제의도 말의 목적 파악하기6. [ ]
W: Good morning. This is the maintenance office.
There was a serious yellow dust storm several
days ago. A few light rain showers fell after that.
Together, these events have made the windows
dirty. So we’ve decided to have the outside of the
windows cleaned. The cleaning will begin at 9 am,
and it’ll take around eight hours. Please do not
open the windows in your offices until after 5 pm,
and don’t be surprised if you see someone
working outside the windows. According to the
weather forecast, it’ll be fine tomorrow, and you’ll
be able to enjoy lovely weather through clean
windows. Thank you.

출제의도 부탁한 일 고르기7. [ ]
W: Alex, where are you going?
M: I’m heading to the library to return some
books. How about you?

W: I’m going to put up these posters around the
campus.

M: Posters?
W: Yes. Let me show you. I’m looking for new
owners for these kittens.

M: Oh, they’re so cute!
W: If you want, you can be the first person to
get one.

M: I’d like to, but my brother is allergic to cat
fur.

W: Sorry to hear that. By the way, can you put
this one up on the library bulletin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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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No problem.

출제의도 화 장소 고르기8. [ ]
W: How may I help you?
M: My daughter is getting discharged today.
W: Can you tell me her name and room number?
M: Jessy Brown, room 506.
W: Let me check. [keyboard sound] Right. Dr.
Smith gave the order this morning.

M: What’s the next step then?
W: You need to pay her bill. Here it is.
M: Okay, here’s my credit card. Is everything
settled?

W: Yes, here’s your receipt. Don’t forget to pick
up her medicine.

M: I need a document to submit to the insurance
company. Where can I get one?

W: You can ask for the document in the main
office next to the emergency room.

출제의도 관계 파악하기9. [ ]
W: For those who missed it, here is today’s quiz
again. How many months have 28 days? Give
it a try. I have a caller on the line. Hello?

M: Hello. Is this Julie’s Two PM Show?
W: Yes, it is. Do you have the answer?
M: Yes, all of the months.
W: That’s correct. Can you explain why for our
listeners?

M: Every month has at least 28 days.
W: Well done.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M: I’m Daniel Kim, a truck driver. I’m taking a
break at Springfield Rest Area on Highway
89.

W: I heard there was a traffic jam nearby
because of an accident. How is it now?

M: The road has cleared up and traffic is running
at the usual speed.

W: Thanks for the information. You’ll receive a
digital camera as your prize.

출제의도 할 일 고르기10. [ ]
W: Frank, you look busy. What are you writing?
M: Ah, Maggie. This is my script for the school
speech contest.

W: How is it going?
M: It’s not easy.
W: The topic is ‘Global Warming,’ right?

M: Yes. I have to finish it by tomorrow, but I’m
still stuck on the introduction.

W: Isn’t the script due by next Tuesday?
M: Right. I asked Brian to revise my script. I
must give it to him by tomorrow.

W: Then you don’t have much time. Ah, I read
an interesting newspaper article about global
warming. Do you want me to bring it?

M: Great! You’re so kind.

출제의도 정보 선택하기11. [ ]
W: Honey, can you help me fill out this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M: Okay, what’s the first question?
W: It’s about check-in efficiency. I think it was
below standard.

M: Definitely. They spent almost half an hour
finding our reservation. I can’t understand
why it took so long.

W: Right, I was also a little upset. However, the
room was really tidy and clean, wasn’t it?

M: Yes, it was excellent. The bathroom was also
as clean as the room.

W: I agree. How was the bed? I think it was too
hard. It didn’t feel comfortable.

M: You’re right, but the customer service was
much better than at other hotels.

W: Yes, they were very polite.

출제의도 내용일치 찾기12. [ ]
M: Good afternoon, everyone. I’d like to introduce
the ‘10 Cent Miracle’ campaign which helps–
African children in need. Anyone who likes to
drink coffee can join our effort. How does it
work? It’s really easy. Just use the coffee vending
machines in the lobby. A cup of coffee there
costs only one dollar, which includes ten cents to
help the poor children. You may think ten cents
isn’t much, but it can make a big difference to
them. It has been 3 years since this campaign
started in 2008, and we have already raised over
$60,000. Every year, 100 sick African children
receive medical treatment. We wouldn’t be able to
continue without your support. Thank you.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화 고르기13. [ ]
M: Excuse me. I’m here to buy some plants①
for my garden.

W: OK. Would you like to look around?
M: All the lockers are taken. Where should I②
put my suitcase?

W: Look over there. There’s a bigger one
available.

M: That’s it for today. Don’t forget today’s③
key points.

W: OK. I’ll keep them in mind.
M: Would you please put your luggage on the④
scale?

W: Sorry, but it’s too heavy to lift it on my
own.

M: I can’t wait to see this rocker’s concert.⑤
W: Me, either. His music is the best!

출제의도 응답하기14. [ ]
M: Alice, congratulations! I heard you got an A
in English Composition.

W: Thank you. How did you know that?
M: I ran into our teacher in the cafeteria. She
also told me you were the only student who
got an A.

W: Really? That’s news to me.
M: I’m not very good at writing. What do you
suggest so I can improve?

W: I think my diary has helped me a lot. I
started keeping one when I was 8.

M: That’s such a long time. It must have been
really challenging!

W: At first it was, but I got used to it. I’m on
my tenth diary now.

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제의도 응답하기15. [ ]
W: Peter, where are your homemade muffins for
the charity sale? May I taste them?

M: Uh... yes, but they don’t taste good. I don’t
know why.

W: Did you follow the recipe I gave you?
M: Definitely. I mixed the flour, the baking
powder, the sugar, and the other ingredients
and baked them exactly as you said. But
they taste salty.

W: They taste salty? Oh, my goodness. Did you
use the stuff in the yellow jar in the
cupboard?

M: You mean sugar? Yes. Why do you ask?
W: That’s salt! I broke the salt container a few
days ago, and I put the salt in that jar.

M: Really? I’ve already mixed all the ingredients
for 50 muffins.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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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의도 응답하기16. [ ]
[Telephone rings]
W: Hello?
M: Hello, Ms. Johnson? This is Tim Brown from
Charlie’s Animal Behavior College.

W: Ah, Tim. I’ve been waiting for your call.
How’s my puppy? Is she okay?

M: She’s fine. She just finished the basic training
course.

W: What has she learned?
M: She can now follow voice commands and hand
signals.

W: You mean I can make her sit down by saying
“Sit down?”

M: Of course. She also stops barking with a hand
movement. She’s a quick learner.

W: Really!? My neighbors often complain about
her noisy barking at night.

M: .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표현하기17. [ ]
W: Andy has been working at an amusement park
since last month. He’s managing ‘Mega Swing.’ It
is one of the most popular rides. He’s happy to
see cheerful and excited faces everyday. However,
there’s one thing that bothers him. Children under
4 feet tall are not allowed to ride it for their
safety. He must check every child’s height before
allowing them on the ride. Now a girl who looks
too small wants to ride. He measures her height,
and she doesn’t meet the requirement.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Andy most likely say to the
girl?

읽기[ ]

출제의도 글의 목적 파악하기18. [ ]
해석 가을 학기는 학생들이 학업과 개인적인 다양[ ]
한 유형의 압박감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특정.
이미지를 원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준 높은 학
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Tucker's Laundry
당신이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
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탁소의 도. Tucker
움을 받으면 재학 중에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분의 시간이 생겨서 당신은 가을 학기를 더 생산
적이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요금은.
적당하고 우리의 서비스 일정은 당신의 개인적 요구
와 취향에 맞추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서비스를 설명.
하는 동봉된 안내장을 시간을 내어 읽어 보세요.
어구 요구 조건 필요 등에 맞추다[ ] tailor ( , , )
해설 해석 참조[ ]

출제의도 지칭 상 찾기19. [ ]
해석 늙은 거지는 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잠[ ] Timothy
시 ①그의 지친 몸을 의자에 앉혔다 는 그에. Henry
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서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주머니를 뒤졌다. ②그가 찾을
수 있었던 전부는 동전 몇 개 다 불쌍한 노인 정. “ ,
말로, ③그는 나보다 더 돈을 필요로 할 거야 라고.”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그는 작업실을 가로질러.
걸어갔고 그 거지의 손에 동전을 떨어뜨렸다 그는, .
④그의 마른 입술에 희미한 미소를 띄며 깜짝 놀랐
다. ⑤그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 , .”
말했다 그런 다음 가 돌아왔고 는 자. Timothy , Henry
신이 했던 일에 약간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떠났다, .
어구 동정 희미한[ ] sympathy , faint
해설 번의 그가 지칭하는 것은 이고 나머[ ] Henry ,②
지는 이다the old beggar .
출제의도 어법성 판단하기20. [ ]
해석 나는 교외지역에 있는 우리 동네의 눈 쌓인[ ]
언덕에서 썰매를 탔다 나는 언덕을 내려갈 때 속도.
를 내었다 자동차다 라고 누군가 소리쳤다 나는. “ !” .
그 자동차가 나의 왼쪽 길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보
았다 나는 모든 아이들이 하는 일을 했다 나는 펄. .
쩍 뛰어내렸다 나는 차가운 눈 아래로 통나무처럼.
구르며 내가 다음에 부딪힐 것은 자동차 타이어의
딱딱한 고무일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몸을 구르며. ,
아 하고 고함쳤다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 .
않았다 나는 구르는 것을 멈추었고 숨을 돌렸다 다. , .
행히도 나는 무사했다 나의 친구들은 너는 죽을 수, . “
도 있었어 라고 말하며 나를 툭 쳤다.” .
어구 교외의 내려가다[ ] suburban , descend
해설 은 접속사로 뒤에 주어 동사 등의 절의 형[ ] -①
태를 받으며 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 명, ②
사에 해당하고 은 절의 구조상 앞에 있는 명사구, ③

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the next thing to
사가 되어야 하므로 의 형태로 바꾸어 주는to touch
것이 적절하며 는 와 병렬구조를 이루고, stopped ,④
는 분사구문으로 사용된 것이다.⑤
출제의도 어법성 판단하기21. [ ]
해석 한 그릇의 씨리얼로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
수 있지만 주의 깊게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
별히 어린 아이들을 위해 고안된 매력적으로 포장된
아침 씨리얼의 다수가 매우 교묘히 만들어졌고 그것,
들의 중요한 양분 다수가 상실되었다 훨씬 더.
많은 양분이 첨가되었다기보다는 제거되었기 때문
에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강화되었다는 주장에
현혹되지 마라 이 씨리얼들은 또한 당도가 아주 높.
은 경향이 있다 이것들은 아이들의 치아에 나쁠 뿐.
만 아니라 높은 당 수치로 인해 당신의 혈당수치가,
빨리 높아졌다가 떨어지도록 할 수 있으며 결국 당,
신의 아이가 피곤함을 느끼게 한다.
어구 양소[ ] nutrient
해설 에서는 주어 동사 수일치로 주어가 복수[ ] (A) -
이므로 복수동사 가 되며 에서는 주어와many are , (B)

동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이 오는 것이 적are taken

절하고 에서는 목적어와 목적보어가 능동의 상, (C)
관관계를 이루므로 이 와야 한다feeling .
출제의도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 고르기22. [ ]
해석 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자[ ] Biomimicry
연을 모방하는 학문이다. ① 에 본사를 둔Wisconsin
한 회사가 펑크 나지 않는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 이
학문을 사용했다. ②벌집에 감을 받아서 이 회사,
는 엄청난 마모를 견디면서도 여전히 잘 작동되는
공기 없는 타이어를 만들었다. ③그 타이어의 디자
인은 벌집과 같은 매트릭스로 배열된 육면체 셀의
기하학적 패턴으로 되어 있다. ④그 타이어 회사는
타이어들이 먼지가 잘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해서 검
은색 타이어를 시도해 보기로 결정했다. ⑤그것은
처음에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나 일반 타이어와 똑같
은 승차감을 주고 같은 정도의 소음과 열을 발생시
킨다.
어구 배열하다 마모[ ] arrange , wear and tear
해설 해석 참조[ ]
출제의도 글의 주장 고르기23. [ ]
해석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일상적인 행동이며 아이[ ]
들은 언제나 거짓말에 향을 받기 쉽다 문제는 아.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을 경험함으로써 거짓
말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모방의 가.
장 강력한 원천은 가정 안에서 온다 부모가 적당히. “
하는 것도 아이들은 과하게 하게 된다 라는 오랜 속.”
담도 있다 많은 부모들은 적절히 하는 거짓말은 악. ‘
의 없는 순수한 거짓말처럼 무해한 것으로 생각한’
다 그러나 아이들은 거짓말의 뉘앙스를 인식하지 못.
한다 부모가 아이들이 집밖에서 접하게 될 거짓말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거짓말을 삼가
는 것이 더 유용하다.
어구 일상적인[ ] commonplace
해설 해석 참조[ ]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24. [ ]
해석[ ] 가을에 떨어지는 나뭇잎들은 아름답지 않는
가 떨어지는 나뭇잎들은? 에어쇼를 만들어낸다 모든.
나뭇잎은 가지에서 땅으로 저마다 독특한 춤을 추며
떨어지고 이것은 미끄러지기 구르기 회전하기 원, , , ,
을 그리며 돌기와 같은 것들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나뭇잎들은 스스로 모양을 이. V
루는데 이는 나뭇잎들이 때때로 좌우로 흔들리기는,
하지만 긴 직선으로 미끄러지도록 한다 가느다란 나.
뭇잎들은 회전하는 동안 나뭇잎의 축을 중심으로 반
복해서 구르는 경향이 있다 다른 나뭇잎들은 위 유.
형들 중 어느 다른 것과 더불어 원을 그리며 땅에,
떨어진다.
어구 미끄러지다 회전하다[ ] glide , spin
해설 해석 참조[ ]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25. [ ]
해석 는 예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 ] Goethe . “
들은 항상 독창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세상은 우?
리에게 작용하기 시작하고 끝까지 계속된다 우리, . (
의 에너지 힘 의지를 제외하고 우리는 무엇을 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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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만약 내가 위인들에?
게 빚진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남아 있는 것은 단,
지 아주 작은 부분뿐일 것이다 그것은 에게.” Goethe
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모든 인간 집단, ,
모든 사회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한 발명가가, .
자신의 발명품에 한 유일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믿거나 한 사업가가 도움없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부,
를 축적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의 빚에 해 무
지한 것이다.
어구 독창성 빚[ ] originality , debt
해설 해석 참조[ ]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26. [ ]
해석 거의 모든 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웹상으로[ ]
이용 가능하다 이것은 우리가 사물을 기억하는 방법.
을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랩탑 태블릿 혹은 다른. , ,
기술적 장치들을 이용해 사실들에 쉽게 접근할 수
없을 것이란 것을 알 때 그것들을 실제로 훨씬 더
잘 기억한다 하지만 우리가 정보들을 심지어 보거나.
들은 후에도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
는 실제 내용물에 관한 많은 것을 기억하기보다 어
떤 키워드가 우리를 그것으로 이끌어줄지 혹은 우리,
가 그것을 컴퓨터 폴더에 넣어 두었는지와 같이 그
것들에 다시 접근하는 방법을 기억할 가능성이 더
크다.
어구 을 이용해[ ] by means of ~
해설[ ] 해석 참조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27. [ 〕
해석[ ] 어떻게 음악 애호가가 되는가 단지 한 가지?
방법만이 있다 음악을 들어라 학습이나 설명이 아. !
닌 단지 직접적인 경험만이 당신을 음악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초보자들에게 적합한 한 가지 제안을 하.
겠다 당신이 정서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똑같은 곡을.
자주 들어라 처음 들었을 때 교향곡을 감상할 수 있.
을 것이라 기 하지 마라 익숙하지 않은 교향곡을.
듣는 동안 당신의 주의력이 흐트러진다 하더라도 결
코 낙담하지 마라 처음에 가능한 한 많은 것을 그. ,
곡에서 받아들이고 편히 앉아서 그냥 나머지를 들어
라 구름이 걷히고 풍경이 당신 앞에 뚜렷하게 펼쳐. ,
지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음악에서는. , 익숙한 것이
즐거운 것이다.
어구 감상하다[ ] appreciate
해설 해석 참조[ ]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28. [ ]
해석 은 눌러졌을 때 집주인의 휴 폰[ ] Clever Bell ,
으로 전화를 걸어 그들의 현관문 밖에 있는 누구에
게든 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장치는 심지어.
적은 양의 백색 소음 치 하는 소리 을 만들어 예( -- )
기치 못하게 방문한 손님에게 그들이 집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인터콤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
게 됩니다 부분의 도둑들은 초인종을 먼저 눌러.
누군가가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Clever
은 이에 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만Bell .

약 여러분이 외출 중이고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면
초 후 은 여러분의 휴 폰으로 전화를10 Clever Bell

걸 것이고 여러분은 응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것은 인터콤처럼 들릴 것이고 그 사람은 여러분이
실제로 집안에 없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
다.
어구 강도[ ] burglar
해설 해석 참조[ ]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29. [ ]
해석 북미의 매미들은 정기적이기는 하지만 특정[ ]
한 주기로만 나타난다 근처 매미 집단의. Nashiville
경우에 년마다 나타난다 다른 지역에서는 혹13 . 13
은 년의 생명주기를 가진 다른 매미 집단들이 있17
다 하지만 혹은 년의 생명주기를 가. 12, 14, 15 16
진 매미들은 없다 이러한 사실은 매미들에게 진화론.
적 이점을 제공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숫자들이, 그
들의 적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년과. 13
년의 생명주기를 가진 매미들과 년의 생명주기를16 4

가진 포식자들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년의 생명주. 13
기를 가진 매미들은 년의 주기마다 년의 생명주52 4
기를 가진 포식자들을 만날 것이지만 년의 생명주, 16
기를 가진 것들은 년마다 자신들의 적을 만나게16
될 것이다.
어구 정기적으로 포식자[ ] periodically , predator
해설 해석 참조[ ]
출제 의도 글의 분위기 파악하기30. [ ]
해석 은 하루 종일 한 식료품 가게에서 일을[ ] Jim
하다 보니 근무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오후 시가 막. 8
지나자 그는 가게 앞으로 향했고 진열장에서 솟아오,
르는 검은 연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황급히 가.
게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손님.
들 중 어느 누구도 불을 직접 보지 못했고 단지 연
기 기둥만 보았기 때문에 그리 심하게 놀라지는 않
은 상태 다 그는 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중년.
의 여성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당장 아. “
이를 데리고 이 건물에서 빠져 나가야 해요 라고 말.”
했다 그리고는 그는 그 연기 기둥 쪽을 내다보았다. , .
그것은 더 이상 연기 구름 정도가 아니었다 그것. -
은 밝은 주황색으로 사납게 타오르는 두터운 벽같이
높이 솟은 불기둥이었다.
어구 과도하게 심하게[ ] unduly ,
해설 해석 참조[ ]
출제의도 문맥에 맞는 어휘 찾기31. [ ]
해석 운동은 지역에서 재배된 식품의 소[ ] Locavore
비를 장려하고 식품이 이동하는 거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 운동은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 다. .
그들의 명성에 걸맞게 그들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가,
공식품의 문제들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지지.
자들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운송에 초점을 맞춤으.
로써 그들은 식품 생산에 필요한 다른 에너지 소비
요인들을 간과하고 있다 양고기를 예로 들어보자. .
한 연구에 의하면 런던사람이 국에서 길러지는 양,
고기를 사는 것보다 뉴질랜드에서 운송되어 온 양고
기를 사는 것이 좀 더 환경적으로 이치에 맞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집약적 공장식의 조건
에서 생산된 부분의 국 양과는 반 로 뉴질랜드

양은 적은 탄소배출량을 가진 목초지에서 길러졌다
는 것이다.
어구 간과하다 목장[ ] overlook , pasture , intensive
집약적인
해설 해석 참조[ ]
출제의도 부적절한 어휘 찾기32. [ ]
해석[ ] 천식발병률은 증가해오고 있고 연구자들은,
무엇이 그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지에 해 알고 있
다고 생각했다 우리 환경이 약간 지나치게 깨끗하다:
는 것이다 그들의 가정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 감염. ,
인자에 노출되면 면역체계가 질병을 유발시키는 바
이러스와 박테리아에 항해서 방어를 하도록 훈련
된다 깨끗한 환경은 면역체계가 이러한 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그들의 기 와는 반 로 천식.
발병률은 깨끗한 더러운( : dirty)→ 도시환경에서 급
증하 다 그리고 일부 연구는 어린 시절의 호흡기.
감염이 아이들을 천식으로부터 보호해주기는커녕 위
험 요인이 될 지 모른다는 것을 보여 주기 시작했다.
연구자들이 깨달은 것은 천식이 훨씬 더 복잡한 질
환이고 아마도 단 하나의 질병은 아닐 것이라는 것,
이다.
어구 감염의 전염의[ ] infectious ,
해설 해석 참조[ ]
출제의도 연결어 파악하기33. [ ]
해석[ ] 음식 색깔이 아이들에게 과잉행동을 유발하
는지 아닌지에 해 때때로 소수의 과학자들은 의문
을 제기해 왔다 이 문제에 한 과학적 연구는 지난.
년 동안 진행되어왔다30 . 하지만 그 연구들은 인과,

관계를 보여줄 수 없었다 게다가 그 연구들의 상당. ,
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표본 집단.
이 적다는 것 한 가지 음식 색깔을 따로 떼어서 그,
것을 특정 행동과 연관 짓지 못 한다는 것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에 의한 회상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결
과적으로 부분의 과학 전문가들은 색깔이 있는 음,
식을 먹는 것과 과잉행동 사이에 인과적인 관계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어구 때때로 의존[ ] occasionally , reliance
해설 해석 참조[ ]
출제의도 글의 주제 찾기34. [ ]
해석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다이어트는 나타났다가[ ]
사라지지만 의사들은 주의 깊게 음식 일지를 작성하
는 것이 체중을 줄이고 계속 유지하는 유일한 최고
의 방법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는.
가를 추적하면 불필요한 살이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를 실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박사는 음식일지는 먹는 것을 하나Joanne Larsen “
의 의식적 행동으로 만든다 라고 말했다 음식일지.” .
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 먹는 것을 조금만 조
절해도 체중을 감소시키거나 체중 증가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도와준다 게다가 그것은 또.
한 여러분의 기억을 도와 여러분이 언제 마지막으로
초콜릿 케이크를 먹었는지를 상기시켜준다 초콜릿.
케이크를 언제 먹었는지를 여러분의 음식 일지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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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그러면 내일 여러분은 초콜릿 케이크 신 당.
근을 선택할 수 있다.
어구 일시적인 유행의 조절[ ] fad ( ) , adjustments
해설 해석 참조[ ]
출제의도 글의 주제 찾기35. [ ]
해석 사람들은 그들의 부모와 닮은 짝을 좋아하는[ ]
것처럼 보인다 심리학자인 은 무엇이. David Perrett
얼굴을 매력적이게 만드는지를 연구한다 그는 그의.
요구에 따라 얼굴 형태를 끊임없이 변형시키는 프로
그램을 개발하 다 그의 실험에서 학생들은 어떤 얼.
굴을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지를 선택하도록 요청받
았다 은 학생들의 얼굴 이미지를 가져와서. Perrett
그것들을 이성의 모습으로 체했다 제시된 그 모든.
얼굴 중에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수정된 이미지를
가장 자주 선택했다 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Perrett
얼굴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자신의 얼
굴이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보아왔던
얼굴 즉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떠올리게끔 하기 때,
문이라고 시사했다.
어구 개정하다[ ] revise
해설 해석 참조[ ]
출제의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찾기36. [ ]
해석 는 건축학적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 Ziggurat
에 상응하는 메소포타미아의 건축물이다 즉 산처럼. ,
쌓아올린 거 한 정사각형의 인공 석조물이다.

는 무덤이 아니라 사원탑이다 라는Ziggurat . Ziggurat
말은 에서 유래되었는데 솟아오르는 건물Ziqqurratu ‘ ’
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 들은 고 메소포타. Ziggurat
미아 지역에 있는 많은 도시들의 종교의식에서 한
기능을 담당하 다 메소포타미아 근처에는 개의. 32
알려진 들이 있다 즉 개는 이란에 있고Ziggurat . , 4 ,
나머지는 체로 이라크에 있다 기원전 천 년의 메. 3
소포타미아에는 사원과 왕궁이라는 거 한 두 조직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왕은 를 축조함으로. Ziggurat
써 자신이 성직자 사제 보다도 더 인상적인 종교적( )
행위들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어구 에 상응하는[ ] equivalent of ~ , derive from ~
로부터 유래하다
해설 해석 참조[ ]
출제의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찾기37. [ ]
해석 주립 학교의 한 과학자는[ ] Louisiana

를 년에 새로운 종으Louisiana pancake batfish 2010
로 공식 확인하 다 하지만 그 확인은 년 이상 일. 1
찍 이루어졌다 그것은 해저 약 피트 지점 멕. 1,500 ,
시코만 지역 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의 이름이 시사하는 바 로 팬케이크를 닮.
은 납작하고 둥근 인치 길이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2
그것은 물고기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는 발과. batfish
같은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헤엄치기 위,
해서라기보다는 걷기 위해 더 사용된다 그것은 발‘ ’ .
모양의 지느러미를 사용해서 해저면을 면서 폴짝
폴짝 뛰어다닌다 그것은 플랑크톤이나 작은 갑각류.
들을 먹고 사는데 그것들은 산호초에서 발견된다.
어구 확인하다 산호초[ ] identify , coral reef

해설 해석 참조[ ]
출제의도 도표 내용 이해하기38. [ ]
해석 위의 그래프는 년부터 년까지 한국[ ] 1970 2020
에 있는 과거 현재 그리고 예측되는 학령 인구를 보,
여준다 초등학교 학령 인구는 전체 그래프 상에. ①
서 가장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년도에. 1970②
그것은 학생의 수보다 거의 배나 많았다 고등3 . ③
학교 학생들의 경우에 그 숫자는 년과 년1980 1990
에 가장 높고 그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 ④
학교 통계에서 가장 극적인 감소는 년과2010 2020
년 사이에서 볼 수 있다 고등학교와 학교 사이. ⑤
의 학령 인구의 차이는 년부터 년까지 두2000 2010
드러지게 증가했다 감소했다( )→ .
어구 통계[ ] statistics
해설 해석 참조[ ]
출제의도 요지 파악하기39. [ ]
해석 나는 학년이었을 때 나의 친구 과 함[ ] 10 Eric
께 고등학교 농구 경기를 봤던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벤치에 항상 앉아 있던 선수들 중 한.
명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나에게 잘해주었.
지만 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를 놀렸고 따라서 나도, ,
또한 그를 놀려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을. Eric
웃게 했다 내가 몇 분 동안 그를 욕한 후에 나는 우.
연히 뒤를 돌아보았고 두렵게도 그의 남동생이 내,
바로 뒤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얼굴에 슬퍼.
보이는 표정을 하고서 모든 것을 엿들었다 재빨리.
다시 등을 돌린 채 나는 남은 경기 동안 조용히 앉,
아 있었다 나는 후회했다. .
어구 엿듣다[ ] overhear
해설 해석 참조[ ]
출제의도 요지 파악하기40. [ ]
해석 경제를 익히는 데 아주 좋은 실제 연습은 한[ ]
주 동안 당신의 가족을 위해 예산을 짜고 음식을 사
는 것이다 당신 가족의 예산이 달러라고 가정하. 100
자 메뉴를 계획하고 음식을 사는데 예산 범위 내에. ,
서 해야 하고 모두가 그 메뉴에 만족하도록 해야 한
다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나는 살이었고 내가 들. , 15 ,
었던 것은 불평뿐이었다 나는 예산 범위를 지켰지만.
나의 가족들은 핫도그와 콩에 무척 싫증을 냈다 나.
는 예산을 짜는 데 능숙해지고 나의 가족들이 내가
택한 음식에 만족해할 때까지 이것을 여러 번 시도
했다 이것은 내가 현명하게 돈을 소비하는 법을 배.
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실생활의 연습이었다.
어구 불평[ ] complaint
해설 해석 참조[ ]
출제의도 제목 추론하기41. [ ]
해석 한 컴퓨터 제조회사는 모바일 건강 모니터링[ ]
의 새로운 시 에 리더가 되려고 한다 그 회사는.

에서 년이 걸리는 임상실험을 시작했다고Botswana 1
말했다 이 실험에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스마트.
폰과 말라리아 발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설계
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것이다 그 자료는 사진. ,
비디오 소리 그리고 정보를 저장하는 애플리, , GPS
케이션을 통해 수집될 것이고 그것들 모두는 더 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시각적으로 모니터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목적은 말라리아가 특정 지역에.
퍼지기 시작할 때 공무원들과 의사들이 말라리아의
규모 발생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어구 시 임상의[ ] era , clinical
해설 해석 참조[ ]
출제의도 제목 추론하기42. [ ]
해석 경제학자인 박사는 부모들이[ ] Bryan Caplan
뒤에서 지켜보는 역할을 더 많이 하고 더욱 중요하,
게는 과잉보호하는 양육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권한
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과 성공과 같은 폭넓은.
범위의 결과에 해서 부모의 장기적인 향은 작거
나 거의 없다고 한다 또한 이 연구는 아이의 지능. ,
이 매우 어릴 때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높아질
수 있지만 아이가 살에 이를 무렵 그 효과는 사라, 12
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당신 아이들의 삶은 그들을.
성공한 성인으로 만들려는 희망에서 당신이 치르는
희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로 그들이 지닌 유전자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어구 과잉보호의[ ] overprotective
해설 해석 참조[ ]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43. [ ]
해석 년 월 일에 에서 한[ ] 2009 11 19 Salt Lake City
컴퓨터 라우터 내 회로판 한 개의 고장으로 인해 전
국 항공 교통 관제 컴퓨터들이 통신을 못하게 되었
다 수백 편의 항공기들이 결항되었다. .

이 사고는 우리 인간들이 기계와 맺고 있는(C)
접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통신기술이 너무 복잡해 통.
제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이제는 시 의 흐름에 역행할 때이다 우리는(A) .
중요한 시스템이 고장날 때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더 단순한 통신 시스템
구축을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햄 무전기와 같은 인터넷과 관련이(B) ,
없는 단순 통신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그러면 우리.
문명이 사이버 공간에서 예기치 못한 혼란에도 불구
하고 계속 제기능을 다할 수 있다.
어구 예기치 못한[ ] unforeseen
해설 해석 참조[ ]
출제의도 주어진 문장의 위치 파악하기44. [ ]
해석 가축을 키울 때 방목해서 키우는 신에 농[ ]
장에서 키우게 되면서 소와 돼지가 목초지를 자유롭,
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울타리가 생겼다 초창기에는 나무 울타리도 사용했.
지만 비싸고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년, . 1870
까지는 매끈한 줄이 구하기 쉬워서 농장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농장 주인들을 만.
족시킬 수 없었다. 소들이 울타리 줄에 등을 문지르
곤 했고 때때로 그 사이로 소가 빠져나가곤 했다, .

출신의 발명가 덕분New York City Michael Kelly
에 소떼들은 더 이상 울타리 밖으로의 모험을 즐길
수 없었다 그는 소가 등을 긁을 때 어떻게 하면 불.
편하게 만들지를 고민하던 중 일반 울타리 줄에 뾰,
족한 철사를 꼬아서 붙이는 생각을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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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문지르다 목초지[ ] rub , meadow
해설 해석 참조[ ]
출제의도 요약문 완성하기45. [ ]
해석 물리적 경계선은 생과 사의 문제에 관한 한[ ]
종종 거의 의미가 없다 두 명의 심리학자들은 사람.
들에게 집을 어디에 지어야 할 지에 관한 시나리오
를 제시했다 일부 사람들은 마일 떨어진 이웃한. 200
주 내에서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들었고 나머,
지 사람들은 마일 떨어진 곳에 지진이 발생한 적200
이 있지만 같은 주 내에서 발생했다고 들었다 그들.
에게 지도를 주고 해당하는 거리에 밑줄을 긋도록,
했는데 그들은 지진이 주 경계선 안에서 발생했을,
때 지진의 위험성을 더 크게 받아들 다 이웃한 주.
내의 방사능 폐기물에 관련된 또 다른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즉 지도상의 경계선이 더. ,
진한 선으로 표시되었을 때 위험은 더 작은 것으로
여겨졌다 요약하자면 우리 머릿속의 지도제작기는. ,
우리의 삶을 안내하지만 때때로 잘못 이끌기도 한,
다.
요약문 우리가 안전 문제에 관해 걱정할 때 우리( )
는 실제 (B)거리보다는 오히려 (A)머릿속의 지도에
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어구 경계 방사능의[ ] border , radioactive
해설 해석 참조[ ]

장문 독해[46 48]～
해석[ ] 은 살이었고(A) Jason 11 , 그(Jason)는 기회
가 있을 때마다 가족의 오두막에 있는 선창에서 낚
시했다 농어잡이 시즌이 시작되기 전날에 그와 그. ,
의 아버지는 저녁에 낚시를 하고 있었고 지렁이로,
개복치를 잡았다 은 작은 은빛의 낚싯바늘을. Jason
매달아서 물 속으로 그것을 던졌다 갑자기 그는 낚, .
싯줄이 팽팽히 당겨지는 것을 느꼈고 무언가 커다란
것이 낚싯 끝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다.
(C) 그 는(Jason) 그 지친 고기를 능숙하게 물에서
들어올렸다 그것은 그가 여태까지 봤던 가장 큰 것.
이었지만 그것은 농어 다 그의 아버지가 시간을, .
확인해보니 시즌이 시작되기 시간 전인 오후 시2 10
다. 그 의 아버지 는(Jason ) 그 물고기를 본 다음에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는 그것을 돌려보내줘야 해. “ ,
아들아 그는 말했다 아빠 이 외쳤다 그의.” . “ !” Jason .
아버지는 다른 물고기가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 .” .
이만큼 큰 것은 없을 거예요 라고 그 소년은 외쳤“ .”
다.

아버지의 마음을 바꿀 좋은 이유를 찾기를 바라(B)
면서 그는 호수 주변을 살펴보았다 운 좋게도 다른, .
낚시꾼들이나 배들이 주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다.
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확고한. ,
듯 보 다 아무도 그들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 ,
은 어느 누구도 그 가(Jason) 그 물고기를 언제 잡았
는지 결코 모른다 할지라도 소년은 그 결정이 협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버지의 명확한 목소리로 알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커다란 농어의 입에서 낚싯바늘을(D)
빼내었고 그것을 시커먼 물 속으로 내려주었다 그, .
것은 년 전 일이었다 그가 옳았다 오래 전 그날35 . .

밤에 놓아주었던 것만큼 그렇게 커다란 물고기를 그
는(Jason) 다시는 잡아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그 때와 똑같은 물
고기를 반복해서 본다.
어구 명료함 명확함 협상할 수[ ] clarity , , negotiable
있는 협상 가능한,
출제의도 글의 순서 배열하기46. [ ]
해설 해석 참조[ ]
출제의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찾기47. [ ]
해설 해석 참조[ ]
출제의도 지칭하는 상 찾기48. [ ]
해설 해석 참조[ ]

장문 독해[49 50]～
해석 저의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성공 비결을 여[ ]
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한 어. ,
머니가 세 명의 어린 아이들을 우리 가게로 데리고
와서 아이스크림콘을 사줍니다 아이스크림 값을 지.
불한 후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 걷고 있을 때 아이, ,
들 중 한 명이 아이스크림콘을 떨어뜨립니다 그 아.
이의 미소가 공포로 바뀌고-혹은 심지어 눈물까지
흘립니다 엄마가 다시 와서 아이스크림콘 하나를 더.
주문합니다 우리 새로운 직원들 중 한 명이 아이스.
크림콘 값을 받으려고 할 때 나는 그를 제지합니다.
모든 아이가 행복해하며 집으로 가야한다는 우리 가
게 원칙을 언급하면서 나는 그 엄마에게 아이스크‘ ’ ,
림콘을 무료로 줍니다 기뻐하고 놀라워하며 그 행. , ,
복해 보이는 엄마는 나에게 고마워하고 새 아이스크
림콘을 몹시 기다리고 있을 아이에게 가지고 갑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 달에 략 열 두어 번 꼴로 일어
납니다 우리는 아이스크림콘을 떨어뜨릴 때마다 매.
번 교체해줍니다 고객이 주문한 아이스크림이 재고.
가 없을 때 조차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원
하는 토핑 값을 받지 않음으로써 그것에 해 보상
해 줍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은 고객을. ?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올바른 일이기 때문
입니다 사업에 있어 장기적인 번창을 위해 약간의.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어구 품절의 재고가 없는[ ] out of stock ,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49. [ ]
해설 해석 참조[ ]
출제의도 제목 추론하기50. [ ]
해설 해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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