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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외국어(영어) 영역

정답
1 ④ 2 ② 3 ② 4 ③ 5 ③

6 ③ 7 ② 8 ② 9 ④ 10 ⑤

11 ④ 12 ④ 13 ④ 14 ⑤ 15 ③

16 ① 17 ③ 18 ① 19 ③ 20 ⑤

21 ① 22 ④ 23 ③ 24 ② 25 ④

26 ② 27 ③ 28 ① 29 ② 30 ⑤

31 ⑤ 32 ① 33 ⑤ 34 ② 35 ⑤

36 ④ 37 ④ 38 ③ 39 ① 40 ⑤

41 ① 42 ③ 43 ② 44 ⑤ 45 ②

46 ③ 47 ③ 48 ④ 49 ⑤ 50 ③

듣기대본 및 해설
1. [출제의도] 설명하고 있는 그림 찾기

M: Hey, Jenny, do you know our school is
holding a mascot design contest for the No
Bully Campaign?

W: Sure. The grand prize winner can get a
scholarship.

M: Then, why don’t we go for it together?
W: That’s exactly what I wanted. How about
making a boy and a girl holding hands?

M: Not bad. But if they put their arms around
each other’s shoulders, they’ll look closer.

W: Oh, I like it! Why don’t we use different
accessories to show they are a boy and a
girl?

M: Good. How about a flower-shaped pin for
the girl and a cap for the boy?

W: Well, I prefer a ribbon for the girl.
M: OK. And let’s put the slogan “Love
Friends” on their T-shirts.

W: Brilliant! But how about splitting the
words? I mean “Love” on the girl’s and
“Friends” on the boy’s.

M: Great. It’ll make the slogan stand out.

2. [출제의도] 남자의 심정 파악하기

W: Hey, David. You look tired. Didn’t you
sleep well?

M: Actually I couldn’t sleep a wink the whole
night.

W: Really? How come?
M: You know I applied for the position of web
designer in Tech Village. The company will
post the list of new employees today.

W: Oh, today is the big day. How do you feel?
Do you think you’ll get the position?

M: I have no idea. You know I was rejected
last time.

W: I’m sure you can get the job this time. You
prepared really hard.

M: But I don’t think I did well in the final
interview. I kept stumbling over my words.

W: The other applicants probably did too. Don’t
trouble yourself unnecessarily.

M: I know it’s no use thinking about what I
can’t control. But I can’t help it.

3. [출제의도] 설명하고 있는 개념 파악하기

M: You can see these people in courts. They
are called to proceed the trial, or to help
set a penalty or final judgement. They
decide whether an accused person is guilty
or not. They are intended to be an

impartial panel capable of reaching a
judgement, so there are some requirements.
For example, they should have a sound
mind, clean records with no crime and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country’s
language, etc. They are chosen randomly
from the qualified common people living in
an area where a court has authority.

4. [출제의도] 남자가 할 일 파악하기

M: You know what? Su-jin is getting married.
W: Oh, really? When is the wedding?
M: In August. She said she’s going to send us
invitations soon.

W: Great. Well, what can we do to
congratulate the newlyweds?

M: How about singing a song at the wedding?
W: Ooh, as you know, I’m not a good singer,
but I can play the guitar to your song. I’d
really like to surprise her.

M: That would be a great present for her.
W: Do you have any particular song in mind?
I’ll need some time to practice it.

M: I have a list of wedding songs on my
computer. I’ll print it out and you can take
a look.

W: Sounds great. I’m so excited.

5. [출제의도] 남자가 지불할 금액 파악하기

W: Good afternoon. What can I do for you?
M: When is the show time of Wonderful Days?
W: We have shows at 6:30 and 8:20.
M: Good. I want two tickets for the earlier one.
W: Each ticket is eight dollars, so it’ll be 16
dollars altogether.

M: OK, here’s my membership card. Can you
check the mileage points?

W: No problem. [Pause] It’s 1,200 points.
M: Oh, I didn’t know I’d saved that many. I’d
like to use some now.

W: Sure. One point means one cent, so you
have 12 dollars in total. How many points
do you want to use?

M: Um. I’ll use half of them. And I’ll pay the
rest by credit card. Here it is.

W: OK. Here are your tickets. You’ve paid six
dollars with points.

M: Thanks.

6. [출제의도]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 파악하기

W: Is there anything more exciting than
knowing you are going to have a baby?
Birth announcement is a very important
event in the life of any parent. Don’t allow
the moment to go unrecognized or
unannounced. Let us help you announce the
arrival of your new baby with gorgeous
and customized cards. Our company has lots
of attractive samples to assist you. When
the date of delivery finally arrives, all you
have to do is shout it to the whole world
so that everyone knows the good news!

7. [출제의도]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 고르기

[Phone rings.]
W: Hello?
M: Hi, Claire. It’s Henry. Do you remember
when our group meeting is?

W: It’s 10 a.m. tomorrow.
M: Ah... I confused tomorrow with the day
after tomorrow.

W: It can happen sometimes. By the way, how
long do you think the meeting will last?

M: Well, I guess it’ll end before noon. We’ll
just assign roles to each member.

W: Then, what are you up to after that?
M: Not much. I’m just thinking I’ll go to the
library for my science report. Why?

W: Well, I’m going to the department store
after the meeting. Can you go with me?

M: Sure. I can borrow books later. Are you
going to buy something?

W: Yes, I’m going to get my brother
something for his graduation. But you
know, I have no idea about men’s taste.

M: No problem. I’ll be glad to help you.

8. [출제의도] 대화하고 있는 장소 파악하기

M: It’s a beautiful day, isn’t it?
W: Yes, I can feel the breeze. This was a
lovely idea.

M: I’m so glad you like it.
W: Look! You can see dolphins jumping out of
the water.

M: Yeah! They look fantastic.
W: How far is it to the island?
M: It takes about half an hour. You’ll see the
dock soon. Later on, the guide will tell us
about the island in detail.

W: Hang on for a moment. Look at the birds
and beautiful white waves behind us.

M: Cool! We can also see the coasts on both
sides. Isn’t it good to stay here on the
deck?

W: Right. The engine makes a noise downstairs
and it’s too stuffy. I like it up here.

M: It seems the guide is starting his
explanation. Let’s go and listen to him.

9. [출제의도] 두 사람의 관계 파악하기

M: The people need to come back soon.
W: But they seem really fascinated by this old
palace. They were really interested in my
explanations.

M: But we should leave in five minutes, or
we’ll be behind schedule.

W: I told them to be on time. But what if
they’re late?

M: In that case, I’ll drive fast.
W: No, you shouldn’t. Safety is the first thing.
M: Well, then how about skipping the museum?
W: We can’t, because they’ve already
purchased the tickets. Then, how about
this? Let’s stop by the Town Square,
instead of the Central Park.

M: That’s a good idea. The Town Square is
on the way to the museum.

W: Great. I’ll tell the tourists about the course
change when they’re back.

M: Then, I’ll check the bus again before we start.

10. [출제의도] 여자가 할 일 파악하기

W: Hey, Tom! Why do you look so down? Are
you worried?

M: Yes, I am. Do you think our English
teacher would mind if I put off my
presentation until next week?

W: Probably. What’s the problem?
M: I just don’t feel ready for it.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just thinking
about it.

W: Well, you have to get through this difficult
situation. You know as well as I do how
stubborn he is. He’s not going to change the plan.

M: Well, what am I supposed to do?
W: Listen, it’s not a big deal. If you think it
will help, I’ll stay after school and you can
do a few practice sessions with me.

M: Yeah, you did your presentation last month,
so you know what to do.

W: Yes. When you give the actual
presentation, just pretend it’s a rehearsal.
That might calm you down some.

M: OK. You are my true friend.

11. [출제의도] 선택하게 될 항목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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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Which company do you think is most
qualified to make the English Room?

M: Let’s see. [Pause] It’s so hard to choose
among these companies.

W: Right. But I think the design grade should
be our top priority for the selection.

M: As for the design, R&J Design got the best
grade.

W: Yeah... But the price they gave us is much
too high.

M: How much are we able to spend?
W: Up to 6,000 dollars. We’re facing a reduced
budget.

M: I see. What else do we have to consider
for the selection?

W: The warranty period is also important. It
should be at least two years.

M: Then, it seems like there’s only one
company left to choose.

W: You’re right. Let’s go with it.

12. [출제의도] 세부내용 파악하기

M: Now in its sixteenth year, the 2010 B&A
Film Festival is widely recognized as a
world-class event. It showcases the best in
new American and international cinema. It
also provides the movie-loving public with
access to famous movie-makers, film
industry professionals, and stars. More than
4,000 films will be shown at the festival.
Movie posters can be purchased for
discounted prices starting on May 18th.
Movie tickets to individual screenings will
be available for purchase beginning on May
29th. Tickets can be bought on the web
site or over the phone. Twenty percent of
the seats will be available to those who
visit the temporary ticket box during the
festival.

13.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대화 찾기

① M: I’m so exhausted. I can’t move this table.
W: Put it there. I’ll help you after I finish
my meal.

② M: Grip the handle tightly, or you’ll fall down.
W: Oh, it’s really hard to stand upright.

③ M: Honey, please pay attention to your meal.
W: I’m sorry. But there’s an interesting
article in the paper.

④M: Well, I can’t reach. Will you raise my
bed a little?

W: Oh, should I turn this lever?

⑤ M: What are you looking for in the magazine?
W: I think I want to buy a brand-new bed.

14. [출제의도] 대화에 적절한 응답 파악하기

W: You look terribly busy. What’s happening?
M: You know, I have to give the project report
to the new director this afternoon.

W: Oh, you mean the one for Mr. Brown? You
said you finished preparing it.

M: I did. But I’m not sure if he’ll like my
report.

W: Why are you saying that? Your reports are
always perfect.

M: Well, as you know, I’ve never met him, so
I don’t know much about him. His
personality, working style, preferences...

W: Come on. You really did your best. I’m
sure he’ll be satisfied with your work.

M: But people who have worked with him told
me that he is bad news.

W: Oh, that’s why you look so nervous, and
not like yourself. So what did they say
about him?

M: They said he’s too picky and even
unfriendly to his staff.

W:

15. [출제의도] 대화에 적절한 응답 파악하기

M: Why the long face? Something wrong?
W: Well, do you remember how I told you
about my volunteer work?

M: You mean, pen-paling with a guy in
prison? You said he was recently released.

W: Yeah, he was.
M: Then, why are you so depressed? It’s good
for him.

W: I know. But I heard he’s been put back in jail.
M: Oh, I’m so sorry to hear that. What
happened to him?

W: I don’t know yet. Anyway, I just wished
our communication would have changed
him for the better.

M: Umm... So, will you continue to send letters
to him?

W: Well, right now I don’t know what to do.
M:

16. [출제의도] 대화에 적절한 응답 파악하기

W: Hi, Greg. Long time no see. What have
you been up to?

M: Nothing special. I’ve just been busy studying.
W: Are you free this Saturday afternoon?
M: Yeah, maybe. Why?
W: Actually I have a plan to help homeless
people with some of my friends.

M: Wow, how nice!
W: But we’re a bit short-handed, so I’d really be
glad if you could help us on that day.

M: OK. I have a class until 11 o’clock on
Saturday. So I’ll meet you around noon.

W: That sounds good.
M: But I probably can’t help you after five. I’m
working at a convenience store in the
evening. Can I still join you?

W:

17. [출제의도] 상황에 맞게 표현하기

W: Bill and James entered the marketing
department of a large media company in
the same year. They have worked very
hard and both of them have shown great
performance and achievement. They are
rivals but sincere friends as well. This
week, the list of employees to get promoted
was released. James was included on the
list but Bill wasn’t. Bill is very
disappointed, but at the same time, he
believes that James is a truly competent
worker. Bill knows that James feels
extremely sorry for him, so Bill wants to
make him feel comfortable and share in his
happiness.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Bill
most likely say to James?

** 읽기 **

18. [출제의도] 지칭하는 대상 찾기

[해석] 그것들은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작은 플라스
틱 막대기로서 그 화학물질은 서로 섞일 때 색깔
있는 불빛을 발산한다. 그것들은 다양한 용도로 쓰
인다. 그것들은 광원과 빛 표시로 사용된다. 그것들
을 작동하는데 어떤 전력도 필요하지 않다. 이 때
문에 그것들은 지진, 허리케인이나 다른 비상사태
직후에 쓸 수 있는 유일하게 안전한 광원으로 여겨
진다. 그것들은 또한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전기 필
라멘트를 포함하지 않고, 불꽃이 튀는 위험도 없기
때문에 폭발이 있는 상황에서 또한 안전하게 사용
된다. 그것들은 일회용이고, 파티, 콘서트, 댄스클럽
에서 오락을 위해 자주 사용된다.
[해설] 플라스틱 막대모양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
고, 불꽃의 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회용이라는
단서를 종합하면 야광봉임을 알 수 있다.
[어구] disposable 일회용의

19. [출제의도] 지칭하는 것이 다른 것 고르기

[해석] Koko 프로젝트는 현재 유인원 언어 프로젝트
중 가장 성공적이다. 그것의 목적은 암컷 고릴라인
Koko가 200개의 신호를 배우는 것이었다. ①그녀는

지금 1,000개 이상의 단어를 알고, 적어도 2,000개
이상의 단어를 이해한다. ②그녀는 질문을 하고, 이
야기를 하며, ‘사랑’과 같은 추상적인 단어를 이해하
고 사용하며 심지어 농담을 하기도 한다. 어느 날
Koko의 교사 중 한 명이 Koko와 담요의 색깔에 대
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③그녀는 담요가 무슨 색인
지를 물어보았다. 담요가 하얀색이었지만 대답은 ‘빨
간색’이었다. 교사는 ④그녀가 그렇게 쉬운 실수를
하리라고 믿지 못해서 다시 물었다. 여전히 Koko는
‘빨간색’이라고 대답했고, 같은 대답을 여러 번 반복
했다. 그러고 나서, ⑤그녀는 담요에서 작은 빨간 실
밥을 당겨서 그것을 가리키며 ‘빨간색’이라고 표시했다.
[해설] ③번의 ‘그녀’가 지칭하는 것은 교사이며,
나머지 넷은 Koko를 가리킨다.
[어구] ape 유인원 abstract 추상적인

20. [출제의도] 글의 목적 고르기

[해석] 수많은 사람들이 좌석에 앉아 조는 것은 지
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지
하철은 단지 교통수단의 형태로만 여겨져 왔다.
이제, Metropolitan Transit Corporation은 여기에
약간의 풍미를 더할 계획이다. 놀랍게도, 몇몇 역
은 Happy Subway Space라고 불리는 열린 장터
로 바뀔 것이다. 우리는 일곱 개 지방의 다양하고
신선한 상품을 살 수 있다. 이 멋진 행사는 판매
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소비자들은
직거래로 정부 인증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저렴
한 가격과 품질이 보증된 상품들이 제공되므로,
특별한 쇼핑 경험이 기대된다. 이 지하철역 장터
는 Central Line의 Ramada, Old Castle, Main
Bridge역에서 열릴 것이다.
[해설] 지하철역에서 열리는 직거래 장터에 관하
여 홍보하는 글이다.
[어구] spice up 풍미를 더하다 province 지방
authorize 인증하다

21. [출제의도] 어법에 맞는 표현 고르기

[해석] 우울증은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꾼
다. 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큰 이미지나 장면
을 해석하는 것은 쉽다고 생각하지만, 세심하게
‘틀린 부분을 찾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우
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시각 기능과 연결된 신경
전달물질인 GABA가 부족하다. 이 물질은 우리
눈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물체를 둘러싼 세부 항
목을 배제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이제, 이 능력과
주요 우울증 장애와의 관련성을 찾아내기 위해
32명의 사람들에게 회색과 검은색 배경 위로 떠
다니는 흰색 막대의 간단한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보게 하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말하게 했
다. 이미지가 컸을 때는 우울증에서 회복된 지원
자들이 그 임무를 더 잘 수행했다. 하지만 그들
이 작은 이미지를 봤을 때는 그리 잘 수행하지
못했는데, 이는 세밀한 부분을 구별해 내는 그들
의 능력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해설] (A)는 find의 목적보어 자리이므로 형용사
인 easy가 쓰여야 하며, (B)는 ‘물체(the object)
를 둘러싸고 있는 세부항목(details)’의 의미이므
로, surrounding이 적절하고, (C)의 say는 ask의
목적보어인 to watch와 병렬구조이므로 (to) say
가 적절하다.
[어구] neurotransmitter 신경 전달 물질

22. [출제의도] 어법상 틀린 것 고르기

[해석] 당신이 구매하려고 하는 신차, 혹은 중고
차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자동차 충돌 시험이
도입된 이후로, 차량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
는 사람들의 수가 많은 나라에서 감소해 왔다. 분
명, 차량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충돌사고는 현실이며 당신은 생존할 가능
성이 최대한 높기를 바란다. 자동차들은 어떻게
점점 더 안전해지고 있는가? 자동차가 더 안전해
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충돌 시험 인형
으로 안정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충
돌 시험 인형의 임무는 충돌 도중 인간으로부터는
수집할 수 없는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인간의 역할
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충돌에서
인간의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왔고, 개선된 차량 설계에 큰 공헌
을 해왔다.
[해설] while은 접속사이므로 명사인 a crash 앞
에는 전치사 during이 적절하다.
[어구] well-established 안정된, 정착된 sim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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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하다

23. [출제의도]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 고르기

[해석] 바다와 같이 동물이 서식하는 많은 자연의
경계는 생태계의 분리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존재
하지만, 인간은 하나의 생태계에서 다른 생태계
로 종을 전파하며 이러한 자연의 경계를 넘나드
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①빠른 교통수단이 등장
하기 이전에 어떤 종들은 다른 종과 한 번도 서
로 접촉한 적이 없었다. ②이러한 다른 종과의
선례 없는 접촉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
것이 생물학적 다양성에 위협을 준다는 것이다.
③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종이 많고, 가장
고귀한 생명체 중 몇몇은 기후 변화 때문에 생존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④이전에 다른 종과
접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종을 접한 종은
면역체계를 아직 개발시키지 못한 질병에 노출되
고 있다. ⑤기존 생태계에 새로 도입된 종은 생
태계의 균형을 혼란시킴으로써 이러한 무방비 상
태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해설] 인간이 생태계 사이의 자연 경계를 파괴하여
생태계 균형을 혼란시켜 종의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제의 글로, ③은 기후 변화에 의한 생물의
멸종위기에 관한 언급하고 있어 흐름과 무관하다.
[어구] unprecedented 선례 없는

24. [출제의도] 빈칸에 적절한 말 고르기

[해석]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좋은가? 최근
에 연구자들은 일을 미루는 것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네 가지 핵
심 요소를 알아냈다.어떤 사람이 특정한 일을 성
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얼마나 자신이 있는가, 얼
마나 쉽게 산만해지는가, 업무가 얼마나 지루하고
즐겁지 않은가, 일을 끝내는 것에 대한 보상이 얼
마나 빨리 주어지는가.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고,
쉽게 산만해질수록, 당신은 어떤 과업이나 자질구
레한 일을 나중에 할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그 업무가 즐겁지 않고 보상이 늦게 주어질수록
당신이 그 일을 일지에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주
로 여러 번 미루어 적어 넣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것들은 사람들이 왜 마지막 순간까지 일을 미루
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해설] 사람들이 일을 미루고, 나중에 하게 되는
네 가지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어구] distracted 산만한 sidetracked (길 또는 항
로)에서 벗어난

25. [출제의도] 빈칸에 적절한 말 고르기

[해석] 당신은 소유물들을 당연하게 여기는가? 몇
가지 예를 제외하고 우리는 일상적인 물건들에
대해 충분히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Indiana 대학
의 James Pierce는 말한다. 그는 우리가 오래된
물건을 새 물건을 얻기 위해 너무나 자주 그리고
생각 없이 버린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가볍게 버
리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는 물건을 더 매력적이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
법을 고안해 냈다. 예를 들어, 사용하는 동안 위
에 올려놓은 무거운 물건들의 수를 보여주는 디
지털 카운터가 있는 테이블, 켜둔 상태로 너무
오래 두면 희미해지는 램프, 또는 정확한 시간을
보여주다가 때때로 지루해지면 잠시 틀린 시간을
알려준 후 스스로 바로잡고, 농담이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하하’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시계
등이 있다. Pierce에 따르면 이 특이한 기능들을
지닌 물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물건의 소중함을
크게 인식하게 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도와준다.
[해설] 일상적인 물건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특이
한 기능들을 가진 물건들을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어구] engaging 매력적인

26. [출제의도] 빈칸에 적절한 말 고르기

[해석] 지구상의 어떤 지역도 아프리카보다 환경적
개선을 필요로 하는 곳은 없다. 아프리카를 보존
하는 최고의 방법은 여행객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
나 사람들을 그 경치 좋은 지역에서 몰아내고, 거
기에 울타리를 치는 시스템은 종종 실패한다. 인
간은 지구에서 또 하나의 유기체에 불과하다. 땅
은 치유를 위해 사람들이 필요하고, 사람은 생계
를 유지하기 위해 땅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친환경 관광산업은 아프리카 보호를 위한 해결책
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릴라의 자연 서식지
는 관광업을 통해 보호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 그 지역이 파괴되어서는 안 되
기 때문이다. 혹은, 멸종위기에 있는 초목을 보존
하는 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당신은 환경 친화적
인 여행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관광업을 통한
수입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해설] 아프리카 보존을 위한 인간의 개입이 필요
하다고 설명하면서, 후반부에서 자연 친화적 관
광업과 자연보호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어구] livelihood 생계 revenue 수입

27. [출제의도] 빈칸에 적절한 말 고르기

[해석] 벌들은 피크닉 테이블로 가든지, 꽃잎 밑
으로 가든지, 항상 자신만의 전략으로 착지한다.
설탕물을 사용하여 과학자들은 꿀벌들을 플랫폼
으로 날아가도록 훈련시켰다. 벌을 촬영한 영상
은 표면이 아무리 평평하거나 가파르더라도 벌들
이 착지하려는 곳에서부터 13mm 떨어진 곳에서
속도를 낮추어 공중에서 맴도는 모습을 보여주었
다. 그 표면이 평평하다면 벌들은 간단히 뒷다리
부터 착지했다. 반면에 플랫폼이 수직인 상태와
뒤집혀진 상태 사이의 범주에서는 벌들은 더듬이
를 먼저 댄 후, 가운데 다리와 뒷다리를 표면에
대기 위하여 앞다리를 위로 끌어당겨 공중회전
동작으로 마무리했다. 뇌의 크기가 작음에도 불
구하고 벌들은 거꾸로 부드럽게 착지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일을 수행해낸다.
[해설] 벌들이 표면에 착지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이다.
[어구] hover 공중에 떠돎 haul 끌어당기다

28. [출제의도] 빈칸에 적절한 말 고르기

[해석] CCTV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고
안된 장치이다. 그러나 Dave Williams가 행한 연
구는 특정한 상황에서 CCTV가 오히려 위협을
인식하게 하는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의 연구 팀은 120명의 참가자들에게
가상의 거리 장면이 담긴 사진을 제시했다. 험상
궂은 남자와 CCTV 카메라 둘 다 없는 경우,
CCTV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잘 차려입은 여
성이 있을 경우나, 카메라는 없고 험상궂은 남자
만 있을 경우에 비해, 참가자들은 험상궂은 남자
와 카메라가 있는 상황에서 걷는 것에 대한 불안
감이 더 컸다고 말했다. 즉, 두려움을 불러일으키
는 것은 명확히 말하자면 그 남자와 CCTV의 결
합이었다. “시각적인 기술 수단(CCTV)을 통해
범죄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것이 항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연구
자들은 말했다.
[해설] CCTV가 특정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어구] reassurance 안심 provoke 불러일으키다

29. [출제의도] 글의 분위기 파악하기

[해석] 거대한 관광버스 한 대가 Pulaski Skyway
의 사각지대인 도로의 커브를 돌고 있었다. 세단
한 대와 Jose의 차 뒤로 단지 100야드 떨어진 곳
으로부터 버스는 그들이 멈춰서 있는 왼쪽 차선으
로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다. 버스 운전사가 제때
그들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거대한 버스는 아마도 정차해 있는 두 대의 차
량을 거뜬히 뭉개버릴 것이다. Jose는 세단에서
어린 소녀를 빼낼 생각이었으나 빠른 교통의 흐름
으로 인해 문을 여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의 SUV
뒷좌석에 있던 그의 두 아이들 역시 위험에 처해
있었다. Jose는 그의 차로 돌아와 차에 탔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버스는 계속 오고 있었다. 세단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해설] 멈춰 선 차량으로 대형 버스가 돌진해 오
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
[어구] floor 가속 페달을 밟다

30. [출제의도] 그림 설명 중 어색한 어휘 고르기

[해석] 그림 A는 줄의 끝에 추가 달린 하나의 도르
래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쪽 끝은 추가 공중에 매
달려 있도록 하기 위해 힘을 가하는 사람이 잡고
있다. 추와 도르래가 평형(움직이지 않는 상태)을
이루기 위해 줄 끝을 잡고 있는 사람은 줄의 장력
과 같은 크기의 힘으로 줄의 끝을 잡아 당겨야 한

다. 그림 B에서는 줄이 위로 당겨질 때 도르래 또
한 위로 움직일 수 있다. 추는 이 움직이는 도르래
에 매달려 있다. 이때 추는 위에 있는 막대에 붙어
있는 줄 끝과 사람이 잡고 있는 줄 끝에 의해 지탱
된다. 줄의 각 끝이 추를 지탱하고 있어서 그 끝은
각각 추 무게의 두 배(→절반)를 들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두 사람이 그 추를 들고 있는 것과 같다.
[해설] 줄의 양 끝이 추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으
므로 줄의 각 끝은 추의 무게의 두 배(double)가
아니라 절반(half)을 들고 있는 셈이다.
[어구] magnitude 크기

31. [출제의도] 문맥에 맞는 어휘 고르기

[해석] 초대형을 지향하는 시대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더욱더 커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
다. 그러나 이런 거대화 경향에 대한 집착은 우
리의 자아개념조차 작아지게 한다. 물질주의 풍
조가 팽배해지면서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가지
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우리 자신을 채울 수
있는가가 중요해졌다. 양을 위해 질을 타협하는
팽창의 이데올로기는 할리우드와 유명인사에게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은 무절제의 문화
를 촉진하고 스타를 주시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무리지어 그 문화를 추종한다. 그러나 ‘small
living’이라고 불리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움직임이 사치스러운 소비에 반하는 흐름을 만들
어 내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수의 전 세계 사람
들이 더 큰 것이 더 좋은 것만은 아니며, 더 많
은 것을 꼭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
닫고 있다.
[해설] 해석 참조
[어구] obsession 집착 wasteful 사치스러운

32. [출제의도] 연결사 찾기

[해석] 가격 책정 전략의 하나인 ‘Price skimming’
은 나중에 상품의 가격을 인하할 의도를 가지고
처음에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회사는 고
객이 수요에 따라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금
액을 책정한다. 다시 말해서, 회사는 특정한 상품
과 서비스에 대하여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고객 집단을 겨냥한다. 일단 그 수요가 충
족되어 가라앉으면 가격은 다음 고객층에 맞추어
진다. 반면에, ‘Penetration pricing’은 회사가 상품
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처음부터 낮게 책정하는
전략이다. 그것은 고객이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가
진 브랜드로 바꿀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을 둔다.
새로운 고객 확보를 위해 처음에는 회사는 손해
를 감수한다. 이것은 회사가 경쟁사들이 반응하기
전에 시장에서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게 해준다.
[해설] 해석 참조
[어구] subside 가라앉다

33. [출제의도] 글의 주제 고르기

[해석]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수학을 잘한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수리 능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오랫동안 논의되
어 왔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사실상 수리 능력
의 성별 차이는 남녀 간 생물학적 차이보다는 우
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지
도 모른다. 최근 연구자들은 40개국의 275,000명
이상의 15세 학생들이 치른 수학 시험 결과를 살
펴보았다. 스웨덴과 같이 여성이 사회적으로 남성
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수리
능력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별차이가 없었다. 그
러나 터키와 같이 성 평등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는 남자 아이가 여자 아이보다 수학 시험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
[해설] 성별 수리 능력의 차이는 성 평등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글이다.
[어구] virtually 실질적으로

34. [출제의도] 글의 주제 고르기

[해석] 지진이나 화산과 같은 주요한 사건들을 제
외하고,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지 않은 채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거의 없다. 바다를 덮고 있는 일부 해조류는 햇
빛이 우주로 반사되기 전에 그 빛을 흡수해서 열
로 전환시킨다. 만일 이들이 흡수하지 않았더라
면 그 빛은 우주공간으로 반사되었을 것이다. 바
다는 지구 날씨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미생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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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다세포 생물들은
많은 미생물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산다. 더
욱이 미생물이 어느 정도로든 역할을 하지 않는
인간의 노력은 아마 없을 것이다. 미생물이 없다
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분
명한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미생물의 활동을 단지
인간에게 미치는 주요한 영향(예를 들면, 질병)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예를 들면, 포도주 생
산)의 측면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해설] 해석 참조
[어구] multicellular 다세포의

35. [출제의도] 도표의내용과일치하지않는것고르기

[해석] 위의 그래프는 2009년도 연령별, 성별에
따른 일일 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
은 시간을 자원봉사 활동에 할애했다. 성별에 따
른 차이는 가장 나이 어린 집단에서 제일 작고,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집단에서 제일 크게 나타
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더 긴 시간을 봉
사활동에 할애했다. 65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다
른 집단들과는 달리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많
은 시간을 봉사활동에 할애했다. 12-24세의 연령
에 속한 사람들은 그보다 나이 많은 집단보다 더
적은 시간을 봉사활동에 할애했다. 봉사활동 시간
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했지만 65세 이상
의 집단에서는 감소했다. 55-64세의 연령에 속한
여성들은 25-34세의 연령에 속한 여성들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은 시간을 봉사활동에 할애했다.
[해설] 55-64세에 속한 여성들의 봉사활동 시간은
25-34세에 속한 여성들의 봉사활동 시간의 두 배
를 넘지 못한다.

36. [출제의도] 세부내용 파악하기

[해석] 펭귄들은 육지에서는 움직임이 서툴지만, 그
들은 빠른 수영선수이자 전문 다이버이다. 그 점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AquaPenguin을 개발하게 했는
데, 이 로봇은 물속에서 진짜 새처럼 날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아니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항해하는 자
율적인 수중장치로 고안되었다. 상당히 유연하기 때
문에 비좁은 공간에서 능숙하게 헤엄칠 수 있고, 필
요하다면 급회전도 가능하다. 이들은 어떤 방향으로
든 헤엄칠 수 있으며 심지어 뒤쪽으로도 가능하다.
이들은 움켜쥘 수 있는 장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형태의 부서지기 쉬운 물체들을 다룰 수 있
을 정도로 충분히 섬세하다. 이들은 돌고래가 사용
하는 것과 비슷한 초음파를 사용하는 3차원 음파탐
지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장치를 통해 주변 환경
및 다른 로봇 펭귄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해설] 해석참조
[어구] autonomous 자율적인 manipulate 다루다

37.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해석] Baja California는 북아메리카에 위치한 반
도이다. 17세기에 스페인 정부는 그곳으로 선교
사를 파견했으나, 이들은 거친 환경과 엄청난 자
연 재해 때문에 정착에 실패하였다. 그러는 동안,
많은 원주민들은 선교사들이 자신도 모르게 옮겼
던 유럽의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했다. 1832년에
멕시코의 건국과 함께, Baja California는 멕시코
의 열두 번째 주로 공표되었으며, 멕시코의 최북
단이자 최서단의 주가 되었다. 근대적인 편의시
설들은 매우 늦게 도입되어, 1964년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Baja California
는 멕시코에서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산업의 필요성에 따라 노동력 개발을 도
와주는 산학연계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과 자격증
취득 과정을 제공한다.
[해설] 1832년에 Baja California는 멕시코의 열두
번째 주로 선포되었다.
[어구] epidemic 전염병 conveniences 편의시설

38. [출제의도] 글의 요지 고르기

[해석] 오늘날, 커다란 교육적 도전 과제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학문이라고 알려진
것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필수학문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
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동시에 불가피하게도
인문과학은 상당히 쇠퇴하였다. 인문과학은 정부
뿐만 아니라 학문기관에서조차 심각할 정도로 재

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
는 STEM 관련 지식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지만,
마찬가지로 인문학적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정신
적으로 쇠약해질 것이다. 전자(STEM)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반면, 후자(인
문과학)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해설] 인문과학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부족한 실
정을 설명하는 글이다.
[어구] discipline 학문

39. [출제의도] 글의 요지 고르기

[해석] 통념에 따르면 패배자가 된다는 것은 나쁜
것이며, 부모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들
의 아이들이 패배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
러나 패배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며, 누
구나 그의 일생 동안 적어도 한 번의 패배를 경
험하게 된다. 패배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
운 것이라기보다는 끔찍하고 충격적이라고 교육
을 받은 아이들은 패배에 대처하는 법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 당신의 자녀가 훌륭한 패배자가
되도록 돕고 싶다면, 어떠한 경험이든 인생의 경
험에 대해 부모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모든 일들은 중립적이며 그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그것들을 어떻게 보
느냐이다. 본질적으로 당신의 자녀가 훌륭한 패배
자가 되는 것을 돕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로 세상
에 접근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배로
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 배움은 그
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해설]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글이다.
[어구] conventional wisdom 통념 neutral 중립적인

40. [출제의도] 주어진 문장의 위치 파악하기

[해석] 당신이 진한 커피나 차 한 잔과 함께 하루
를 시작한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인
들은 매일 5억 3천만 잔의 커피에 해당하는 카페
인을 섭취하고 있다. 카페인은 기분을 바꿔주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물질이며, 또한 가장 오래
된 것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고고학자들에 따르
면 인간은 석기시대 이후로, 카페인이 포함된 식
물을 이용해 음료를 만들었다. 카페인은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당신이 깨어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몸을 속여서 피곤하
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당신의 뇌가 피곤하
고 쉬고 싶을 때, 뇌는 아데노신이라는 화학 물질
을 배출한다. 아데노신은 수용체로 불리는 특별한
세포로 이동하여, 뇌를 자극하는 화학 물질의 분
비를 방해한다. 카페인은 이 과정을 모방해서 감
각기관을 막고, 아데노신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
결과 당신의 뇌는 쉬고 싶다는 신호를 받지 못하
게 되고, 계속해서 자극 물질을 축적하게 된다.
[해설] 카페인이 우리 몸에 작용하여 피곤함을 느
끼지 못하게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글이다.
[어구] equivalent ～에상응하는 counteract 방해하다

41. [출제의도] 글의 제목 고르기

[해석] 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생각의 일치라는 안
전한 구역을 벗어나 자신의 의견을 전개시켜 나가
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사고를
비판적으로 시험, 분석, 평가하지 않고 갈등을 최
소화하여 의견 일치에 도달하고자 하는 집단 구성
원들에 의해 나타나는 사고의 한 형태이다. 이것은
집단으로 하여금 서두르게 하고, 비이성적으로 결
정하도록 만든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의혹은 집
단의 균형을 해친다는 두려움 때문에 버려지게 된
다. 집단이 집단 사고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리더들은 각 구성원에게 비판적 평가자 또는 반대
의견을 지닌 사람의 역할을 할당해 주어야 한다.
이는 구성원들이 반대와 의문을 자유롭게 표현하
게 한다. 또 다른 방법은 구성원들에게 증거를 가
지고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
조하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집단에 대한 헌신보다
는, 과제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다른 의견을 말하지 않고 억누르는 경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해설] 집단 사고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어구] consensus 의견일치 air 표현하다, 발표하다

42. [출제의도] 글의 제목 고르기

[해석]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얼굴의 중
심을 본다. 사람들이 얼굴을 인식하려고 노력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은―그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코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자
들은 피실험자들에게 컴퓨터 화면에 얼굴들을 보
여주며, 그들의 눈의 이동을 추적했다. 그들은 대
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코의 왼쪽을, 그 다음
엔 코의 중심을, 그 후에는 눈을 본다는 것을 알
아냈다. 첫 번째만으로도 얼굴을 인식하기에는
충분했다. 두 번째는 정확성을 증가시켰지만, 세
번째는 그렇지 못했다. 그렇게 코를 두 번 보는
것만으로도 (얼굴을 인식하기엔) 충분했다. 연구
자들은 얼굴의 중심을 보는 것이 얼굴 전체를 알
아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쉽게 얻도록
한다고 생각한다.
[해설]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볼 때, 그 사람의 코
쪽을 먼저 보게 된다는 글이다.
[어구] speculate 깊이 생각하다, 추측하다

43. [출제의도] 글의 적절한 순서 파악하기

[해석]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은 의학 정보를 찾
는 하나의 주요한 통로(의사)만 있었다. (B)하지
만 오늘날은 상황이 달라졌다. 약간의 증상만 있
어도 우리는 인터넷으로 달려가 증상을 입력하고
좋은 웹사이트에서 풍부한 의학 정보를 얻게 된
다. (A)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은 많
은 장점이 있다. 의학 문헌 전체에 접근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환자 모임을 통해 지지와 유대감을
얻게 된다. (C)하지만 많은 의사들은 온라인 상
의 의료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들
은 웹에만 의존하는 환자들이 중요한 사실을 놓
치고 문제를 잘못 처리하게 되는 것을 염려한다.
심각한 문제가 진행될 때는 의사의 안내가 필수
적이다.
[어구] literature 문헌 symptom 증상
[해설] 해석 참조

44. [출제의도] 글의 주장 고르기

[해석] 아이들의 몸이 어른들과는 매우 다르게 약
물에 반응하고, 성인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독
특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식약청의 소아과 정책은 신
약들이 성인 대상으로 시판됨과 동시에 어린이에
게도 실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소아용 약에 대한 규정을 2년간 유보하
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아이들이 먹는 약이
그 사용을 위해서 실험되어야 함을 보장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커다란 타격이다. 의사들은
소아과 실험이 제공하는 안전성과 효과, 그리고
복용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년간의 소아에
대한 연구 정보를 잃게 되는 것은 비극일 것이다.
우리가 처방하는 모든 약물들이 사용을 위해 실
험되고 그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게 하기 위해 이
러한 소아에 대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설] 어린이 대상 약물 임상 실험 정책을 유지
해야 한다는 글이다.
[어구] pediatric 소아과의 dose 복용하다

45. [출제의도] 요약문 완성하기

[해석]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반대에 끌린다.”는
말은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과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처럼 대조적인 커플을 볼 때 갖게 되는 흔한
반응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비슷한 성격을 가
진 커플들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같은 식당을
좋아하거나 둘 다 깔끔을 떨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을 보완하기 위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끌리거나, 성격을 긍정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과 비슷한 상대를 찾는 것
일까? 두 가설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36쌍의 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두 사람 사이
에 성격상의 큰 유사점이나 차이점이 없다는 것
을 알아냈다. 다시 말하면, 배우자 각각의 성격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었지만, 본인의 이상적인
자아 개념과 그들이 상대방에 대해 갖고 있는 인
식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만약 당
신이 체계적인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당신은 당
신의 파트너가 실제보다 더욱 체계적인 사람이라
고 믿을 것이다.
[해설] 이성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성격의 유사성
이나 차이점 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
는 이상적인 개념이 더 영향을 미친다는 글이다.
[어구] introvert 내성적인 사람 disparity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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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8. [출제의도] 장문 독해하기

[해석] (A) 한 사업가가 극심한 빚 때문에 헤어
나올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
아, 자신의 회사를 파산으로부터 구할 방법이 없
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갑자기 한 노인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 노인은 사업가의 고민을
듣고,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소.”라고
말했다. 그 노인은 그의 이름을 묻고, 수표를 써주
며, 그것을 그의 손에 쥐어주고 말했다. “이 돈을
받으시오. 오늘부터 정확히 1년 뒤에 여기서 봅시
다. 그 때 나에게 돈을 되돌려 주시오.” 그리고 그
는 돌아서서, 올 때처럼 그렇게 빨리 사라졌다.

(C) 그 사업가는 자신의 손 안에 있는 오십만 달
러짜리 수표를 보았다. 그 수표에는 당시 세계에서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John D. Rockfeller라고 서
명되어 있었다. “난 한 순간에 나의 돈 걱정을 날
릴 수 있어!”라고 그는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대
신, 현금화되지 않은 그 수표를 자신의 금고에 넣
어두기로 결정했다. 그는 단지 수표가 거기에 있다
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기업을 구
제할 방법을 찾아낼 힘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D) 긍정의 힘을 되찾은 그는 거래를 훌륭하게
성사시켰고 지불 기한을 연장시켰다. 그는 여러
건의 커다란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몇 달 안에
그는 빚에서 벗어나 다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
했다. 정확히 일 년 뒤, 그는 그 현금화하지 않은
수표를 가지고 공원으로 갔다. 약속했던 시간에
그 노인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 사업가가 수표를
되돌려주고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막 하려는 찰
나, 한 간호사가 달려와 그 노인을 붙잡았다.
(B) “그를 붙잡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라고
그녀가 외쳤다. “그가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았
기를 바라요. 그는 항상 요양원에서 도망쳐 나와,
사람들에게 자신이 John D. Rockfeller라고 말해
요.” 그리고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함께 돌아갔
다. 그 놀란 사업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
다. 1년 내내 그는 자신의 뒤에 오십만 달러가
있다고 확신하며,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일했다.
불현듯 그는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이, 실제든 가
상이든, 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얻고
자 했던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
로 새로 얻은 자신감이었다.
[해설] 빚에 시달리던 한 사업가가 한 노인으로부
터 수표를 받은 뒤, 자신감을 회복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이야기이다.
[어구] executive 중역 woe 고뇌 uncashed 현
금화하지 않은 stun 어리벙벙하게 하다
struggle 노력하다

49-50. [출제의도] 장문 독해하기
[해석] 한 남자가 나비의 고치를 발견했다. 어느
날 조그만 틈새가 보였다. 그는 나비가 그 작은
틈을 통해 자신의 몸을 밀어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보고 있었다. 그러고
난 뒤엔 아무런 진전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
은 마치 나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다 한
것처럼 보였고, 나비는 더 이상 진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나비를 돕기로 결정했다. 그는 가위
를 가져와서 고치의 남아 있는 부분을 싹둑 잘라
주었다. 그러자 나비는 쉽게 나올 수 있었다. 그
러나 그 나비는 몸이 부어 있었고 날개는 작고
오그라들어 있었다. 그는 적절한 때가 되면 줄어
들 몸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나비의 날개가
금방이라도 커지고 펴질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에,
그 나비를 계속 지켜보았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
지 않았다! 사실, 그 나비는 부은 몸과 오그라든
날개를 가지고 기어 다니며 남은 평생을 보냈던
것이다. 그것은 절대 날 수 없었다.
친절과 조급함 때문에 남자가 알지 못했던 것

은 홀로 견뎌야 할 제약과 고통이 나비에게는 조
그만 구멍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필수 요소라는
것이었다. 나비의 몸에서 날개로 액체를 밀어 보
내는 것은 고치로 하여금 날 준비를 하게 하는
신의 방식이었다. 고투는 때로, 우리가 우리 삶에
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다. 만약 신이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우리가 삶을 살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만큼 그렇게 강해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 날 수 없을 것이다!
[해설] 남자가 나비의 고치를 잘라줌으로써 나비가
날 수 없게 된 이야기를 통해, 삶의 어려움이 우

리를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교훈적인 이야기이다.
[어구] cocoon 고치 snip 자르다 crawl 기다
cripple 불구로 만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