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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구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 ④  
누군가 지나갈 때까지 우리에 갇힌 귀뚜라미들

은 저녁부터 밤새도록 울어댄다. 사람 발소리의 진

동에 귀뚜라미들은 놀라 울음을 멈춘다. 시끄럽게

짖어 그들의 동족을 자극하는 개와는 달리 귀뚜라

미들은 침묵으로 자극한다.

▪caged : 우리에 갇힌

▪cricket: 귀뚜라미

▪vibration: 진동, 떨림

▪frighten: 놀라게 하다, 위협하여∼하게 하다

▪arouse: (잠에서)깨우다, 자극하다

▪bark : (개 등이)짖다

▪follow: ∼를 따르다

▪soothe: 달래다, 위로하다

▪entertain: 즐겁게 하다, 대접하다

▪attack: 공격하다

☞ 시끄럽게 짖어서 동족을 깨운다는 말이므로 자극하여

깨운다는 의미의 awaken이 적절하다

2. 어구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 ④   
인터넷에서 사람들은 많은 의학적 사실들과 소

견들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의 유용성은 세상의 건

강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 있는 정보

모두가 개인 모두에게 정확하다거나 도움이 될 만

한 것들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상품의 판

매를 증진하기 위한 허위 주장일지도 모른다.

▪medical: 의학적인

▪belief: 신념, 소견

▪availability: 유용성, 유효성

▪accurate: 정확한, 명확한

▪individual: 개인

▪fraudulent: 사기(행위)의, 부정의

▪product: 생산품, 제품

▪uncommon: 보기 드문, 진귀한

▪vague: (말, 감정이) 막연한, 모호한

▪convincing: 설득력 있는

▪dishonest: 정직하지 못한

▪logical: 논리적인

☞ ‘거짓의, 부정의’ 라는뜻과유사한의미로 ‘부정의, 부정

직한’ 이란 뜻을 가진 dishonest가 가장 적절하다.

3. 어구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 ⑤  
Lillian은 94세였지만,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

신적으로도 영리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에

살면서 식료품을 사고 계산도 하였고 자신을 돌보

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를 계속 주장했다.

그녀는 무엇보다 자립에 가치를 둔 것이 분명했다.

▪sharp: 영리한, 명석한

▪insist on∼ing: ∼하기를 주장하다

▪pay one's own bills: 자신이 직접 계산하다

▪make one's own decision: 자신이 직접 결정하다

▪value: 높이 평가하다, 가치

▪autonomy: 자치, 자치권

▪wealth: 부, 재산

▪support: 부양, 지지하다

▪independence: 독립, 자립

☞가게에서식료품을사고스스로의사결정을한다는것으

로보아 Lillian은 자립에 중점을 뒀다는 말이므로 ‘독

립, 자립’의 뜻의 independence가 가장 적절하다.

4. 어구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 ②

남성들은 여러 방면에서 여성보다 저항력이 떨

어진다. 남아는 유전적으로 더 결함을 가지고 태어

나고 분만 쇼크를 겪는다. 유년기에 남자는 여자보

다 더 많은 사고를 당하고 훨씬 더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 쉽다. 중년기에 그들은 더 많은 소화 장애

을 겪고 신장 질환에 걸리기 쉽다. 그들은 온갖 종

류의 감염에 더 약한 반응을 보인다.

▪vulnerable: 상처입기 쉬운, 약점이 있는

▪inherit: 유전하다. 물려받다

▪birth defect: 선천성 결손증

▪traumas: (정신의학)쇼크성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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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 more likely to∼: 훨씬 더 ∼하기 쉽다

▪diseases: 질병

▪digestive disorder: 소화 장애

▪kidney diseases : 신장 질환

▪remain: 여전히∼하다

▪infection: 감염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susceptible: ∼의 여지가 있는, 민감한

▪exceptional: 예외적인, 비범한

▪irresistible: 저항할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recoverable: 회복 가능한

☞ 남자가 선천적으로 여자에 비해 저항력이 떨어지고 질

병에도 걸리기 쉽다는 내용이므로 ‘∼의 여지가 있는,

∼에 민감한’이란 뜻의 ‘susceptible’이 가장 적절하다.

5. 어구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 ③  
Hopi족은 가족 제도를 강조한다. 자신을 희생하

는 개인을 이상으로 삼는 조화로운 존재를 강조한

다. Hopi족의 각 구성원은 자신을 ‘Hopi족의 평화

로운 사람들’로서 책임감을 느끼도록 훈련된다. 타

인과 싸우거나 괴롭히면 자동적으로 공동체에서

비난을 받게 된다.

▪stress: 강조하다

▪institution: (사회)제도, 협회

▪emphasize: 강조하다, 역설하다

▪harmonious: 조화로운

▪existence: 존재, 실재

▪self-sacrificing: 자기를 희생하는

▪responsibility: 책임감

▪bully: 곯리다, 겁주다

▪automatic: 자동적인

▪rebuke: 비난하다, 꾸짖다

▪isolation: 고립

▪reaction: 반응, 상호작용

▪criticism: 비판, 비난

▪approval: 승인, 동의

▪benefit: 혜택, 이익

☞ Hopi족은조화로운사회를추구한다는내용이므로타인

을 괴롭히면 비난한다는 뜻으로 ‘비난, 비평’의 뜻을 가

진 criticism이 가장 적절하다.

6. 어법상 틀린 곳 찾기      정답 ③   
이곳은 낡은 컴퓨터가 다시 태어나는 곳이다.

여기에서 책상용 컴퓨터는 부서지고 찢어지고 분

리된다. 재활용하기 위해 이 공장으로 보내진다.

수억만개의 컴퓨터가 다음해에는 폐기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12개 주 이상의 의회에서는 어제

의 컴퓨터가 내일의 위험한 페기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reborn: 다시 태어나다

▪smash: 깨뜨리다, 부수다

▪rip: 째다, 찢다

▪tear apart: 해체하다, 뒤지다

▪recycle: 재활용하다, 재활용

▪hundreds of millions of: 수억의

▪predict: 예견하다, 예측하다

▪obsolete: 쓸모없게 된, 마모된

▪dozen: 12개(다스), 상당히 많음

▪legislature: 입법부, 의회

▪action: 조치, 방안

▪keep from∼ing: ∼하는 것을 막다

▪trash: 폐물, 쓰레기

☞ hundreds of millions of가 ‘수억의’란 뜻의 복수를 나

타내므로 이의 수식을 받는 computer는 복수 형태인

‘computers'가 되어야 맞다.

7. 어법상 틀린 곳 찾기    정답 ④   
폭력, 무력의 사용, 평화와 전쟁에 대한 관점은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 예를 들어, 여성이 사형 제

도를 지지하는 경우는 더 적고 총기 규제에 더 호

의적이며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선 덜 호의적이다.

이러한 류의 남녀 성의 차이에 대한 좋은 예는 고

의적으로 공공 재산을 파괴한 싱가포르에 살던 한

미국인 십대가 전통적인 싱가포르 형벌인 매질에

처해지는 판결을 받았던 1994년에 있었다. 대다수

의 미국인 어머니들은 야만적이라고 여긴 반면, 아

버지들은 이를 적절하다고 보았다.

▪violence: 폭력

▪death penalty: 사형

▪favor: 호의를 보이다, 찬성하다

▪sort of∼: ∼종류의, 부류의

▪emerge: 나오다, 드러나다

▪vandalize: (공공시설 등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다

▪property: 재산, 소유물

▪sentence: 선고하다, 판결하다

▪punishment: 형벌

▪caning: 매질

▪barbaric: 야만적인

▪appropriate: 적절한, 적합한

☞When절 이하는 1994를 설명해주는 구절로, 주어는 an

American 이고 동사는 was sentenced이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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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d in∼property 구문은 주어인 an American를 꾸며

주는수식어구이므로, 자동사인 lived의형태는주어를

꾸며주는 현재분사형인 living이 되어야 한다.

8. 어법상 틀린 곳 찾기    정답 ④

지난해 이주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그 대부분이 정말로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일반

적인 미국인들의 불안감은 편견과 오보로 인해 자

극을 받고 있는 반면, 지식인들은 추상적인 것에

논쟁을 벌이고 있다. 다시 살아나고 있는 원주민

문화 보호 정책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이주를 딱

잘라 말하는 어떠한 제안도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에 심한 저항을 받게 된다.

▪immigration: 이주, 이민

▪debate: 논쟁하다, 논쟁

▪simply: 정말로, 아주

▪intellectual: 지식인

▪abstraction: 추상, 추상적 개념

▪insecurity: 불안정, 불안감

▪inflame: 흥분시키다, 자극하다

▪prejudice: 편견

▪misinformation: 오보

▪resurgent: 소생하는, 부활하는

▪nativism: 원주민 보호주의, 토착 문화 보호

▪proposal: 제안, 제의

▪curtail: 줄이다, 삭감하다

▪massive: 방대한

▪resistance: 저항

▪liberal: 자유주의의

▪conservative: 보수적인

☞ sharply가 to 부정사인 to curtail를 수식하므로 ‘to 부사

동사원형’ 형태인 to sharply curtail이 되어야 한다.

9. 어법상 틀린 곳 찾기                    정답 ⑤

슈퍼마켓은 우리가 충동구매를 하게끔 자극한

다. 우리가 들어갈 때 상점이 선택해 놓은 방향을

따라 “영향력 있는” 통로로 이동한다. 이러한 통로

에는 비록 세일하지 않는 품목들도 이따금씩 있지

만, 세일하는 품목들로 가득 차 있다. 중앙 통로에

있는 진열품들은 우리를 더디게 한다. 더 고가의

상품들이 쇼핑객들이 처음으로 보는 눈높이에 진

열된다.

▪encourage: 자극하다. 고무하다

▪impulse: 충동

▪aisle: 통로

▪casually: 우연히, 임시로

▪display: 진열하다, 전시

▪merchandise: 상품

☞⑤에서선행사가 eye level이므로상품이진열되는높이

가 쇼핑객들이처음보이는 높이에눈높이가맞는 곳이

라는 뜻이므로시간을나타내는관계부사 when이 아니

라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를 써야 한다.

10. 어법상 틀린 곳 찾기    정답 ②   
모든 암기 기법 중 반복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

러한 생각은 너무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렇

지만, 어떠한 사실들을 여러분의 기억에 넣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정말 좋은 방법은 그 사실을

큰 소리로 여러 번 말하는 것이다. 핵심은 그 정보

가 여러분의 오래된 기억의 일부가 되도록 충분히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다. 반복은 새로운 정보가

쉽게 기억되도록 도와 줄 것이다. 그것이 다른 어

떤 방법보다 나은 기법이다.

▪technique: 기법, 기교

▪repetition: 반복

▪put A into B: B에 A를 넣다

▪long-term: 장기간

▪retain: 계속 유지하다, 보유하다

☞ 부사 too는 ‘너무∼한’의뜻을지니고형용사, 부사를수

식하지만비교급을수식할수는없다. 비교급을수식하

는 부사로는 much, far, a lot 등이 있다.

11. 지칭 추론    정답 ④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출생의 순간부터 아이는

부모에게, 부모는 아이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아기들은 특별한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 나

기를 요구받는다. 하지만, 몇십 년 전에 전문가들

은 신생아를 단지 반사에 의해 반응하는 초생 생

물, 그것에 영향을 줄 능력이 없는 환경의 무기력

한 희생자로 여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신

생아가 요구하는 것이라곤 영양분과 깨끗한 기저

귀, 따뜻한 요람이라고 생각했다.

▪possess: 소유하다, 소유물

▪innate: 타고난, 천성의

▪newborn: 갓 태어난, 신생의

▪primitive: 초기의, 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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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ure: 생물

▪reflex: 반사하다, 반사 작용

▪victim: 희생자

▪capacity: 능력

▪infant: 신생아, 유아

▪nourishment: 영양분

▪diaper: 기저귀

▪cradle: 요람

☞ ‘a helpless victim∼’이하의구문에서영아가환경에영향

을 주지 못하고 환경에 좌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

내므로 ‘∼influence it’에서 it은 ④의 environment가 적절

하다

12. 지칭 추론  정답 ④  
언어는 사회의 그것을 반영한다. 언어 그 자체

는 그것의 산물이 아닐지라도 언어는 사회적 금

기나 인종 차별주의에 대한 태도 뿐 아니라 그것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태도를 암시할 수 있

다. American Heritage Dictionary의 구판에서 단

어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예문들에는

‘남자다운 용기’와 ‘남성적 매력’, ‘계집애 같은 눈

물’과 ‘여성의 간계’가 포함되어 있다. 1972년까지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여교수의 화장실 문에는 ‘여

성’이라고 쓰여 있었던 반면, 남교수 화장실에는

‘교직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언어학적으로

‘사무원’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콜롬비아 대학에

여교수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상으로

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reflect: 반영하다

▪connote: 암시하다, 의미하다

▪attitude: 태도, 사고방식

▪taboo: 금기, 금단

▪racism: 인종적 차별

▪edition: (초판, 재판)의 판

▪illustrate: 예증하다, 설명하다

▪masculine: 남자의, 남성의

▪feminine: 여자의, 여성의

▪wile: 책략, 간계

▪faculty: 능력, 기능

▪linguistically: 언어학적으로

▪semantically: 의미상으로

▪feminism: 페미니즘, 여성 해방론

▪humanism: 인도주의

▪determinism: 결정론

▪sexism: 성 차별주의

▪authoritarianism: 권위주의

☞책의예문과콜롬비아대학의화장실라벨을예로들면

서 언어상에서의 남녀 차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13. 어조 파악               정답 ①  
동물의 행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만찬에서 그들의 숨겨진 부분이 드러나는 때를

염려해야 한다. 운이 없는 사람들은 확실히 동물

얘기를 하는 누군가의 옆에 앉게 된다. 대화는 분

명 이런저런 행동을 한 애완동물에 대한 것일 테

고 ‘허튼 말’은 그에 대한 정중한 표현이다. 가장

최악의 이야기는 고양이에 관한 것이다. 자부심이

강한 주인들은 그들의 만찬 동안 고양이들의 재

간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 얼마나 고양이들을

그리워하는지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한다. 이러한

고양이들은 강도가 그들의 밥그릇을 달그락 거렸

다면 강도의 다리를 비벼댔을 것이다.

▪dread: 두려워하다, 염려하다

▪invariably: 변함없이, 반드시

▪nonsense: 허튼 소리, 무의미한 것

▪polite: 정중한, 예의바른

▪ingenuity: 정교, 교묘함, 재간

▪rub: 비비다, 문지르다

▪burglar: 강도

▪rattle: 달각거리는 소리를 내다

▪instructive: 교훈적인

▪nostalgic: 고향을 그리는

▪appealing: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 만찬에서 그들의 애완동물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을

비꼬는듯한어조로글마지막에해학적인글쓴이의어

조를 느낄 수 있다.

14. 주제 추론                      정답 ③
영상 매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현실에 불만을 가질 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일상

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배역만

큼 흥미진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코

미디 쇼의 스타처럼 상당히 재미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보통 사

람들은 무한한 돈과 관심을 받는 유명한 대중 스

타들을 부러워할지 모른다. 또한 시청자들은 현실

에서 TV 스타들처럼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없을

때 낙담하게 될지 모른다. 화면상에서 그들은 배

우들이 30분짜리 프로그램이나 20초짜리 광고에

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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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media: 영상 매체

▪discontent: 불만, 불평

▪furthermore: 더욱이

▪personality: 성격, 인간

▪attention: 주의, 관심

▪handle: 다루다

▪induce: 설득하다, 야기하다

▪dissatisfaction: 불만족

☞ 대중 매체에 비취지는 스타들의 모습에서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불만족하게 된다는 내용의 글이다.

15. 주제 추론                      정답 ①  
심리학 연구에서 지금까지 남녀 모두 스트레스

에 대해 ‘투쟁 혹은 도피’의 반응을 나타낸다고 주

장해 왔다. 즉, 개인은 공격적인 행동(‘투쟁’)으로

반응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달아나려

는(‘도피’)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서 남녀는 스트레스에 대해 상당히 다른 생물학

적, 행동학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

자는 종종 투쟁 혹은 도피의 반응을 보이는 반면,

여자는 또 다른 반응을 종종 보인다. 여자들의 반

응은 ‘돌보기와 친해지기’로 불려 질 수 있다. 즉,

그들은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며(‘돌보기’) 다

른 사람들에게 사교와 후원을 구함으로써(‘친해지

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종종 반응한다.

▪psychological: 심리학의

▪maintain: 유지하다

▪aggressive: 공격적인

▪withdraw: 물러나다, 철회하다

▪biological: 생물학적인

▪response: 반응, 응답

▪tend: 돌보다, 간호하다

▪befriend: ~의 친구가 되다

▪nurture: (아이를) 양육하다

☞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남녀 간에 대처하는 반응이

다르다는것을새로운연구에서볼수있다는내용의글

이다.

16. 추가 할 내용 추론                   정답 ①
인터넷이 점점 더 정보 검색의 중심이 되면서

학생들과 학자들은 도서관의 더 많은 자료들을

디지털화하고 웹상에서 이용할 수 있기를 요구하

고 있다. 도서관 관리자들 또한 이러한 보존 방법

이 비용은 덜 들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사서

들은 디지털화하여 보관하는 방법이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대다수의 소규모의 도서

관들은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

나 인력을 공급할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

만,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오늘날 하나의 포맷에 저장된 파일들을 미래의

포맷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만일

문서가 스캔되고 폐기된다면 우리의 유산은 디지

털의 시류를 타고 길바닥의 어딘가에 영원히 사

라져 버릴 것이다.

▪central: 중심의, 주요한

▪scholar: 학자

▪preservation: 보호, 보존

▪fault: 실수, 결점

▪budget: 예산

▪undertake: 맡다, 착수하다

▪usable: 쓸 수 있는, 알맞은

▪format: (컴퓨터의) 포맷, 형식

▪discard: 버리다, 처분하다

▪heritage: 유산, 전통

▪bandwagon: 우세한 쪽

☞ 소규모의 도서관에는 자료들을 디지털화 할 인력이나

장비가부족하고이를뒷받침할예산이부족하다고하

였으므로 그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져야 할 것이다.

17. 주어진 문장 넣기                정답 ③  
사람들에게는 운동에 관한 여러 속설이 있다. 한

가지 속설은 여자가 무거운 것을 들면 남자처럼 큰

근육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성 호르몬이 없

으면 여자는 남자처럼 큰 근육을 만들 수 없다. (또

다른 운동에 관한 속설은 식욕을 증진시킨다는 것

이다.) 실제로,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 수치를 안정

시키고 이것은 배고픔을 방지해 준다. 일부 사람들

은 또한 하루에 몇 분이나 한 주에 한 번 운동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근육과 심장혈

관의 건강을 위해서는 최소한 한 주에 세 번의 강

도 높은 운동이 필요하다.

▪misconception: 오해

▪appetite: 식욕

▪weight: 무거운 물건, 무게

▪bulk: 크기, 부피

▪stabilize: 안정시키다

▪blood-sugar: 혈당

▪session: 회기, 기간

▪workout: 운동

▪cardiovascular: 심장 혈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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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의 뒤에 'hunger pain'이란 어구와 앞에서 남성 호르

몬없이는근육이증가하지않는다는말로미루어보아

운동에 관한 또 다른 속설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있고 이것이 식욕에관한 것임을미루어 알수 있으

므로 주어진 문장은 ③에 오는 것이 알맞다.

18.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휘 추론              정답 ①  
여러분은 누군가의 감정에 대한 배려나 사회적,

문화적 금기에 대한 염려에서 완곡어법을 사용한

다. 여러분은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당신의 아버

지가 죽어서 유감이에요.”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한다. 여기서

완곡어법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보호할 뿐 아니

라 상중에 있는 사람의 감정에 대한 여러분의 배

려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restroom"이란 단어

를 사용할 때, 여러분은 직접적인 용어로 신체적

기능을 말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금기를 존중한

다. 여러분은 또한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고 이는 보통 예의의 표시로 여겨진다.

▪euphemism: 완곡어법

▪sensitivity: 민감도, 민감성

▪grieving: 몹시 슬퍼하다

▪mourn: 슬퍼하다, 한탄하다

▪indicate: 가리키다, 나타내다

▪courtesy: 예의바름, 친절

▪generosity: 관대, 관용

▪hierarchy: 계층제, 계급

▪sincerity: 성실

▪liveliness: 활기, 생기

☞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직설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완곡어법을쓰고있으므로이는상대방에대한배려, 즉

예의바름이라고 볼 수 있다.

19.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휘 추론               정답 ①  
장기 매매에 관한 토론이 건강관리 토론에서

서서히 제기되고 있다. 이타적인 “증여관계”는 동

기를 부여하는데 부적절할 수 있고 오늘날 의학

에는 맞지 않을 것일 수도 있다. 지불한다는 것이

나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자들이 죽거나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의사들과 법조인들에 따

르면 가난한 사람들이 장기 매매를 하고 있는 현

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organ: 장기, 조직

▪creep: 슬며시 다가오다, 기다

▪altruistic: 이타적인

▪inadequate: 부적절한

▪motivator: 동기

▪anachronism: 시대착오

▪obtain: 얻다, 획득하다

▪transplant: (기관, 조직을)이식시키다

▪impoverish: 가난하게 하다, 허약하게 하다

▪donor: 기증자

▪phenomenon: 현상

▪secretive: 숨기는 경향이 있는

☞ 앞의 접속사 Though로 미루어 보았을 때, 뒤에는 반대

의내용이나올것이라는것을짐작할수있다. 장기매

매를하는것은나쁘지만장기를이식하지않으면죽거

나고통을받는사람들에게는나을수도있다는내용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20.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휘 추론               정답 ①   
국토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생산과정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연 자원은 경작지, 숲, 광물, 석유

매장물 등을 의미한다. 그럼, 자본은 어떠한가?

자본재나 투자재는 모두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송하거나 배분하는데 종합적인 도움

을 줄 수 있다. 자본재는 소비재와는 다른데, 후자

는 직접적으로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반면, 전자는

후자의 생산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만

족시켜 준다. 여기서 정의한 자본은 돈을 언급하

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돈만으로

는 어느 것도 생산할 수 없다.

▪arable: 경작할 수 있는

▪deposit: 침전물, 퇴적물

▪capital: 자본

▪investment: 투자

▪synthetic: 종합적인, 합성의

▪transport: 수송, 운송

▪distribute: 배포하다, 나누다

▪latter: 후자의

▪want: 필요, 요구

▪facilitate: 용이하게 하다

▪consume: 소비하다

☞ 글의 후반 부분에 자본제와 소비제의 차이를 설명하면

서자본제는 소비제의 생산을용이하게 한다는 것과앞

부분에서의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종합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밑줄에는 돈 만으로는 생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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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휘 추론            정답 ③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면역 체계에 태도가 주

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이는 심리적 상태와 육체적 질병의 중간 단계

로 여겨진다. 우리 주변의 상황을 우리가 해석해

버리는 감정적인 맥락은 질병에 걸리는 첫 번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상황을 통

제할 수 있으므로 심리학과 질병 간의 이런 연결

고리의 해명은 좋은 소식이다. 한 때 순전히 심리

학적이고 불치의 병이라 여겨졌던 질병들은 우리

가 믿었던 것보다 개인적인 통제를 더 잘 따를

수도 있다.

▪devote: 헌신하다, (노력을) 기울이다

▪investigate: 조사하다

▪immune: 면역의

▪intermediary: 매개자, 중재인

▪physical: 육체적인

▪interpretation: 해석, 설명

▪psychology: 심리학

▪purely: 순수하게, 완전히

▪incurable: 불치의

▪amenable: 복종하는, (시험, 검사를)받을 수 있는

▪revision: 개정, 교정

▪construction: 건설, 구조

▪clarification: 설명, 해명

▪split: 균열, 분열

▪manipulation: 교묘한 처리, 조종

☞면역체계에태도, 즉마음가짐을어떻게먹는가에따라

질병을다룰수있는정도가달라진다는내용으로, 이런

태도들은우리가통제, 조정할수있으므로심리학과마

음가짐(태도)에 대해 밝히는 것, 설명하는 것은 불치병

으로여겨졌던병들을치료할수있을지도모른다는내

용이다.

22.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휘 추론             정답 ①   
우리 여성들은 함께 있는 사람이 무례하고 공

격적일 때도 모든 것을 “좋게” 유지해야 할 책임

이 있다고 생각하게끔 가르침을 받아왔다. 남성과

의 대화에서 여성은 질문을 던져 말을 이끌어 내

도록 하는 반면, 남성은 전형적으로 “흠”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계속 웃는데, 이는

우리 문화의 복종이라는 작은 관습의 하나이다.

우리는 칭찬을 받게 되면 당황함을 느끼도록 배

우지만 우리를 비판하려 하면 성급히 그것을 인

정하도록 배운다. 그리고 우리가 공격적이 되거나

화가 날 때는 오히려 더 웃는다. 요컨대, 우리는

상당한 시간을 소심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

▪assume: 가정하다, ∼라고 생각하다

▪throw out: 던지다, 제기하다

▪verbal: 구두의, 말의

▪perpetually: 영구히, 영속적으로

▪ritual: 의식의, 제식의

▪submission: 복종, 항복

▪praise: 칭찬하다

▪criticism: 비평, 비난

▪acknowledge: 인정하다

▪tight up: 조이다

▪timid: 겁많은, 내성적인

▪moral: 도덕적인

▪untruthful: 거짓의

▪passionate: 열정적인

▪sensible: 민감한, 상식적인

☞칭찬을받게되면당황하고, 비판하면성급히인정을해

서 더 비난 받지 않으려 한다는 말을 미루어 보아 소심

하다(timid)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3.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구 추론               정답 ④   
나와 같은 3천 5백만 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들의 대부분은 모든 진실의 거울이 그곳에 속하

지 않은 누군가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집

에서 자라는데 그 집은 우리에게 맞지 않고 적대

적인 가족의 보금자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누

군가의 말은 절대 “올바르게” 들리지 않을 것이

다. 우리가 이러한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원래의

언어 습관을 숨기거나 자신의 의견을 완전히 포

기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존중하

지 않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를 바란다. 흑인 영

어는 정확히 언어학적 버팔로(멸종 위기의 것)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의 상태를 위험에 처한 종

으로 사라져가는 대체할 수 없는 공동 지식의 체

계로 이해하거나 언어의 소멸과 그와 더불어 우

리 자신의 정체성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많은 것

들이 소멸될 것을 예측해야만 한다.

▪shelter: 피난처

▪alien: 이질적인, 외래의

▪hostile: 적대의

▪surrender: 넘겨주다, 인도하다

▪endanger: 위험에 처하다

▪perish: 멸망하다, 죽다

▪irreplaceable: 바꿀 수 없는

▪extinction: 멸종



2008 시험 해설 외국어 영역 - 8 -

▪extinguish: (불, 빛 등을)끄다

▪preference: 우선권

▪enthusiasm: 열의, 열광

☞흑인영어를사라져가는종으로인식하고이러한종이

사라지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체성도 사라

질 수 있다는 내용을 집에 빗대어 하고 있으므로 답은

④가 적절하다.

24.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절 추론              정답 ②  
최근까지 점성학은 대중문화의 일부로 여겨졌

고 학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

았다. 하지만 일부 영국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태

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Southampton 대학의

Christopher Bagley와 그 외 다른 이들은 점성학

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그들은 과학,

역사, 종교에서의 점성학의 역할을 연구하기 위해

대학 수준의 과정을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회에서는 이러한 경향에 비판

적이다. “점성학은 가상의 세계와 같은 범주에 있

다.”고 Cambridge 대학의 David Minott는 말한다.

그는 대학들이 그들의 자금, 시간, 노력을 다른 더

중요한 문제에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astrology: 점성학, 점성술

▪critical: 비평적인, 비판하는

▪trend: 경향, 추세

▪fairy: 상상의, 요정의

▪conference: 회의, 협의

☞등위접속사 and 앞에는점성학이대중문화의일부로여

겨졌다고 하였지만, 빈 칸 뒤의 But 이하에서는 연구자

들이대학수준의과정을도입한다는말로미루어보아

빈칸에는점성학에관심을두지않았다는태도를앞뒤

문맥을 미뤄 알 수 있다.

25.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연결어 추론            정답 ⑤  
직접적 의미(외연)과 간접적 의미(내연)를 식별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외연이라는 용어는 사전에

서 직접 찾을 수 있는 의미를 말한다. 그것은 그

문화의 구성원들이 한 단어에 부여한다는 의미이

다. 내연은 특정한 청자가 한 단어에 부여하는 감

정적, 주관적 의미이다. 의사에게 ‘죽음’이라는 단

어는 심장이 멈추는 시간을 의미할 지도 모른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의 객관적인 설명이다.

반면, 아들의 죽음을 통보받은 엄마에겐 이 단어

는 죽음 그 이상의 의미이다. 그것은 아들의 젊음,

야망, 가족, 아픔, 등을 회상하게 한다. 엄마에게

‘죽음’이란 매우 감정적이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단어이다.

▪identify: 식별하다

▪denotation: 표시, 명시적 의미, 외연

▪connotation: 함축, 내연

▪assign: 할당하다, 부여하다

▪subjective: 주관적인

▪particular: 특정한

▪sum up: 요약하다

☞빈칸앞에는의사에게 ‘죽음’이뜻하는의미를설명하고

있고 뒤에는 엄마에게 뜻하는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므로빈칸에는역접의접속사가오는것이알맞다.

26. 요지 추론                        정답 ⑤

내가 전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유일

한 과학적 사실의 한 조각은 우리가 완전히 자연

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다. 즉, 나는 이것을 생물

학에서의 지난 100년 동안의 중요한 발견으로 여

긴다. 그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다. 18세

기 계몽 운동의 가장 빛나는 지성이 우리 중 누

군가에게 우리가 얼마나 아는 게 적은지 앞에 놓

인 길이 얼마나 당혹스러워 보이는지 듣는다면

놀랄 것이다. 20세기 과학이 인간의 지성에 한 가

장 지대한 공헌을 나타내는 것은 무지의 깊이와

영역과 갑작스레 직면한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그것에 직면해 있다.

▪solid: 견고한, 단단한

▪profoundly: 깊이

▪ignorant: 무지한

▪regard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illuminate: 계몽하다, 명백히 하다

▪Enlightenment: 계몽 운동

▪bewilder: 당황하게 하다

▪confrontation: 대면, 대결

▪scope: 범위, 영역

▪represent: 나타내다

▪contribution: 공헌, 기여

☞글의후반부에서중심내용이잘나타나있다. 즉, 20세기

의과학의연구로우리가얼마나자연에대해무지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27. 함축 의미 추론                       정답 ③  
시사 뉴스는 언론계의 먹이사슬의 제일 마지막

에 위치한다. 우선 라디오는 시간마다 소식을 보

도하고 저녁 텔레비전 뉴스는 그것을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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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더한다. 신문은 더욱 상세하게 그 이야기

를 채운다. 마지막으로 시사 뉴스는 그것을 요약

하고 분석하게 된다. 독자는 그 때쯤이면 정보 과

잉으로 탈이 나게 될 지도 모른다. 그것은 위트,

반영, 요약이나 어떤 참신한 보도나 전문가와의

상담,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더하기 위해 원래

있던 생각을 바꾸게 한다. 시사 잡지의 실제 역할

은 독자들이 당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중에 최고는 논쟁하

기를 좋아하는 엉성한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다.

▪hourly: 시간마다

▪summarize: 요약하다

▪acute: (아픔 등이)격렬한, 심한

▪glut: 배불리 먹이다, 만족시키다

▪compression: 요약, 압착

▪shaggy: 얽히고 설킨, 애매한

▪contentious: 다투기 좋아하는, 논쟁하기 좋아하는

▪expense: 지출, 비용

▪quarrelsome: 싸우기 좋아하는

▪dog-eat-dog: 치열하게 다투는

☞그뒤의내용에상세하게설명되어있다. 시사뉴스는라

디오나 텔레비전에 한 내용을 요약하고 분석하기 때문

에이미 그것을 들은독자에게 어필하기가 어렵다는의

미로 볼 수 있다.

28. 뒷 문단의 내용 추론                   정답 ①
그리스의 지배적인 신화는 가족, 특히 조상들의

죄로 인해 불행한 운명에 처해진 가족에 관한 것

이었다. 후손들이 무엇을 하든 불행한 삶을 살아

야 했고 조상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로 인해

종종 비참한 최후를 맡아야 했다. 어느 누구도 정

확히 그리스 인들이 왜 그러한 이야기에 끌렸는

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이유는 그들의 어쩔

수 없는 운명, 즉, 그들이 무엇을 하며 살지 결정

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

과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가족 연대

가 강한 모든 사회에서 가족 배경이 종종 아들

딸들이 겪는 실패의 탓으로 돌려지기 때문에 가

족 신화를 얘기한다. 아마도 널리 퍼져 있는 인간

의 특성은 자신의 삶에 완전히 책임을 지는 것을

피하려 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하려는 많은 사람들은 볼 수 있다.

▪dominant: 지배적인, 우세한

▪specifically: 명확히

▪doom: 운명 짓다

▪sin: (종교, 도덕상의) 죄

▪descendent: 전해 내려오는

▪wretch: 가련한 사람, 철면피

▪miserable: 비참한, 불쌍한

▪ancestor: 조상

▪unspeakable: 이루 말할 수 없는

▪prone: ∼하는 경향이 있는

▪overwhelming: 압도적인, 굉장한

▪fate: 운명, 비운

▪destiny: 운명, 숙명

▪widespread: 널리 보급된, 광범위한

▪trait: 특성, 특질

☞글의마지막부분에서자신의삶에온전한책임을지려

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바로뒤에는그러한사람들에관한이야기

가 나올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9. 앞 문단의 내용 추론                   정답 ③  
Theodore Roosevelt는 그것을 해적질이라고 말하

며 전쟁을 요구했다. 프랑스 전선에서 독일은 또

다른 위험한 무기인 독가스를 도입하였으며 벨기

에에서의 독일의 잔혹 행위가 보도되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전쟁을 피하고

자 했다. 윌슨처럼, 그들은 협상이 그 문제를 해결

하기를 바랐다. Lusitania가 함몰된 며칠 뒤에 “한

사람이 싸움에 자신만만해서 싸우지 않는 그런 경

우가 있다. 한 국가가 너무 정의로워서 무력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

다.”고 Wilson은 말했다.

▪piracy: 해적질, 도용

▪weapon: 무기

▪atrocity: 포악, 극악

▪stay out: 간섭하고 싶어 하지 않다, 피하다

▪negotiation: 협상

▪sink: 가라앉다

▪convince: 확신시키다

☞ Theodore Roosevelt가 말한 해적행위라는 말과 뒤

에 나오는 독일의 행위로 빗대어 보아 앞에는 독일

의 해상 도발행위가 왔음을 알 수 있다.

[30~31] 시의 이해    
사건

한 번은 옛 도시 Baltimore를 구경 다니며

기쁨으로 마음과 머리가 벅차올랐지요,

나는 볼티모어 사람을 만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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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계속 나를 보고 있었지요.

전 여덟 살이었고 아주 작았고,

그 애도 크지 않았고요,

내가 웃으니 그 애는 혀를 내밀며,

나보고 “검둥이.”라고 불렀지요.

전 Baltimore 전역을

5월에서 10월까지 구경했지요.

그런데 그 곳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 중에

내가 기억하는 거라곤 그 뿐이지요.

▪incident: 사건, 사변

▪glee: 환희, 기쁨

▪whit: 조금

▪poke out: 내밀다

▪tongue: 혀

▪nigger: 검둥이

30. 심경 추론     정답 ②

☞처음에는기쁨에벅차 Baltimore를구경 다녔지만자신

을보고검둥이라고말했던아이때문에나중에그기억

밖에 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충격을 받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냉소 → 짜증

③ 흥미 있는 → 인정하는

④ 흥미 있는 → 앙심 깊은

⑤ 기대하는 → 인정 많은

31. 함축 의미 추론       정답 ④
☞ 밑줄 친 부분은 ‘검둥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다른 일은 아무 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는 의미이다.

32. 글의 순서 배열                정답 ④
플로리다는 모든 주 중에서 휴양지로 유명한데

은퇴 후 생활하는 지역으로 가장 인기가 있다.

(A) 쿠바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그 주

의 가장 인기 있는 해변 공동체 중 하나는 매우

국제적인 멋이 있다. (C)디즈니 월드가 그 곳에

1971년에 대중에게 공개되었을 때 그 곳은 또 다

른 관광객의 관심을 얻었다. (B)일년 내내 좋은

날씨, 수많은 관광 명소, 다양한 인구 분포, 아름

다운 경치와 해변으로 이곳이 미국의 가장 인기

가 있는 휴양지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retirement: 은퇴

▪immigrant: 이주자

▪community: 공동체, 사회

▪flavor: 멋, 특색

▪multiple: 복합의, 다수의

▪attraction: 관심, 매력

▪landscape:경치, 풍경

☞플로리다에대한전체적인풍경을묘사하는 (A)가제일

처음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그 곳이 또 다

른 관심을 받게 된 배경인 (C)가 오고 마지막으로 이러

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끝맺는 (B)가 오는 것이 알맞다.

33. 목적 추론                  정답 ⑤
이 현대의 카우보이 이야기는 1949년에 정착된

다. 이야기에는 텍사스에서 북쪽의 멕시코로 거칠

게 말을 타는 세 명의 젊은이가 나온다. 그들의

모험은 20세기 미국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세

계로 그들을 데려다 주는데, 거기에서는 여전히

말과 자연이 어울려 가는 것이 가능하다. 고전 영

화에서처럼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은 단순히 John Wayne의 영화를 각색한 것

은 아니다. 등장인물들이 확실하고 자연의 묘사는

확실히 훌륭하다. 문체는 야심차며, 액션으로 가

득찬 줄거리를 바탕으로 한 뛰어난 형식은 내내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는다. 우리는 2권도 이처럼

만족스럽기를 바란다.

▪rewrite: 다시 쓰다, 각색하다

▪brilliant: 훌륭한, 빛나는

▪ambitious: 야망 있는

▪masterful: 훌륭한, 대가의

▪plot: 줄거리, 각색

▪volume: 책, 권

▪literature: 문학

☞ second volume이라는 어휘를 통해 제 2권이 나왔음을

알수있고 1권이만족스러웠으므로 2권도그러길바란

다는말에서 2권에대한서평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34. 목적 추론                  정답 ⑤

나는 종종 초기 정착민들이 이 풍요로운 대륙

에 접근함에 있어 야만적이고 생각 없었음에 놀

랐다. 그들은 그곳이 마치 적이라도 된 듯이 왔다.

그들은 숲을 불태우고 강우량을 변화시켰다. 그들

은 평원에서 버팔로를 내몰고 시내를 마르게 하

고 초원에 불을 지르고 무분별한 낫질로 미개척

지의 질 좋은 목재들을 베어냈다. 아마도 그들은

그것들이 무한하고 고갈되지 않으며 사람은 새

로운 경이로운 곳으로 끝없이 옮겨 갈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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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을 것이다. 분명히 그 반대의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초기의 사람들이 그

것을 싫어하는 양,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양,

언제든 내쫒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나라를 약

탈했다.

▪savagery: 야만, 미개

▪thoughtlessness: 생각이 없는, 경솔한

▪continent: 대륙

▪rainfall: 강우, 강우량

▪swept: sweep(쓸어버리다)의 과거, 과거분사

▪plain: 평지, 평원

▪blast: 시들게 하다, 마르게 하다

▪reckless: 무모한

▪scythe: 큰 낫

▪virgin: 최초의, 개간되지 않은

▪timber: 재목, 목재

▪pillage: 약탈하다, 약탈자

▪temporary: 일시적인, 임시의

☞ 이 글에서는 초기의 정착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유

로 자연 환경을 파괴해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35. 분위기 파악               정답 ①   
Edward는 그 때 완전한 암흑 속에 있었다. 홀

의 높은 창문을 통해 비치던 석유 전등의 불빛이

사라져가고 Edward의 얼굴에 와 닿는 공간을 가

득 채운 어떤 까만 벨벳 옷감이나 부드러운 새까

만 물질 같은 어둠 속에 둘러 싸였다. 이런 안내

의 감각의 결핍 속에 자신감 없이 그는 천천히

불안하게 움직였고 방향 감각을 잃었다……. 밤하
늘과 아치를 이룬 나무들은 마치 작고 빛이 없는

어두운 방인 지하 감옥의 벽 같았고 그는 그 한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손을 뻗었

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다. 갑자기 무언가가

그의 목을 잡았는데 그것은 그를 비틀거리게 하

고 무자비하게 숨 막히게…… 하는 참을 수 없는

느낌이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느낌이 그를 갑자기 쓰러지게 했다.

▪glow: 불꽃, 밝음

▪extinguish: (불빛 등을) 끄다, 진화하다

▪obscurity: 불분명, 흐릿함

▪velvet: 벨벳, 우단

▪textile: 직물

▪inky: 새까만

▪stuff: 물질, 직물

▪deprivation: 박탈, 상실

▪sensory: 감각의, 지각의

▪arch: 아치형의, 궁형의 것

▪centre: 중앙, 중심

▪insufferable: 참을 수 없는, 밉살스러운

▪sensation: 감각, 지각

▪stagger: 비틀거리다. 동요하다

▪gasp: 헐떡거림, 숨막힘

▪harshly: 거칠게, 무자비하게

▪dreadful: 무서운, 두려운

▪disgraceful: 창피한

☞ Edward는 사방이 어둡고 밤하늘에 지하 감옥의 벽

같은 나무들이 드리워져 있는 것 같고 무언가가 자

신의 목을 조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으

므로 무섭고 두려운 분위기가 가장 알맞다.

                 
36. 제목 추론                            정답 ②
신속하다거나 제 시간에 맞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늦는다는 것은 어떨까? 만일 여러분이

수업에 계속 늦는다면 교사가 여러분에 대해서

수업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도 그

다지 긍정적이지 못할 것이다. 신속함은 전문가

기질, 배려, 존중과 통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시할

것이다. 또한 누군가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배려와 존중의 의미로 여겨진다. 어떤 연구에서

누군가와 보내는 시간의 양은 관계의 만족과 이

해를 이끌어 내는 지표였다.

▪prompt: 즉시, 신속한

▪consistently: 계속적으로

▪instructor: 강사, 교사

▪promptness: 신속함, 즉시

▪professionalism: 프로 근성

▪predictor: 예언자, 예보자

☞시간을지키는것이나누구와함께시간을보내는것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내용

의 글이므로 ②가 적절하다.

 37. 글의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④
많은 중간에 태어난 아이들은 전형적으로 그들

의 또래 그룹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들

은 가족 구성원의 다른 누구보다 빨리 집 밖으로

나가서 친구를 만들기로 유명하다. 아이가 집에서

무용지물인 것처럼 느껴질 때 친구는 아주 중요

하다. 첫째 아이는 일반적으로 친구가 적고 중간

에 태어난 아이는 친구가 많다. 중간에 태어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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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제일 먼저 집을 떠나 다른 누구보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산다. 나는 오프라 윈프리 쇼의 초대

손님으로 나갔을 때 이러한 경향의 극적인 사례

를 보았다. 그 날의 주제는 형제자매 간의 경쟁의

식이었다. 모두 자매인 세 명의 매력적인 젊은 여

성들이 손님 중에 있었다. 나는 첫째와 막내는 그

들이 자란 동부에서 그들 부모 근처에 살고 있었

고 반면 둘째는 서부로 이사를 했었다는 것을 바

로 알았다.

▪typically: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peer: 동등한 사람, 동료

▪fifth wheel: 무용지물

▪firstborn: 장남, 첫 아이

▪propensity: 경향, 성향

▪farther: 더욱이

▪illustration: 설명, 예증

▪sibling: 형제, 자매

▪rivalry: 경쟁, 적대

☞ 중간에 태어난 아이가 친구가 많고 집에서 떨어져 나

와 독립적으로 사는 경향이 많다고 했고, 부모가 어떠

한 아이를 선호하는 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

지 않다.

38. 글의 문단 요약           정답 ③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놓칠 수 없는 기쁨과 원

천을 얻는다. 비록 극소수의 사람들이 살면서 책을

읽는다고 한다는 점에서 문학 연구가 비실용적으로

보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실용적이다. 문학은 우리 이전에 살았던 우리와 같

거나 다른 사람들, 우리의 공통적인 인간성과 역사

의 차이를 가늠할 수 있는 수세기 동안의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을 기록하고 구체화한다. 그리고 우리

의 동시대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세상을 조명한다.

▪fiction: 소설, 허구

▪acquire: 획득하다

▪literary: 문학의, 문예의

▪impractical: 비현실적인, 비실용적인

▪embody: 구체화하다, 통합하다

▪contemporary: 동시대의, 현대의

▪illuminate: 조명하다, 비추다

☞소설이우리가사는세상을조명하거나그이전의사람

들의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화한다는 말로 사람의 한계

를 넘어서게 해준다는 말은 너무 비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므로 알맞지 않다.

39. 문단 요약           정답 ②
기본적인 심리의 이해는 많은 측면에서 사람에

게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심리가 여러분에 줄 수

있는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 그 중 하나는 무례하

고 반사회적인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너그러이 봐 주는 것이다. 여

러분이 성질을 잘 내는 것이 부분적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해도 가족들에게

소리를 치는 것에 대한 허락을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과학적인 중립이 사회를 합법적이거나 도덕

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 아이를 때리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아동 학대를 줄이거나 가해자를 치료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동

을 때리는 사람에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비록 심리에 대한 지식이 어떤 행동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하

는 것은 아니다.

▪offensive: 불쾌한, 무례한

▪antisocial: 반사회적인, 이기적인

▪temper: 기질, 심정

▪green light: (계획 등에 대한)승인, 허락

▪yell: 소리 지르다

▪neutrality: 중립

▪abuse: 남용하다

▪offender: 범죄자, 위반자

▪accountable: 책임이 있는, 설명할 의무가 있는

☞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반사회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이

해하는데는도움을줄수있겠지만한계가있고아이를

때리는행동이불우한어린시절을보냈다고해도그행

동에대한책임을져야한다고말하고있으므로②가적

절하다.

[40~41] 희곡의 이해    
John: 그 애를 잘 지켜보는 게 좋을 거야. 그 애는 점점

자기 분수를 몰라. 그렇지 않아?지금 네가 몇 살

이지? 몇 살 이야?

Kate: 넌 물론 모를 거야.

Shirley: 나이는 인격이나 성숙함을 판단하는 부적절

한 기준이야.

John: 그래, 그래, 몇 살이니?

Kate: 그 애는 13살이야.

Shirley: 나는 19살이고 다음 달이면 20살이 돼.

Kate: 그 애는 13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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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rley: 나는 18살이고 넌 상관하지 마…….
Kate: 그 애는 13살이야.

Shirley: 나는 17살이야. 꼭 알아야 한다면 말이야.

Kate: 너는 17살이 아니야, 바보야.

Shirley: 나는 15살이야!

Kate: 그 애는 14살이야. (John은 Shirley를 들어서 어

깨에 들쳐 매고 현관문을 나서서 문을 쾅하고 닫

는다. 그녀는 내내 “나를 내려줘, 내려줘.”라고 소리 지

른다.)

John: (웃으며 침실로 돌아와서) 어? 저 애를 잘 지켜

보는 게 좋을 거야. (그의 침실로 퇴장한다.)

Shirley: (되돌아와서 그를 뒤따라간다.) 나는 예술가가

될 거야. 예술가는 나이 따윈…….
▪irrelevant: 부적절한

▪maturity: 성숙(기), 완성(기)

▪it(that) is none of your business: 상관할 일이 아니다

▪porch: 현관

▪slam: (문 등을)쾅 닫다

▪indulgent: 멋대로 하게 하는, 관대한

▪sympathetic: 동정심이 있는

▪disapprove: 못마땅하게 여기다

▪be used to: ~에 익숙해져 있다

▪quarrel: 말다툼하다, 다투다

▪tease: 괴롭히다, 놀리다

▪argue: 논쟁하다

40. 등장 인물의 성격 파악                 정답 ④
☞ Kate는같은말을계속반복하다 Shirley의말에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바보라고 말하며 화를 내는 것으로

보아 못마땅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1. 함축 의미 추론 정답 ②

☞ 제일 처음 John이 한 말과 마지막에 John이

Shirley를 강제로 업고 간 부분이라든지 Shirley가

John을 따라가며 하는 말을 미루어 보아 다투고 있

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42~43] 장문의 이해    
여러분이 이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천국에 가본

적이 없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West Edmonton

Mall를 보고 경험해 볼 기회를 놓친 것이다. 이 거

대한 시설은 110에이커가 넘으며 일 년에 2천만 명

이상의 전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을 끌어 들인다.

이 쇼핑몰은 다른 대부분의 쇼핑몰과는 차별된다.

물론 가게들이 있지만, 더 많고 많은 가게들이 있

다. 사실, 800개 이상의 가게들이 있다. 하지만 이

쇼핑몰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상점 그 이상이다.

이 쇼핑몰 공간의 거의 40%가 호텔이나 100개 이

상의 음식점 뿐 아니라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곳으로 쓰이고 있으며 그것이 모두 한 건물 안에

있다.

Fantasyland Hotel은 355개의 객실이 있는데 그

중에 127개는 특별히 ‘테마’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손님들의 욕구에 충족하도록 장식되어 있다. 쇼핑

을 하면서 잠시 쉴 때 Galaxyland Amusement

Park, World Waterpark, Deep Sea Submarine

Adventure와 Sea Life Caverns, 전문 카지노, 볼링

장, 3개의 영화관이 있어 보고 할 것들이 아주 많

이 있다.

무엇을 할 지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살지 결정하

는 것만큼 어려울 수 있다. 돌고래, 물고기, 이국적

인 새들, 번식하는 펭귄 무리와 같은 200여 종 이

상의 많은 매력적인 전시 동물들을 보는 것은 여러

분을 자연으로 돌아가게 해준다. 롤러코스터에 타

면 시속 70마일의 속력으로 14층에서 떨어지는 반

면, 조용한 잠수함을 타면 이국적인 산호 암초로

여러분을 데려다 줄 것이다. 또는 다섯 개의 축구

장을 합쳐놓은 크기의 물속 공원으로 첨벙 뛰어 들

어갈 수도 있다.

▪mammoth: 매머드, 거대한

▪facility: 시설, 설비

▪dedicate: 헌납하다, 바치다

▪theme: 주제, 테마

▪decorate: 장식하다

▪fulfill: 실현하다

▪emporium: 백화점, 큰 상점

▪complex: 복합 단지

▪exotic: 이국적인, 외래의

▪colony: 식민지, 거류지, 공동체

▪breed: 사육하다, 낳다

▪tranquility: 평정, 평안

▪submarine: 해저의

▪coral: 산호

▪reef: 암초

▪splash: (물, 흙탕물이) 튀다, 첨벙 소리를 내다.

42.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②   
☞ 두 번째 문장, ‘you∼the biggest mall on Earth-West

EdmontonMall.’ 로보아, 세계에서가장큰상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3. 글의 종류 판단                  정답 ⑤   
☞쇼핑몰의 규모와 내부를 설명하면서 실제의 수치를 사

용하고 있고 어떤 내부로 구성되어 있는지 묘사, 열거

등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쇼핑몰과 차별되는 점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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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말하고 있으므로 묘사, 사실, 예, 통계를 모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④
지난달에 우리 집 일을 봐주는 2명의 전과자가

있었다. 그들은 느닷없이, 오전 10시 반에서 오후

2시 사이의 어떤 시각에 도착하여 일을 시작한다.

그들이 해 놓은 일은 아주 적은 비용에 보기 드

문 열정을 가지고 올해 초에 고용했던 전문 건축

업자들의 작업보다 단연코 뛰어났다. 우리는 이

둘을 화장실 청소부부터 영화감독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것은 거의 어는 것이든 공급해 줄 뿐 아

니라 일정 수준의 이데올로기를 작업 환경에 가

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용기관을 운영하는

‘Happy Guys’라는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 둘을 만

났다.

▪ex-prisoner: 전과자

▪patch: 수선하다, 고치다

▪unpredictably: 예상치 못하게

▪surpass: 능가하다, 뛰어나다

▪attribute: 속성, 특질

▪enthusiasm: 열정

▪operate: 작용하다, 경영하다

▪aim to: 에 목적을 두다, ∼에 향하다

▪ideology: 이데올로기, 관념 형태

☞ 위 글의 세 번째 문장인 'What∼which surely

surpasses the efforts of the official builder we

employed earlier in the year∼'로 보아, ④의 두 일꾼

이 전에 더 나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5. 도표의 이해                      정답 ⑤
①주화는 10년간의투자를통해가장지속적이고높은수

익을 낸다.

② 주식은 중장기 투자의 측면에서 추천할 만하다.

③ 다이아몬드는 1년간의 투자에서는 최고의 투자이다.

④ 금은 5년간의 가장 낮은 수익을 낸다.

⑤ 주택은 1년간에는 주식보다 수익을 많이 낸다.

▪compound: (이자를) 복리로 하다

▪annual: 연간

▪return: 수익(률)

▪consistent: 지속적인

▪investment: 투자

▪perspective: 전망, 관점

▪profit: 이익, 수익

☞ 주택은 1년간의 수익률이 2.0이고 주식은 4.9라고 도표

에나와있으므로주택이주식보다낮으므로⑤는일치

하지 않는다.

46. 무관한 문장 찾기                        정답 ③
디지털 사진 기술은 가족과 친구를 모두 가깝게 해주

었다. 요즘, 우리 대부분은 차나 비행기로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 사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어 우리가 보고 싶

을 때 자주 보지 못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뉴욕에서

홍콩까지 비행기로 20시간 이상 걸린다. 디지털 카메라

와 인터넷을 사용함으로, 우리는 정원부터 아이들의

축구 경기까지 모든 것을 화면에 담아 규칙적인 업데이

트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아주 유쾌한 목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계속 연락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줄 뿐 아

니라 직장이나 학교 환경에서 우리가 하는 더욱더 많은

일상적인 컴퓨터 작업에 균형을 맞추어 준다.

▪photography: 사진 촬영

▪relative: 친척

▪flight away: 비행하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routine: 일상적인

☞디지털사진기술이멀리있는사람들을가깝게유지해

준다는내용의 글이므로 ③의내용은 전체 글의흐름과

연관이 없다.

47. 무관한 문장 찾기    정답 ②

고대 이집트 미라가 도굴로 시작되어 세계를

두루 거친 후 고국으로 돌아온다. 그 미라는 기원

전 1293년부터 1291년까지 이집트의 통치자였던

람세스 1세의 유골로 여겨진다. 람세스 2세는 이

집트 역사에서 가장 잘 알려진 왕 중에 한 사람

이었고 유명한 사원들과 함께 이집트 전역에 기

념비를 남겼다. 이집트 학자들은 그 미라를 도굴

꾼들이 Luxor 부근의 왕족 무덤에서 약탈해 간

후 1860년에 그 나라에서 행방불명되었다고 말했

다. 그것은 처음에는 캐나다 박물관이 가지고 있

었고 1999년에 미국 Atlanta의 Michael Carlos

Museum에서 구입했다. 그것이 사실 왕족의 미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박물관의 관장이 이집트 사

람들에 대한 우정의 표시로 이집트로 돌려 줄 것

을 제안했다.

▪mummy: 미라

▪tomb: 무덤

▪robbery: 강도(질), 약탈

▪remains: 유적,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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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ble: 주목할 만한, 귀중한

▪monument: 기념비, 유물, 유적

▪temple: 절, 사원

▪spirit: 채가다, (몰래) 데리고 나가다

▪thief: 강도, 도둑

▪loot: 약탈하다

▪royal: 왕족의

▪purchase: 구매하다

▪curator: 관장, 지배인

▪token: 상징, 표시

☞위글은람세스 1세의미라가도난당해이집트로반환되

기까지의과정에대한내용으로람세스 2세에대한내용

은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다.

48. 심경 파악                 정답 ②

Santos 부인은 15층 아파트의 부엌 창문으로

몸을 내밀고 있는 2살짜리 딸, Carmelita를 봤다.

그 애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바로 창문 턱까지

올라갔던 것이다. Santos 부인은 Carmelita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했지만 그 작은 여자아이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를 향해 손짓을

했다. 그러자 그 아이는 균형을 잃고 발이 창문턱

으로 미끄러졌다. 손으로 잠시 동안 버티고 있었

지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 아이의 엄마는 도

움을 요청하기 위해 소리를 질렀고 그 때

Carmelita은 필사적으로 울었다. 그 아이는 더 이

상 버틸 수 없었다. 아이는 5층 아래로 떨어져, 거

리에서 달려와 아이를 잡을 준비가 된 세 명의

건장한 남자의 팔에 안전하고 온전히 안겼다.

Carmelita의 부모는 그녀의 딸을 거의 잃을 뻔했

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lean out: 굽히다. 기울게 하다

▪onto: ~위에

▪slip: 미끄러지다

▪sill: 문지방, 창문턱

▪manage: 잘 해나가다, 그럭저럭 하다

▪desperately: 필사적으로

☞ 아이가 창문턱으로 미끄러져서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다행히 세 명의 건장한 남자들에 의해 구출되었으므로

겁에 질려 있다가 안도하는 심정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49~50] 장문의 이해    
(A) 현재 상태로는 과체중이 아닌 미국인의 1/3이

과체중인 미국인의 2/3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더욱 건강하고 날씬한 삶으로 균형을 변화시키

는 것이 모두의 관심사이다.

(B) 2 파운드의 사과가 1 파운드의 사과보다 비싸

다. 크고 두툼한 봉투를 보내는 것이 편지 한

장을 보내는 것보다 더 비싸다. 흡연자들이 비

흡연자들보다 더 많은 생명 보험료를 지불한다.

그렇다면 왜 얼마의 체중이 나가고 얼마의 공

간을 차지하는가에 따라 비행기 값이 매겨지지

않는 걸까? 며칠 전의 국내 환경 보건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전체적인 국민의 허리띠가 느슨

해지면서 항공사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

는데 지난 10년간 미국인들의 몸무게가 증가하

면서 평균 10 파운드 증가함에 따라 연료비로

일 년에 2억 5천만 달러가 추가되었다. 항공사

는 운반하는 기계를 금속 기구에서 플라스틱으

로 바꾸고 무거운 잡지들을 폐기하면서 무게를

줄여 연료비를 줄이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객실의 바로 밑에 있

다. 짐칸의 화물에 가격을 매기는 것처럼 승객

들에게 몸무게대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

것은 항공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비만을 유지하거나 비만이 되

는 것에 대한 사회적이고 재정적인 억제책이

된다는 것이다.

▪overweight: 과체중

▪subsidize: 보조(장려)금을 지급하다

▪shift: 바꾸다, 변화시키다

▪slimmer: 더 날씬해진

▪insurance: 보험

▪fuel: 연료

▪utensil: 기구, 용구

▪scrap: 폐기하다

▪beneath: ∼바로 밑에, ∼의 아래의

▪cabin: (비행기의) 조종실, 객실

▪charge: 요금을 부과하다

▪freight: 화물, 운송

▪cargo: 화물, 짐

▪disincentive: 행동 의욕을 꺾는 것

▪obese: 지나치게 살찐

49. 주어진 문장 넣기                  정답 ⑤   
☞ 승객의 몸무게대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날씬해지려고 하는

것이관심사라는내용은비만이되려는것을막을수있

다는것을부연할수있으므로 (A)는 다섯째문단뒤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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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함축 의미 추론                  정답 ④   
☞ 전체적인 국민의 벨트가 느슨해졌다는 말은 즉, 비만인

국민의수가늘었다는것으로, 그결과연료비가증가하

여항공사들은무거운잡지를폐기하게되었고금속기

구들을 플라스틱 기구로 대체하였다고 했다. 실질적인

대책으로승객들이몸무게대로요금을부과하는방안에

대해말하고있지만, 많은공간을차지한다는것에대한

언급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