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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밑줄 친 어휘의 의미 추론       정답 ③

겁을 먹었다. 그 무리에서 떨어진 그는 

포식 동물에게 공격당하기 쉬었다. 걱정스러운 듯, 고

개를 땅에 닿도록 숙인 채 서성였다. 거의 절하는 것

처럼 항복의 표시같이 보였다.

‧ colt: 수망아지

‧ vulnerable: 취약한, 공격당하기 쉬운 

‧ predator: 포식 동물 

‧ deference: 복종, 경의, 존중

‧ bow: 절, (고개 숙여 하는) 인사

‧ hilarity: 유쾌함

‧ submission: 항복, 복종

‧ aggression: 공격

 deference는 문맥상 ‘복종’이라는 의미로 쓰여 ③ 

submission과 의미가 통한다. ① 유쾌함 ② 친절함 ④ 

공격 ⑤ 불확실성

2. 밑줄 친 어휘의 의미 추론  정답 ①

그는 그날부터 파충류를 전공했다. 그의 교과 과정

은 이론과 실습을 모두 포함했다. 아침에는 파충류의 

모든 측면에 관한 긴 강의들이 있었다. 그는 이러한 

수업에서 돋보이지 않았다. 그는 잊어버리는 것에 대

해서는 놀라울 만큼 융통성이 있는 재능을 갖고 있었

다. 

‧ from that day on: 그날부터

‧ specialize: ~을 전공하다

‧ reptile: 파충류

‧ course: 강좌, 교과, 학과

‧ practice: 실행, 실천 

‧ aspect: 양상, 외관

‧ distinguish: 돋보이게 하다, 눈에 띄게 하다 

‧ marvelously: 놀라울 만큼 

‧ versatile: 다재다능한, 융통성이 있는

‧ gift: 재능  

‧ adaptable: 적응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 upright: 똑바로 선, 정직한 

‧ vested: 확립된

‧ visible: 눈에 띄는, 뚜렷한

‧ dizzy: 현기증 나는, 어지러운 

☞ 문맥상 versatile은 ‘융통성이 있는’이라는 의미로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 어휘는 ① adaptable이다. ② 정직

한 ③ 확립된 ④ 눈에 띄는 ⑤ 현기증 나는, 어지러운

3. 밑줄 친 어휘의 의미 추론       정답 ①

거리가 미끄러우면, 우리 몸의 모든 신경과 근육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며,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

려움은 모든 것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한다.

‧ slippery: 미끄러운 

‧ strain: 열심히 노력하다, 애쓰다 

‧ exhausting: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지치게 하는

‧ fatiguing: 심신을 지치게 하는

‧ inciting: 선동하는, 조장하는

‧ raging: 격렬한, 맹렬한

‧ invigorating: 기운 나게 하는

‧ intriguing: 아주 흥미로운

☞ exhausting은 ‘지치게 하는’이라는 뜻이므로 ① 

‘fatiguing’과 의미가 통한다. ② 선동하는 ③ 격렬한 ④ 

기운 나게 하는 ⑤ 아주 흥미로운

4. 밑줄 친 어휘의 의미 추론       정답 ④

스스로 인정하듯 Phillip Johnson은 “많은 구식의 

일”을 한다. 시카고 공원 관리소의 역사관 복원 관리

자인 Johnson이 시(市) 소유의 Hurst House의 지하 

저장고로 걸어 들어갔을 때, 그는 예전에 누군가가 그

곳 바위에 새겼던 선 무늬들을 확인하는 데 전혀 어

려움이 없었다. 

‧ admission: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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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visor: 

‧ restoration: 복원 

‧ Parks and Recreation Department: 공원 관리소

‧ cellar: 지하 저장고

‧ identify: 확인하다, 식별하다

‧ destructive: 파괴적인 

‧ elaborate: 정교한, 복잡한 

‧ entertaining: 재미있는

‧ antiquated: 구식인, 시대에 뒤진 

‧ annoying: 짜증나는 

obsolete는 ‘구식의’라는 의미로 ④ antiquated와 비슷

한 의미이다. ① 파괴적인 ② 정교한, 복잡한 ③ 재미있

는 ⑤ 짜증나는

5. 밑줄 친 어휘의 의미 추론       정답 ②

도시와 시골의 분리는 유일하게 미국인의 생각은 

아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유럽 사회 이론가들은 그것

이 친족에 기반을 둔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에서 유대

관계를 사회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두고 있는 더 크고 

더 비인간적인 사회로의 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

회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 cleavage: 분리, 쪼개짐

‧ countryside: 시골 

‧ uniquely: 유일하게, 독특하게 

‧ theorist: 이론가 

‧ in terms of: ~면에서, ~에 관하여

‧ shift: 이동 

‧ supportive: 지원하는, 도와주는 

‧ kinship: 친족 

‧ impersonal: 비인간적인 

‧ ties: 유대 관계

‧ socioeconomic: 사회 경제적인

‧ interests: 이해관계

‧ discord: 다툼, 불화

‧ separation: 분리, 구분

‧ unison: 화합

‧ resemblance: 유사함

‧ integration: 통합

☞ cleavage는 문맥상 ‘분리’라는 의미로 같은 의미의 단어

는 ② separation이다. ① 다툼, 불화 ③ 화합 ④ 유사함 

⑤ 통합

6. 어법상 틀린 곳 찾기       정답 ②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결국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은 현재 살아있는 즐거움을 약화시

키지는 않는다. 시들 수밖에 없는 꽃들을 바라 볼 때, 

시인에게 있어서 세상은 여전히 더 아름다운 것처럼 

보인다. 5월의 사랑스러움은 그가 그것을 바라볼 때

조차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

를 감동시킨다. 누구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것이 오랫

동안 그의 것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애정을 가지고 그 즐거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 ultimately: 궁극적으로, 결국

‧ weaken: 약화시키다 

‧ pleasure: 기쁨, 즐거움 

‧ at present: 현재 

‧ alive: 살아있는 

‧ poet: 시인 

‧ gaze: 응시하다, 바라보다

‧ doom: 불행한 운명[결말]을 맞게 하다 

‧ wither: 약해지다, 시들어 가다

‧ fade: (색깔이) 바래다, 사라지다 

‧ mortality: 죽음을 피할 수 없음, 죽을 운명

‧ cherish: 소중히 여기다, 아끼다 

‧ all the more: (그만큼) 더, 더욱 더

‧ dearly: 애정을 가지고, 사랑스럽게 

☞ ② appear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일 수 없다. 

따라서 is appeared는 능동태인 appears로 고쳐 써야 

한다.

7. 어법상 틀린 곳 찾기       정답 ⑤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다른 계곡에서 출발한 여

행자들은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오르기만 한다면, 산 

정상에서 모두 만날 것이다. 어느 누구도 가장 좋은 

길을 선택했다고 자만해서는 안되며, 그의 이웃에게 

그를 따라오라고 강요해서도 안된다. 모든 사람은 자

신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택하고, 그것은 뇌의 구조, 

유전, 전통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지원, 

깨우침,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성공

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실패일지도 모른다. 모든 사

람은 자신과의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러한 경쟁이 없

다면, 진보할 수 없다. 진리에는 지름길이 없다. 

‧ provided: 만약 ~라면 

‧ ascend: 오르다, 올라가다

‧ pride: 자랑하다, 뽐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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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it: ~ 적합하다, 어울리다 

‧ impose: 강제하다, 강요하다 

‧ heredity: 유전

‧ enlightenment: 깨우침, 이해

‧ wage: (전쟁 등을) 벌이다

⑤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와 함께 쓰일 수 없으므로, 

without that은 without which로 고쳐 써야 한다.  

8. 어법상 틀린 곳 찾기       정답 ⑤

물론 사람들은 이상하고 멋진 것에 열망한다. 그리

고 그들은 그것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수천 마일 떨

어져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전화

를 걸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심령술사들은 사람들에

게 더 나은 삶에 대한 거짓된 희망을 줌으로써 그들

의 절망을 없애준다. 셀 수 없이 많은 초자연적인 책

들의 작가들은 쉽게 속기 쉬운 사람들에게 말도 안되

는 생각을 팔면서 돈을 번다. 영리한 사람들조차 이성

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속게 된

다. 

‧ hunger: 열망하다 

‧ sense: 감지하다, 느끼다

‧ psychic healer: 심령술사

‧ relieve: ~을 없애다

‧ innumerable: 셀 수 없이 많은

‧ occult: 초자연적인, 주술적인

‧ make fortunes: 재산을 모으다, 부자가 되다

‧ peddle: 팔고 다니다

‧ gullible: 속기 쉬운

☞ ⑤ 문맥상 사람들이 속임을 당한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

므로, are taking in은 are taken in으로 고쳐 써야 한다.

9. 어법상 틀린 곳 찾기       정답 ⑤

베이징으로 온 소작농 이주자들에게 또 하나의 

장벽은 해고 상태에 있는 도시 노동자들이다. 비록 대

부분의 도시 거주민들이 현재 이주자들에 의해 제공되

는 서비스를 즐기고 있지만, 도시 거주민들은 그들의 

경쟁력의 약화를 곧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시기

에 도시 노동자들은 도시 관리자들이 새로 온 사람들에

게 넘겨주는 도로 포장, 도랑 파기와 같은 힘든 일들을 

그들 자신의 일로서 되찾기를 바란다. 단지 2.9퍼센트

로 정부에 의해 크게 계산되어지지 않은 도시 실업률은 

거대 정부 관리 기업체들이 민영화된 이후에 치솟을 수 

있다. 소작농들은 그들의 자연스러운 경쟁 상대일 것이

다. 그리고 그 다가오는 갈등은 아직 다뤄지지도 않았

다. 

‧ barrier: 장벽, 장애물

‧ peasant: 소작농

‧ migrant: 이주자

‧ urbanite: 도시 거주자

‧ reclaim: 되찾다

‧ road pavement: 도로 포장

‧ ditch: 배수로, 도랑

‧ digging: 파기, 채광 

‧ grossly: 지독히, 극도로

‧ soar: 치솟다, 급증하다

‧ privatize: 민영화하다 

☞ ⑤ 타동사인 address의 목적어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hasn’t been addressing은 수동태인 hasn't been 

addressed로 고쳐 써야 한다.   

10. 어법상 틀린 곳 찾기       정답 ②

19세기 후반에 산업 집중화의 증가와 합병의 물결

에 부응하여, 국회는 흔히 Sherman법으로 알려진 법

안을 통과시켰다. “신용 형태이든 아니든 모든 연합에 

의한 계약 혹은 무역 규제에 있어서의 공모”는 불법

적인 것으로 선언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무역을 독점

하거나 독점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불법이었다. Teddy 

Roosevelt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시작되어진 합법

적인 활동의 급증은 1911년 Standard Oil과 미국 담

배 회사의 붕괴를 이끌었다. 

‧ merger: 합병  

‧ bill: 법안

‧ concentration: 집중

‧ conspiracy: 공모, 모의

‧ restraint: 규제, 제한 

‧ declare: 선언[공표]하다

‧ monopolize: 독점하다

‧ surge: 급증, 급등 

‧ initiate: 시작하다, 일으키다 

‧ presidency: 대통령 직[임기] 

‧ breakup: 붕괴, 해산

☞ ② 분사와 분사에 의해 수식받고 있는 명사(a bill)와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commonly knowing은 commonly 

known으로 고쳐 써야 한다. commonly known as는 ‘~

로 흔히 알려진’ 이라는 뜻의 관용적인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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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어법상 틀린 곳 찾기       정답 ⑤

Trevor와 Patricia Janz는 캐나다의 Waterton 

Lakes공원에서 약하게 내리는 눈 속을 걷고 있

었다. 그 때 그들은 도보 여행자의 가장 최악의 

악몽을 경험했다. 회색 어미 곰은 새끼를 데리고 

있었는데, 동물의 사체를 먹고 있었다. 그 다음

에 일어나는 일은 “치명적인 마주침”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담겨있다. 그 방송의 일부는 인간이 

어떻게 그 회색 곰의 영역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곰 행동 전문가인 

Stephen Herrero는 “만약 당신이 회색 곰을 놀

라게 해서 마주침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면 당

신의 얼굴과 목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엎드리고 

당신의 손을 목 뒤에 놓고 죽은 척 하세요.”라고 

말한다. 

‧ snowfall: ; 강설량 

‧ grizzly bear: 회색 곰 

‧ cub: (짐승의) 새끼 

‧ capture: 포착하다, 기록하다

‧ deadly: 치명적인 

‧ segment: 부분

‧ domain: 영역; 범위

‧ inevitable: 불가피한, 필연적인

‧ pretend: ~인 척하다 

 ⑤ pretend는 목적어로 to부정사를 취하므로 being 

dead는 to be dead로 고쳐 써야 한다. 

12. 지칭 추론        정답 ③

고대 그리스인들이 관심이 있었던 문제들 중

하나는 “물질의 궁극적인 구조는 무엇일까?”이

었다. 그들이 마음속에 그렸던 것을 상상해보고 

물질의 한 조각을 떼어내서 그것을 더 작은 조

각들로 잘라내고 그러고 나서 각 조각이 끊임없

이 더 작은 조각들로 된다고 상상해보자. 한 조

각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혹은 마지막 

한 조각은 결국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고 모든 

물질을 이루는 최종 조각에 이르는가? 나누어질 

수 없는 최종 조각들은 이것들이라고 불린다. 만

일 물방울을 세계의 크기로 확대한다면 그 물방

울 안에 이것들은 크리켓 공만큼 클 것이라는 

것이 잘 알려진 것처럼, 과학자들은 매우 작은 

크기의 이것들에 대해 시각적인 비교 설명을 하

는 경향이 있다. 

‧ ultimate: 궁극[최종]적인, 근본적인

‧ picture: ~을 상상하다, 마음에 그리다

‧ prone: ~하는 경향이 있는, ~하기 쉬운

‧ magnify: 확대하다 

‧ atom: 원자

‧ essence: 본질 

☞ 물질의 궁극적인 구조로,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최종 

조각은 ‘원자(atom)’이므로, these가 가리키는 것은 

‘atoms’이다.

13. 지칭 추론       정답 ②

이것은 관리의 주요한 부분이고 직원들로 하여금 

일이 효과적으로 잘 되도록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사

용하는 것을 돕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Towel박

사에 의해 “직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들 중

의 하나로서 가지는 관리적인 과정”으로 정의되어졌

다. Towel 박사는 다른 직원의 일에 대한 책임을 지

고 있는 직원들은 직원들의 능력 개발을 가져오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더 상세히 설

명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

을 실전에 적용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것은 

관리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가르치고 배우는 상

황이다. 

‧ define: 정의하다

‧ contribute: 기여하다, 공헌하다

‧ obligation: 의무 

‧ result in: ~을 야기하다

‧ competence: 능력, 능숙함

‧ apply: 적용하다, 응용하다

‧ selection: 선택

‧ supervision: 감독, 관리

‧ promotion: 승진

‧ distribution: 분배

‧ introduction: 도입, 소개

☞ 관리의 주요한 부분으로, 직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관리의 과정은 ② supervision이다. 

14.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휘 추론       정답 ①

화학적인 폐기물은 때때로 개울에 버려지고 드럼통

에 넣어져서 묻히거나 거대 화학 폐기장에 그냥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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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때로 그것들은 간단히 밸브를 열어서 화학 물

질을 천천히 흘려보내는 것이 가능한 질주하는 불법 

트럭에 의해 사람이 없는 시골길에 뿌려진다. 종종 이

러한 쏟아버림은 화학 폐기물을 생산해 온 큰 회사에 

고용되어진 작은 회사들에 의해서 행해진다. 무조건 

큰 회사의 경영진들은 모르면 모를수록 더 좋은 것이

다. 그러나 무지함은 더 이상의 방어가 될 수 없다. 

국회는 이제 모든 관련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며, 화

학 폐기물이 만들어져서 처리될 때까지 추적될 수 있

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wastes: 폐기물, 쓰레기

‧ dump: (쓰레기 등을) 내버리다

‧ bury: 묻다, 매장하다

‧ abandon: 버리다, 유기하다

‧ chemical: 화학적인

‧ graveyard: 폐기장

‧ deserted: 사람이 살지 않는; 인적이 끊긴

‧ outlaw: 불법화하다, 금지하다

‧ spill out: 쏟아지다, 흘리다

‧ track: 추적하다

‧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일생 동안

 화학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가 큰 회사에 고용

되어진 작은 회사에 의해 행해져서 큰 회사의 경영진들

은 오히려 방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빈칸 앞 문장

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태도가 방어가 될 수 없다고 언급

하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모든 관계자들이 ‘책임을 지

도록(responsible)’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15.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휘 추론            정답 ①

첫 소설은 작가 자신이 삶과 사람들에 대해서 간접

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적는다는 의미에서 대개 자전

적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20번째 소설조차 또한 어느 

정도는 개인적인 기록이다. 왜냐하면 소설가들은 여

전히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글을 쓰고 있기 때문

이다. 소설가는 그의 등장인물들이 온전히 가상의 인

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오로지 그들 자신의 상

상력, 사람들에 대한 그들 자신만의 사고방식과 이해

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소설가

도 완전하게 감춰지지 않는다.  

‧ autobiographical: 자서전의

‧ extent: 범위, 정도 

‧ assert: 주장하다

‧ purely: 오직, 순전히

‧ beautified: 미화된

‧ unrivalled: 비할 데 없는

☞ 소설가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도 온전히 가상의 인물일 수 없다

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는 ① hidden이 가장 적절하

다.

16.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구 추론     정답 ④

한 나라와 그 나라의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

해서, 당신은 그것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KAB에서 

우리가 그 밖에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현

지 은행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우리의 

전 세계 모든 지점은 현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다. 

외부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기회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통찰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들이 단지 우리의 현지 고객들에게만 혜

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KAB 네트워크를 통해서 혁신

적인 방법과 생각들이 공유되어야 우리와 거래를 가

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로울 수 있다. KAB 네트워크를 

세계를 포함하는 현지 지식이라고 생각하라.

‧ staff: ~에 직원을 두다

‧ insight: 통찰력, 이해 

‧ invisible: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 metropolitan area: 대도시권, 수도권 

☞ KAB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지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전 

세계 지점의 혁신적인 방법과 생각들이 공유되어야 한다

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는 ④ cover the world가 가

장 적절하다. 

17.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절 추론            정답 ①

당장이라도 나를 살 것 같은 회색 눈을 가진 한 남

자가 있었다. 나는 그가 나를 다루는 방식으로 보아 

말에 대해서 익숙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를 사려

고 했지만, 그 액수가 너무 적어서 거절당했다. 매우 

거칠고 목소리 큰 남자가 그 다음에 왔고, 나는 그가 

나를 살 것 같아서 매우 두려웠다. 왜냐하면 그는 더 

나은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회색 눈을 

가진 남자는 “그래, 나는 우리가 서로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해.”라고 말하면서 나를 어루만졌다. 그리고는 입

찰가를 올렸다. “낙찰.”이라고 그 상인이 말했다. 

‧ at once: 즉시, 당장 

‧ handle: 다루다, 처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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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use: 

‧ dreadfully: 몹시, 굉장히

‧ stroke: 쓰다듬다, 어루만지다 

‧ bid: 입찰, 입찰 가격

‧ roar for mercy: 살려 달라고 외치다

  말을 잘 다루는 한 남자가 입찰가가 너무 낮아서 낙찰

을 거절당했지만, 말에게 서로 잘 맞을 거라고 말하며 말

을 어루만졌다는 내용이 나오고, 빈칸 뒤에는 낙찰되었

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따라서 빈칸에는 ① he raised 

his bid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18.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구 추론       정답 ③

지금까지 철학자들에 의해서만 연구되어 온 윤리학

의 확장은 사실상 생태학적 진화의 과정이다. 그것의 

연속적인 행동들은 철학 용어뿐만 아니라 생태학 용

어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생태학적으로, 윤리는 생존 

경쟁에서의 행동의 자유에 관한 제한이다. 철학적으

로 윤리는 반사회적 행위로부터 사회적 형태를 구별

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한 가지(윤리)에 대한 두 가지 

정의이다. 그것은 상호 의존적인 개인이나 그룹이 협

력의 형태로 진화하기 위한 경향에 기원을 두고 있다. 

생태학자는 이러한 것들을 공생(共生)이라고 부른다. 

정치학과 경제학은 진보한 공생(共生)관계로, 본래의 

무한 자유 경쟁이 부분적으로 윤리적인 개념을 가진 

협력 구조로 대체되었다. 

‧ extension: 확대, 확장 

‧ ethics: 윤리학

‧ philosopher: 철학자 

‧ ecological: 생태계[학]의

‧ evolution: 진화, 발전

‧ sequence: 연속적인 사건들

‧ differentiation: 차별, 구별

‧ mode: 방법, 양식

‧ co-operation: 협력, 원조

‧ symbiosis: 공생(共生), 협력 관계 (pl. symbioses)

‧ free-for-all: 무한 경쟁, 무질서 상태

☞ 철학적인 관점과 생태학적인 관점의 두 가지 관점으로 

윤리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철학적인 관점에서 윤리

는 상호 의존적인 개인이나 그룹이 협력의 형태로 진화

하기 위한 경향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했으며, 생태학적

인 관점에서 윤리는 공생(共生)이라고 불린다고 말하고 

있다. 빈칸 앞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은 진보한 공생(共生)

관계라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19.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절 추론       정답 ②

오늘날 교외의 생활 방식은 눈에 띄게 다양하다. 

통근자가 많은 교외 지역은 노동자 층, 아파트, 공업

단지 교외 지역이 모여 있다. 역사적으로 교외 지역은 

경제적으로 자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라고 간주

되었다. 교외 지역의 거주민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꾸

려나가기 위해서 중심 도시로 통근해야만 했다. 그것

은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교외 지역은 더욱더 

고용의 주요 중심지가 되고 있다. 인구 조사 수치는 

15개 가장 큰 대도시 지역에서 1970년 현재, 교외 지

역에서 살았던 72퍼센트의 노동자들이 또한 교외 지

역에서 일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분명히, 교외 지역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현실을 따라잡지 못했다. 

‧ suburbia: 교외의 생활 방식

‧ remarkably: 몹시, 매우

‧ affluent: 부유한

‧ commuter: 통근자 

‧ suburb: 교외 

‧ condominium: 아파트

‧ livelihood: 생계, 살림

‧ census: 인구 조사 

☞ 빈칸 뒤에서 교외 지역의 거주민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중심 도시로 통근해야만 했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빈칸에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20.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절 추론       정답 ②

역사는 역사가 자신이 끊임없이 연구하는 연속선상

에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려고 한다. 우리가 역사

로부터 과거에 대해서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

인 판단을 끌어내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역사의 본성이 

아니다. 모든 인간의 행위와 같은 모든 인간의 판단은 

결정론과 자유 의지의 논리적인 딜레마와 연관되어 

있다. 인간은 아득히 먼 옛날 과거에 이르는 인과 작

용의 연쇄성에 의해 모든 행동과 판단에 있어서 불가

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주어진 순간인 현재에 인간

은 그 연쇄성을 깰 수 있는 적절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래를 바꿀 수 있다. 

‧ extract: (정보 등을) 끌어내다

‧ absolute: 확고한, 확실한

‧ determinism: 결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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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issolubly: 수 없게 

‧ bind: 묶다, 결속시키다(bind-bound-bound)

‧ causation: 인과 관계 

‧ alter: 변하다, 달라지다

‧ refasten: 다시 고정시키다

‧ mould: 만들다, 주조하다

‧ virtually: 사실상

‧ restriction: 제한, 규제

 인간은 과거에 이르는 인과 작용의 연쇄성에 의해 모든 

행동과 판단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는 ②가 적절하

다. 

21.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구 추론       정답 ④

시골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위에 버려진 규제되지 

않는 음식물 찌꺼기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쓸모없는 

냉장고들, 일회용 용기들, 고장이 난 토스터, 믹서, 전

자레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쓰레기 문제의 대부

분은 우리가 중독되어 버린 노동을 덜어주는 기구와 

장치들을 의도적으로 수리하지 않음으로 설명되어진

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를 더럽히는 많은 쓰레기의 

바로 직접적인 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버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부주의한 행동이라고 말할 정도이

다. 우리는 음식을 재배하고 요리하는 데 있어서 사회

적으로 이상적인 최소한의 관심만을 가져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식품 산업과 요리 기구에 의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그러므

로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지저분함은 우리의 경

제의 중앙 집중화, 생산 자산 및 권력의 몇몇 소수 사

람들에게로의 집중, 그리고 그 결과로 일어나는 가정, 

이웃, 공동체의 지역 경제의 파괴처럼 더 거대하고 심

각한 문제의 증상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 inspection: 점검, 검사

‧ disposable: 일회용의

‧ unregulated: 규제되지 않은 

‧ account for: ~의 이유가 되다

‧ intentional: 의도적인

‧ gadget: 간단한 기계 장치

‧ addict: 중독되게 하다

‧ litter: 쓰레기

‧ deface: 외관을 훼손하다

‧ surround: 둘러싸다, 에워싸다

‧ consequent: ~의 결과로 일어나는

‧ excessive: 지나친, 과도한

‧ devour: 집어삼키다

‧ exclusion: 제외, 배제

☞ 쓰레기 문제의 대부분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기구나 

장치들을 의도적으로 수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고 말

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22.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연결어 추론       정답 ③

1619년 초반 그들의 조상이 미국으로 온 흑인 여

성들은 잔혹한 환경에서 참담하게 살아서 그 여성들

은 그들 자신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했다. 그들은 

자신들 내부에서 안전함과 존엄성을 찾아야 했다. 그

렇지 않으면 그들의 그러한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견

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을 빨리 배워야 했다. 왜냐하면 종종 그들의 외부의 

위업이 내부의 신념과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전염성이 있고 불건전한 환경에서 그

들은 가능한 완전히 그리고 건강하게 생존해야만 했

다. 그런 환경에서 살았던 삶은 없어지거나 관통할 수 

없는 합금으로 벼려진다. 그러므로 일찍이 의식적으

로 흑인 여성들은 현실적으로 오로지 그들 자신에게

만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은 노동에 있어서는 구체적이지만, 그들의 인간성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주로 여겨지고 개략적으로 묘사되

었다. 

‧ cruelty: 불공평한 일

‧ reinvent: 다른 모습을 보여주다

‧ sanctity: 존엄성, 신성함 

‧ tolerate: 참다, 견디다 

‧ tortuous: 우여곡절이 많은

‧ exploit: 위업, 공적 

‧ be at odds with: ~와 마찰을 빚다

‧ infectious: 전염성의

‧ obliterate: 지우다, 없애다

‧ forge: (금속을) 벼리다

‧ impenetrable: 꿰뚫을 수 없는

‧ alloy: 합금

‧ consciously: 의식적으로

‧ abstract: 추상적인, 이론적인

‧ concrete: 구체적인

‧ surreal: 비현실적인, 아주 이상한

☞ 빈칸 (A) 앞에서는 미국에 온 흑인 여성들이 참혹한 환

경에서 그들 자신 내부의 모습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러

한 환경을 견디려고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빈칸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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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염성 있고 불건전한 기

후인 외적인 요인에 의한 어려움도 견뎌야 했다는 내용

이 나오므로, 빈칸 (A)에는 Still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

다. 빈칸 (B) 다음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사실로 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빈칸 (B)에는 Thus가 들어가

는 것이 적절하다. 

23. 문맥에 맞는 어휘 고르기       정답 ③

의식은 사회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연대를 만드는 사회적인 

기능을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또한 이것을 토테미즘

으로 알려진 종교적인 관행에서 본다. 토테미즘은 호

주 원주민들의 종교에서 특히 중요하다. 토템은 동물, 

식물 또는 지리적인 상징물이다. 각 부족에서 사람들

의 무리는 특별한 토템을 가졌다. 각 토템 무리의 구

성원들은 자신들이 토템의 후손이라고 믿었다. 그들

은 관습적으로 그것을 죽이거나 먹지 않았지만 이러

한 금기는 사람들이 토템에 바치는 의식을 하기 위해 

모였을 때, 일 년에 한 번 폐지되었다. 

‧ ritual: 의식, 의례  

‧ permanent: 영구적인, 불변의 

‧ solicitation: 간원, 간청 

‧ solidarity: 연대, 결속

‧ tribe: 부족, 종족

‧ descendant: 후손, 후예 

‧ dissident: 반체제 인사,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

‧ customarily: 관례상

‧ taboo: 금기(사항)

‧ assent: 찬성하다

‧ assemble: 모으다, 집합시키다

‧ dedicate: 봉납하다, 헌납하다

 (A) 문맥상 ‘연대’라는 의미의 solidarity가 적절하며, 

solicitation은 ‘간청’이라는 의미이다. (B) 문맥상 ‘후손’

이라는 의미의 descendants가 적절하며, dissidents는 

‘반체제 인사’를 의미한다. (C) 문맥상 ‘모이다, 집합시키

다’라는 의미의 assembled가 적절하며, assented는 ‘찬

성하다’라는 의미이다. 

24. 문맥에 맞는 어휘 고르기       정답 ③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과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의 

특징을 비교해 보라. 석탄과 석유는 생명이 없다. 따

라서 재생 불가능한 양이다. 그것들은 나누어질 수 있

고 다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여전히 그 개별적인 부

분들은 전체적으로 같은 성질을 포함할 것이다. 석탄 

한 조각은 석탄 한 덩어리와 구성면에서는 조금 다르

다. 재생 불가능한 자원은 고정된 보유량을 나타낸다. 

그들은 쉽게 수량화될 수 있다. 그들은 정확한 측정을 

하기 쉽다. 그들은 주문될 수도 있다. 반면에, 재생 

가능한 자원은 영원히 변하고 풍부하다. 태양에너지

에 대해서 주문하고 없애는 개념은 세상이 전개되는 

방식을 항상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다. 출생, 삶, 죽음, 

부활의 주기들은 질적인 과정이고, 재생 가능한 자원

들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

‧ attribute: 속성, 특성 

‧ speck: 작은 알갱이, 입자 

‧ composition: 구성 요소

‧ chunk: 덩어리

‧ quantify: 수량화하다 

‧ qualify: ~에게 자격을 주다 

‧ precise: 정확한, 정밀한

‧ decay: 쇠퇴, 퇴락

‧ reminder: 상기시키는 것 

‧ qualitative: 질적인 

☞ (A) 문맥상 ‘약간, 조금’이라는 의미의 little이 적절하다. 

(B) ‘수량화 되다’라는 의미의 qualified가 적절하다. (C) 

문맥상 재생 가능한 자원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hard가 적절하다. 

25. 문맥에 맞는 어휘 고르기       정답 ①

흑인 사회에서 거의 어느 누구도 Leland의 학교들

의 인종 차별의 부활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지 않다. 

최근에, 흑인 운동가들은 오래된 흑인 고등학교들이 

전통의 명맥을 이어가도록 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었

다. 지난 가을, 그 건물의 백인 교장은 진열장에 있는 

인종 통합 정책 이전에 받았던 일부 경기 트로피들을 

현재의 학생들의 것으로 교체하기를 원했다. 흑인 사

회는 분개했다. 이러한 극심한 향수는 일부 흑인들 사

이에서 그들이 통제했던 학교를 포기하는 비용이 인

종 통합 정책의 혜택보다도 더 클 것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인종 차별 폐지 전에

는, 흑인 아이들의 학교는 사회 구조에 깃들어 있었

고, 삶을 밖으로 내모는 인종 차별로부터의 피난처였

다. 인종 통합 정책은 학교에서 최고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흑인을 쫓아내고 모든 교직원 승진과 모든 

학생의 징벌 조치에 대한 인종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서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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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gregation: 차별 재시행

‧ activist: (사회 운동의) 활동가

‧ integration: 통합

‧ segregation: 인종 차별

‧ outrage: 격분하게 만들다

‧ acute: 격심한, 극심한

‧ nostalgia: 옛날을 그리워함, 향수 

‧ desegregation: 인종 차별 폐지

‧ weave: 엮어서 만들다(weave-wove-woven)

‧ fabric: 구조, 체제, 조직

‧ sanctuary: 피난처, 안식처

‧ denigration: 명예 훼손

‧ faculty: 능력

‧ disciplinary: 징계의, 규율상의

 (A) 문맥상 ‘인종 통합 정책’이라는 의미를 갖는 

integration이 적절하다. (B) 문맥상 ‘인종 차별 폐지’라

는 의미를 갖는 desegregation이 적절하다. (C) 문맥상 

‘인종 통합 정책’의 의미를 갖는 integration이 적절하다. 

26.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 고르기       정답 ④

인간을 모든 다른 생명체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

어올렸고 전 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가져다 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자질인 개념적인 생각과 말하는 언어 능

력이 전혀 축복이 아니며, 또한 최소한 대단히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멸종으로 인

류에게 위협을 주는 모든 큰 위험들은 개념적인 생각

과 언어 능력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그것들은 인간이 

어떤 해를 입지 않고 자신의 본성을 따를 수 있고, 그

가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

는 낙원에서 벗어나게 했다. 개념적인 생각에서 나온 

지식은 인간에게 똑같이 안전한 적응력을 주기에 충

분했던 아주 오래전에 인간에게서 자신들의 잘 적응

되어진 본성이 주는 불안정감(→ 안정감)을 앗아갔다. 

Amold Gehlen이 얘기했듯이 사람은 본래 위태로운 

존재이다. 

‧ paradox: 역설

‧ gift: 재능, 재주 

‧ conceptual: 개념의 

‧ mastery: 지배(력)

‧ impunity: 손해를 받지 않음

‧ spring: 일어나다, 발생하다

‧ insecurity: 불안정

‧ sufficient: 충분한 

‧ jeopardize: 위태롭게 하다

☞ 인간의 개념적인 생각과 언어 능력이 초래한 부정적인 

결과들에 관한 내용의 글이므로, 문맥상 ④ insecurity는 

security로 고쳐 써야 한다. 

27. 문단 요약       정답 ④

이메일은 Ralph와의 우정을 깊어지게 했다. 그의 

사무실이 나의 사무실 옆에 있었지만 그가 수줍어하

기 때문에 우리는 긴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다. 그

는 얼굴을 맞대고 중얼거려서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둘이 이메일을 

하게 되었을 때, 나는 긴 사적인 감정이 담겨있는  메

시지를 받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 마음을 터놓았다. 

한 친구는 이메일이 그녀의 아버지와 일종의 의사소

통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전화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둘은 온라인을 한 

이후로 가까워졌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메일로 마음

을 열기가 더 쉬운가? 나는 궁금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있는 동안 혹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앉아서 얼굴을 맞대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을 조금씩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 기술과 글의 간접성의 조합이다.  

→ 이메일 의사소통에서, 사람들은 이메일이 그것을 

쓰는 사람들과의 간접적인 교제를 보장하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한다. 

‧ extended: 장기간에 걸친 

‧ mumble: 중얼거리다

‧ barely: 간신히, 겨우

‧ obliqueness: 간접적임, 애매모호함

‧ in dribs and drabs: 조금씩 

‧ feel free to: 마음대로 ~하다

‧ lengthy: 장황한, 지루한

‧ manifest: 명백하게 하다, 명시하다  

☞ 이메일은 얼굴을 맞대고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을 드러내

는 과학 기술과 글의 간접성의 조합이라는 내용의 글이

므로, 빈칸에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28. 밑줄 친 부분의 함축 의미 추론             정답 ⑤

투우에서 황소는 종종 영예를 얻고 사람은 절망에 

빠진다. 그 소는 결코 죽게 내버려두지 않지만, 용기

와 오로지 빨간 천 조각 하나 이외에 그 자신을 방어

할 어떤 것도 가지지 않고 진행되는 사람과의 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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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죽임을 당한다. 그

러나 투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준다. 그것은 극

심한 개인주의자들의 경쟁에서 모순의 사랑에 대한 

많은 것을 알려준다. 그것은 용기와 품위의 이상을 목

표로 하는데, 지루함과 비열함에 빠진다. 라틴계 사람

들은 투우를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삶 자체의 혼란에 

의해 항상 패배된 고귀한 로맨스에 대한 도전으로 보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축소된 인생의 한 모습이다. 

투우는 이 예의바르고 열정적이고 정중한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본질을 고립시키고 서로 대항

하는 도덕극이다. 격렬한 죽음에 대한 당면한 전망보

다 인간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는 그것의 반

대적인 의미를 생각나게 하는 용기, 예절, 자긍심을 

투우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 bullfighting: 투우

‧ hairsbreadth: 매우 좁은, 아슬아슬한 

‧ contradiction: 모순 

‧ intense: 강렬한, 격렬한

‧ bravery: 용감(성)

‧ squalor: 더러움, 너저분함

‧ miniature: 아주 작은, 축소된

‧ fatuous: 어리석은

‧ morality play: 도덕극, 교훈극 

‧ isolate: 격리하다, 고립시키다 

‧ courteous: 공손한, 정중한

‧ chivalrous: 예의 바른

‧ caution: ~에게 경고하다, 주의시키다

‧ prospect: 전망

‧ violent: 격렬한

 밑줄 친 mortality play는 투우를 비유하는 말로 쓰였으

며, 투우는 라틴계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본질을 추

구하면서도 그것의 반대적인 암시를 하고 있는 모순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mortality play가 

의미하는 것은 ⑤이다. 

29. 문단 요약       정답 ③

천 년 이상 동안 일본인들은 시나 설화에서 붉은 

관 두루미인 tancho에 대해 글을 썼다. 그들은 그것

을 그리고, 조각품을 만들었다. 그들은 장수, 행복과 

행운의 상징으로서 그것을 숭배해 왔다. 그것들의 생

활 습관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 

말과 은유를 끌어냈다. 그들은 그것을 모방했고 춤을 

출 때 춤을 추려고 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것을 

상징으로 만들고 그것의 이미지를 찻잔, 쟁반, 선풍

기, 가로등의 기둥 위, 청첩장에, 천 엔 지폐 뒤에 그

리고 제트기의 수직 안정판과 같은 곳곳에 넣어서 이 

매우 희귀한 새는 역설적으로 일본 전역에서 보여진

다.  

→ 일본인들은 붉은 관 두루미인 tancho를 소중히 여

기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널리 반영된다. 

‧ red-crowned crane: 붉은 관 두루미

‧ folktale: 설화, 전설

‧ revere: 숭배하다

‧ metaphor: 은유, 비유 

‧ tray: 쟁반

‧ tail fin: 수직 안정판

☞ 일본인들은 붉은 관 두루미인 tancho를 숭배해 왔으며, 

그것의 이미지가 일본 전역 곳곳에 쓰이고 있다고 했으

므로, 빈칸 (A)와 (B)에는 cherishing과 everyday가 각각 

들어가야 한다. 

30. 도표의 이해       정답 ④

가까운 미래에 가능한 에너지 부족에 대한 해결책

을 찾기 위해서 20세기 동안 에너지원이 어떻게 변했

는지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위의 그래프는 1920년

과 1980년 사이에 미국에서 에너지원이 어떻게 변화

했는지를 보여준다. 석탄은 1920년에 에너지 공급 그

림에서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정확히 전체 에너지 공급

의 4분의 3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에는 공

급의 18퍼센트만을 구성했으며, 1위에서 3위로 떨어

졌다. 석유 사용의 비율은 1920년과 1980년 사이에 

4배 이상이 되었으며, 1980년에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에너지원이 되었다. 1980년에 천연가스는 5위에서 2

위로 도약했으며, 정확히 전체 에너지 공급의 4분의 

1을 구성했다. 1980년에 목재는 그림에서 빠졌으며, 

반면에 수력 전기는 같은 비율을 유지했고 원자력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 solution: 해결책

‧ constitute: 구성하다 

‧ quadruple: 4배가 되다

‧ hydropower: 수력 전기(력)

‧ maintain: 유지하다

‧ nuclear power: 원자력

☞ 도표에서 보면, 1980년에 천연가스는 전체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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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②

조류들과 달리, 타조는 다양한 사치품을 만들

어 낸다. 우선 고기는 맛에 있어서 애호가들이 소고기 

안심에 비유한다. 파운드 당 약 20달러이며, 평균 

400파운드의 새에서 자를 수 있는 고기는 풍부하다. 

타조 고기는 또한 건강에 좋다. 소고기의 절반에 해당

하는 칼로리, 7분의 1의 지방 그리고 상당히 적은 콜

레스테롤, 같은 항목에서 심지어 닭과 칠면조보다도 

좋다. “우리 손님들은 처음에는 우리가 농담하고 있다

고 생각했습니다. 타조라고요?” 한 식당 매니저가 말

한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것에 반하게 되

었습니다.” 식당 손님 4명 중의 1명은 지방이 적은 

고기를 주문한다. 타조 고기가 일류 요리는 아닐지라

도, 투자가들은 Sesame Street의 스팟보다 더 크게 

유명해지길 희망하고 있다. 타조 속눈썹은 그림붓의 

털로, 깃털은 먼지떨이, 모자와 외투로 사용되고, 그

리고 두껍고 질긴 가죽은 카우보이의 부츠에서 소파

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사용되어 귀하게 여겨진다.

‧ avian: 새의, 조류의

‧ peer: 동료

‧ ostrich: 타조 

‧ spawn: 알을 낳다 

‧ aficionado: 애호가 

‧ liken: 비유하다

‧ tenderloin: (소․돼지의) 안심

‧ Ib: 파운드

‧ fascinate: 매혹하다, 마음을 사로잡다

‧ lean meat: 살코기

‧ eyelash: 속눈썹

‧ paintbrush: 그림붓

‧ bristle: (솔 등의) 털

‧ hide: (짐승의) 가죽

 ‘Ostrich meat is healthful as well: half the calories of 

beef, ~’의 내용으로 보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②이다.

32.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③

오래 전에 서태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나우루의 작

은 섬에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그곳에 있었는데,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한 코코넛 나무와 풍부한 새떼 그리고 물고기로 가

득한 바다가 있었다. 그리고 나우루의 원주민들은 지

구상에서 가장 인산염암이 풍부한 곳 중 한 곳에 살

고 있었다. 백 년 전 기념품으로 나우루에서 호주로 

옮겨진 화석화된 목재 조각이 한 화학자의 눈을 사로

잡았다. 그는 그것을 조사했고 그것이 상당히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수백만 톤의 인산염암이 호주와 뉴질랜드로 선적되었

고, 들판과 농장을 비옥하게 했다. 1968년 그 섬이 

독립한 이후 그 인산염암 광산들은 국유화되었고, 세

계에서 가장 작은 공화국의 시민들은 가장 부유한 계

층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예전에 

자급자족하던 사람들은 동화 속에서나 볼 수 있다. 인

산염암은 거의 사라졌고 대부분의 돈도 없어졌다. 그 

섬 중심부의 5분의 4정도가 파였다.  

‧ phosphate: 인산염 

‧ fossilize: 화석화하다 

‧ souvenir: 기념품 

‧ fertilize: 비옥하게 하다

‧ mine: 광산, 탄광

☞ ‘millions of tons of the phosphate were shipped to 

Australia and New Zealand, where they fertilized, ~’의 

내용으로 보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③이다. 

33.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④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최초의 인류가 사냥과 채집 

생활을 포기하고 밀과 보리를 재배하기 위하여 지중

해 동부 연안에 정착을 했고, 그런 다음 고기와 우유

를 얻기 위해 양과 염소를 길들였다고 믿고 있다. 그

러나 터키의 만 년 된 마을에서 발굴된 것들은 다른 

생각을 하도록 한다. 둥근 돌로 된 집에 거주하는 사

람들은 야생 양과 염소를 사냥했고 견과류와 콩과 식

물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가장 이르게 사육되

었다고 알려져 있는 양과 염소보다 500년 전에 돼지

를 사육했다. 델라웨어 대학의 Michael Rosenberg의 

발굴은 수백 년을 지속했던 한 사회를 보여주었다. 마

을 사람들이 돼지를 사육했다는 증거에는 야생 돼지

의 이빨보다 일반적으로 더 작은 이빨도 포함이 된다. 

대부분의 돼지 뼈는 수컷에서 발견되는데, 암컷은 번

식을 위해 아껴졌을 것이다. 돼지를 사육하면서 배운 

방법들은 후에 야생 양이나 염소에 적용되었다고 

Rosenberg는 믿고 있다.  

‧ settle down: 정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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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terranean: 

‧ wheat: 밀 

‧ barley: 보리 

‧ tame: 길들이다

‧ archaeologist: 고고학자

‧ legume: 콩과 식물

‧ domesticate: 길들이다, 사육하다

 ‘돼지를 길렀다는 증거는 발견된 뼈가 야생 돼지의  뼈보

다 작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언급되었으므로, 글의 내

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34.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⑤

다가오는 해에 NASA와 다른 우주기구들은 태양계

에 생명체에 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그 

조사는 근본적인 신비감으로 인해 복잡하다. 그렇다

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NASA는 간단한 실제적인 정

의 “생명체는 다윈의 진화를 겪는 것이 가능한 자립

된 화학 체계이다.”를 사용하고 있다. 다른 과학자들

은 “생명체는 자가 촉매작용을 통해서 스스로를 복제

하거나 자가 촉매작용의 효율성을 점진적으로 증가시

키는 실수를 할 수 있는 화학적 체계이다.”와 같은 자

신들의 정의를 사용한다. 생명체는 어떤 단일의 정의

에 의해서는 이해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아마도 생명

체는 진화할 필요가 없다. DNA처럼 정보를 지니는 

분자가 없는 생물을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재생은 할 

지 모르겠지만 복제는 아닐 것이다. 부모는 완전히 낯

선 사람처럼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아이와 관계가 없

을 것이다.  

‧ intensify: 강화하다

‧ fundamental: 근본적인, 본질적인

‧ self-sustained: 자립한

‧ undergo: 겪다, 경험하다

‧ evolution: 진화

‧ circulate: 퍼뜨리다, 유포하다 

‧ replicate: (바이러스․분자가) 자기 복제를 하다 

‧ autocatalysis: 자가 촉매작용

‧ elude: ~에게 이해되지 않다 

‧ capture: 포획 

‧ molecule: 분자 

‧ reproduce: 번식시키다

☞ 글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아이가 부모와 복제가 된다

면 생물학적으로 연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

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35. 주제 추론       정답 ⑤

어떤 사람들은 이제까지 잘 그랬듯이, “우리는 포

유동물 영장류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있

고, 동물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한다. 일부 정의에 

의하면 아마도 그것들은 언어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

나 그것들은 광범위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호출 시스

템에 의해 우리는 단지 이해하기 시작한다. 먼저 언어

를 생각하고 나서 사회를 생각하는 것은 실수일 것이

다. 언어와 문화는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동물인  생

물학적이고 사회적, 자연적인 존재에서 생겨난다. 언

어는 우리의 욕구와 신경이 함께 진화한 정신-육체의 

체계이다. 상상력과 육체처럼, 언어는 자발적으로 생

겨난다. 그것은 이성적인 지적 능력을 피해가는 일종

의 복잡한 것이다. 모든 자연 언어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는 모든 시도는 기술적인 언어학자들이 

쉽게 고백하는 것처럼, 완벽함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

나 아이는 일찍 모국어를 배워서 6살 때까지 그것을 

사실상 숙달시켰다.  

‧ mammal: 포유동물

‧ primates: 영장류(靈長類)

‧ definition: 정의

‧ extensively: 광범위하게, 널리

‧ grasp: 이해하다, 파악하다

‧ emerge: 나오다, 나타나다

‧ existence: 존재

‧ descriptive: 기술적인, 설명적인

‧ linguist: 언어학자

‧ readily: 손쉽게, 순조롭게

‧ confess: 고백하다

‧ master: 숙달시키다

☞ 인간의 언어는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존재에서 생겨나

서 과학적인 설명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이 

글의 주제로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 

36. 요지 추론       정답 ⑤ 

학자들은 종종 인간이 끊임없는 진보를 한다는  생

각이 정확히 왜 확립이 되었는지 궁금해왔다. 그 답은 

에너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의 발전에서 찾아

야 한다. 외관상 거대하고 끊임없는, 정확하게 말하자

면 30억 년의 가치를 가진 태양 에너지의 양은 처음

부터 그대로였다. 그러나 우리는 점차적으로 태양을 

대체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했던 모든 에너지를 갖

게 되었고 결코 다시 자연에 맡기도록 기다릴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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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간의 개념은 변화되었다. 그것은 석탄

층과 석유 저장소에 깊숙하게 묻혀있는 저장된 에너

지를 얼마나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기능과 

상응한다. 우리는 마음대로 지상으로 꺼내서 처리할 

수 있는 “저장된 태양”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태양

을 우리가 선택하면, 두 배나 오래 안보이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에너지원으로, 사람들은 점차 그들이 더 

이상 자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들 자신이 만

들고 싶은 세상으로 재정립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하

게 되었다.     

‧ scholar: 학자 

‧ notion: 개념, 관념 

‧ secure: 확보하다 

‧ gigantic: 거대한 

‧ seemingly: 외관상으로, 겉보기에는

‧ equivalent: 동등한, 같은 양의

‧ harness: (동력원 등으로) 이용하다

‧ seam: (광물질의) 층

‧ reservoir: 저장소

‧ manipulate: 다루다, 처리하다

‧ convince: 확신시키다

인간이 대체 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더 이상 자연에 의존

하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이 글의 요지로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 

37. 무관한 문장 찾기       정답 ④

달이 바다를 움직일 수 있게 한다면, 왜 인간의 피

는 그렇게 할 수 없는가? 우리는 어쨌든 60퍼센트 이

상의 물로 구성된다. 아마 우리 혈액 안에 흐름은 우

리의 감정과 자제력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셰익스

피어는 이러한 것에서 몇 가지 사실을 인지하고 달이 

“인간을 미치게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

드 씨에 대한 이상한 사건 보고서’에서 하이드 라는 

하나의 모델로서 역할을 했던 그 남자의 주장이었다. 

그는 그의 범죄의 책임을 달에 의해 야기된 정신병의 

탓으로 돌렸다. 일부의 논평들도 그 개념을 뒷받침하

는데, 난폭한 범죄가 보름달이 뜰 때 증가한다고 암시

하고 있다. 보름달이 차오를 때,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페널티 박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들 한다. 반

면에 응급실은 더 바쁜 시간에 대비해 준비를 갖춘다. 

(그리고 새 달에서 다음 달까지의 29일 12시간 44분 

동안 하늘에서 달의 평상시의 모습은 위로가 되는 순

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일부는 달 아래

에서 가만히 못 있는다는 사실, 이를 테면 갑작스럽게 

산을 오르고 싶다거나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리거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 stir: 움직이게 하다

‧ tide: 흐름

‧ ebb and flow: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변화

‧ self-control: 자제력 

‧ charge: ~이라고 설명하다 

‧ blame: ~을 탓하다, ~로 책임을 돌리다 

‧ induced: 유도된, 유발된

‧ lunacy: 미친 짓, 정신병

‧ full moon: 보름달

‧ wax: (달이) 차오르다

‧ casualty department: 응급실

‧ gear up: ~대해 준비를 갖추다 

‧ restlessness: 가만히 못 있음

‧ beneath: 아래에

‧ shadow: 어둠, 그늘

‧ cower: 몸을 숙이다, 웅크리다

‧ rear up: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다

‧ howl: 소리를 지르다

☞ 달이 유발하는 우리의 감정과 자제력의 변화에 대한 내

용이므로, ④는 글 전체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38. 무관한 문장 찾기       정답 ④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의도적인 행동들은 어느 정도

의 허용 범위를 가진다. 우리의 의도는 매우 많은 것

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

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에만 적용된다. 내

가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어올리기를 원하든지 자물쇠

에 열쇠를 채우기를 원하든지에 관계없이 나는 항상 

기꺼이 내 눈을 믿고, 이것은 내 손으로 하여금 목표

로 이끌며, 나로 하여금 손으로 더듬는 노력을 줄여준

다. 왜냐하면 어떤 잘못된 움직임은 시각적 통제에 의

해 즉시 수정되어지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러한 종류의 상호작용은 피드백으로 알

려져 있다. (엔지니어의 용어들은 어떤 혼란이 없이 

생각을 교환하기 위해 항상 간결하고 정확하다.)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우리는 그러한 의도가 무엇을 할 

것인지와 피드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인간이 효율적으로 환경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작용의 

특성이다. 



14                                                                                                         외국어(영어) 영역

‧ latitude: ( ․행동 등의) 허용 범위, 자유

‧ gratefully: 감사하여, 기꺼이

‧ guide: 인도하다, 이끌다

‧ groping: 손으로 더듬는, 암중모색하는

‧ in the language of: ~의 말을 빌면

‧ concise: 간결한

‧ on the whole: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의도적인 행동의 정의와 특성에 관한 내용의 글이므로, 

단순히 엔지니어의 용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④는 글 

전체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39. 글의 내용 추론       정답 ③

 20대에 당신은 가장 영리한데, 30대쯤 당신의 기

억력 특히 수학적 계산 능력은 쇠퇴하기 시작한다. 그

러나 다른 업무에 대한 당신의 지능지수는 상승한다. 

예를 들면, 45세 때의 당신의 어휘력은 대학을 졸업

했을 때보다 3배 이상 좋다. 60세에, 당신의 두뇌는 

21세에 그랬던 것보다 거의 4배 이상 더 많은 정보를 

가진다. 가령 대부분의 노벨상 수상자가 20대 후반과 

30대에 최고의 연구를 했고 위대한 음악의 대부분은 

33세에서 39세 사이의 사람에 의해 쓰여졌듯이 대부

분의 영역에서 정점은 빨리 오지만 몇몇 사람들은 일

생 동안 질 좋은 작품을 생산하는 것을 계속한다. 톨

스토이는 71세에 ‘부활’을 완성했으며, 볼테르는 그의 

훌륭한 풍자 작품인 ‘캉디드’를 64세에 썼다. 윌 듀란

트는 5권의 기념비적인 ‘문명사회의 역사’라는 책을 

69세에 쓰기 시작했다.    

‧ computation: 계산 

‧ marvelous: 훌륭한, 우수한 

‧ satire: 풍자 문학, 풍자 작품 

‧ monumental: 기념비적인, 대단한

☞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른 나이인 20대나 30대쯤 최고의 

성과를 이루지만, 몇몇의 경우는 늦은 나이에도 성공적

인 성과를 이루기도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③이다.

40. 제목 추론       정답 ①

학생들이 (글자를) 해독할 수 있고, 심지어 유창하

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는 반면에, 그들은 진정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여러 가지 중에서 

속뜻을 읽을 수 없고, 의미를 추론할 수 없으며, 혹은 

작가의 성향을 알아낼 수 없다. 독서는 단순히 음소를 

인식하고 철자를 인지하는 것에 능숙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그것은 철자 발음뿐만 아니라 문학

적인 감상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진정으로 평생 

동안 전념하고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읽기를 조절해

가면서 모든 측면에서의 이해를 해야 하는 믿기 어려

울 정도로 복잡한 심리 언어학적인 활동이다. 더욱이, 

독서는 그러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나는 이 책을 즐거

움을 위해서 읽는 것인가? 아니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읽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완전한 지식

은, 만일 학생이 관심을 갖지 않고 동기 부여가 되지 

않고 혹은 그러한 경험을 즐기지 않는다면, 거의 얻지 

못할 것이다. 독서를 배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에너

지와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만일 그것이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관심을 

지속시키는 것은 어렵다. 

‧ decode: 해독하다, 번역하다 

‧ fluent: 유창한 

‧ oral: 구술의, 구두(口頭)의

‧ comprehend: 이해하다

‧ read between the lines: 행간[속뜻]을 읽다

‧ detect: 알아내다, 감지하다 

‧ bias: 성향, 경향

‧ phonemic: 음소의 

‧ recognition: 인식, 인지 

‧ psycholinguistic: 심리 언어학

‧ facet: 측면, 양상

‧ adjust: 적합하게 하다, 맞추다

‧ literary: 문학의, 문학적인

‧ appreciation: 감상

‧ authentic: 진짜인, 정확한

‧ sustain: 지속시키다

☞ 독서는 단순히 (글자를) 해독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측

면에서의 이해를 해야 하는  복잡한 심리 언어학적인 활

동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 글의 제목으로는 ①이 가

장 적절하다.  

41. 제목 추론       정답 ②

캐나다의 작은 광산촌인 플린 플런의 냉기 때문에 

정원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 이 광산촌의 거

주민들은 신선한 과일과 장미를 연중 내내 즐긴다. 그

러한 풍요로움은 구리와 아연 광산의 빈 공간이었던 

지하 1,170피트 아래에서 자란다. 그러한 시도는 지

하 원예의 품질, 수확량, 비용을 시험해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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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nt Zettle이 생각해냈다. “그 공간은 완전히 표면

으로부터 고립되어서 그러한 환경은 값싸고 정확하게 

통제될 수 있습니다.”라고 Zettle은 말한다. 그 광산은 

고강도 조명, 세류 관개 시스템, 그리고 컴퓨터를 설

치했다. “목본( )성 식물은 경이적인 속도로 자랍

니다.”라고 Zettle은 언급한다. 심은 지 3달 후, 장미 

나무 80그루는 보통의 700송이 대신 1,100송이의 꽃

을 피웠다. 그 결과물들은 지역 시장에서 팔렸다. 광

부들은 그들의 정원에 큰 자부심을 가진다.

‧ chill: 냉기, 쌀쌀함

‧ resident: 거주민

‧ bounty: 풍부함

‧ vacant: 비어있는

‧ chamber: 공간 

‧ copper: 구리

‧ zinc: 아연

‧ experiment: 시도

‧ conceive: (계획 등을) 생각해 내다

‧ yield: 산출량

‧ subterranean: 지하의 

‧ gardening: 원예 

‧ high-intensity: 높은 강도[세기]; 고강도

‧ drip irrigation: (직경이 작은 호스로 간헐적으로 행하는) 

세류(細流) 관개

‧ phenomenal: 경이적인, 경탄스러운 

‧ note: 언급하다 

‧ produce: 생산하다

‧ normal: 정상적인

‧ miner: 광부

‧ prosperous: 번영한, 번창한

‧ local: 지역의

☞ 플린 플런 지역은 추운 날씨로 인해 구리와 아연 광산 빈 

공간의 지하 깊은 곳에 정원을 가꾸고 있다는 내용의 글

이므로, 이 글의 제목으로는, “Roses Bloom Deep in a 

Mine(광산 깊숙한 곳에서 피는 장미들)”이 가장 적절하

다.

42. 글의 순서 배열       정답 ③

코끼리들 사이에서 하루를 보내보라, 그러면 당신

은 혼란스러운 채로 돌아올 것이다. 갑작스럽고 조용

하게 동시에 일어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한 무리가 

명백하거나 혹은 소리에 의한 이유가 없이 도망을 가

거나, 뿔뿔이 흩어져 있는 코끼리의 무리가 동시에 귀

를 들어 올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이 꼼짝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건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만 누구도 

기꺼이 밝히지 않는다. (B) 기억에도 없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능력과 오감(五感)이 코끼리로 하여금 다른 

코끼리들의 소재와 움직임에 대해 조용하게 멀리서 

알려주는 것 같다. (D) 나는 오리건 주(州) 포틀랜드

의 동물원 관람 중에 이러한 신비로움에 대한 가능한 

단서를 우연히 발견했다. 3마리의 아시아 코끼리와 

그들의 새끼를 관찰하던 도중에, 나는 멀리서 울리는 

천둥소리처럼 반복적으로 공기 중에서 감지할 수 있

는 진동을 알아차렸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조용했다. (C) 나중에서야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뉴욕에 어린 성가대 소녀였던 나는 교회에서 가장 크

고 가장 깊은 오르간 파이프 옆에 서 있곤 했다. 그 

오르간이 바흐의 합창곡의 저음을 연주하고 있을 때, 

동물원에서 코끼리의 공간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당 

전체가 진동을 하였다. (A) 오르간 파이프처럼, 그 코

끼리들이 진동하는 것의 근원이었다는 것이 판명되었

다. 코끼리들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매우 낮은 조정

된 울음소리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 mystify: 혼란스럽게 만들다, 어리둥절하게 하다 

‧ synchronous: 동시에 일어나는 

‧ herd: 가축의 떼, 무리

‧ apparent: 분명한

‧ audible: 들리는, 들을 수 있는

‧ scattered: 산발적인, 뿔뿔이 흩어진 

‧ simultaneously: 동시에 

‧ forthcoming: 기꺼이 말하는[밝히는]

‧ turn out: ~인 것으로 드러나다 

‧ throb: 고동치다, 진동하다

‧ capacity: 능력

‧ whereabouts: 소재, 행방

‧ choir: 성가대, 합창단

‧ blast: (음악이) 쾅쾅 울리다

‧ chorale: 합창곡, 성가

‧ chapel: 예배당

‧ stumble: ~을 우연히 발견하다

‧ palpable: 감지할 수 있는

‧ notice: 주목하다

☞ 주어진 글은 코끼리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코끼리들의 특

이한 이상 행동에 관하여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러

한 이상 행동의 원인에 대한 일반적인 추측을 나타내고 

있는 (B)가 먼저 오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코끼리들의 

특이한 이상 행동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진동 소리를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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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는 (D)가 이어진다. 그리고 코끼

리의 공간과 마찬가지의 진동을 저음의 오르간 연주에서 

느낄 수 있었다고 언급한 (C)가 온 후, 마지막으로 이것

을 통해 코끼리들의 이상 행동의 원인이  코끼리들의 저

음의 의사소통 때문이었다고 밝혀낸 (A)가 오는 것이 자

연스럽다. 

[43~44] 장문의 이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일 먼지의 쓰임이 무엇인지

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쓰임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대단히 성가신 것임을 확신한다고 답변할 

것이다. 우리의 도시와 집에서의 먼지는 종종 성가신 

것일 뿐만 아니라 질병의 심각한 원인이며, 때때로 완

전히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먼지는 부적절한 장소에서 오로지 문제이며, 

그 먼지들이 야기시키는 해롭거나 불쾌한 결과들은 

주로 우리 자신이 자연을 다루는 것에 기인한다. 만일 

우리가 완전히 기계적인 운송 수단을 채택한다면, 길

거리에서 병균을 가지는 먼지를 거의 완전히 없앨 수 

있다. 반면에 또 다른 종류인 불완전한 석탄의 연소에 

의해 야기되는 먼지는 만일 우리가 깨끗한 공기와 햇

빛이 매연을 발생시키는 사람들의 편견이나 이익보다 

대체로 인구에 더 중요하다고 간주한다면, 똑같이 쉽

게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먼지로부터 

유발되는 위험과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완전

히 그것을 없앨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진정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왜냐하

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아름다움의 

대부분 그리고 심지어 매우 살기에 알맞음이 먼지의 

존재 덕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지

가 없이, 우리는 푸른 하늘과 대기 상에서 뿐만 아니

라 수평선 가까이의 구름 위에서 일몰과 일출 때 보

이는 아름다운 색감을 감탄할 수 없다. 

‧ majority: 대다수

‧ dust: 먼지

‧ reply: 대답하다

‧ nuisance: 성가신 것, 골칫거리

‧ disease: 질병

‧ disagreeable: 불쾌한, 마음에 안 드는 

‧ conveyance: 수송, 운송 

‧ abolish: 폐지하다, 파괴하다 

‧ pure: 깨끗한 

‧ prejudice: 편견, 선입관

‧ arise: 생기다, 유발되다

‧ habitability: 살기에 알맞음

‧ tint: 엷은 색, 색조

43.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절 추론                정답 ④

빈칸 앞에서는 먼지를 없앨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빈칸 

뒤에서는 먼지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말

하고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④가 가장 적절하다. 

44.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②

☞ ‘~, but a serious source of disease, sometimes 

resulting in total blindness.’로 보아 글의 내용과 일치

하는 것은 ②이다.

45. 필자가 주장하는 바 추론       정답 ⑤

시민들은 연방과 주(州) 지역과 야생 동물의 법규

에 대중의 신뢰를 담은 생각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해가 걸릴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책임 있는 기관들이 

수탁자이고, 그 법은 강력한 어조로 그렇게 말해야 한

다. 대중의 신뢰주의에 대해 중요한 것은 단지 법정에

서 그것을 시행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그러한 

신뢰가 연방과 주(州) 정책에 작용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우리는 그러한 기관들이 위탁 업

무를 인지하고, 시정 방침의 일로서 임무를 다해주기

를 강요해야 한다. 연방 지역 기관들의 직원들은 힘 

있고 자신감 있게, “네, 우리는 나라의 경이로운 것

[야생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

러한 공표는 보다 높은 기준을 정하고 원칙에 입각한 

행동에 알맞은 분위기를 만들도록 도울 것이다.

‧ citizen: 시민

‧ movement: 운동

‧ inject: 주입하다, 도입하다

‧ notion: 개념, 생각

‧ federal: 연방의

‧ statute: 법규, 법령 

‧ trustee: 수탁자

‧ forceful: 강력한

‧ matter: 중요하다

‧ doctrine: 정책, 원칙

‧ court: 법원, 법정

‧ enforce: 집행하다, 시행하다

‧ policy: 방침

‧ press: 압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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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knowledge: 

‧ trusteeship: 신탁 관리 업무

‧ duty: 의무

‧ administrative: 관리상의

‧ official: 공무원

‧ pride: 자부심, 자신감

‧ wonder: 경이로운 것

‧ pronouncement: 공표, 성명, 발표

‧ set: 설정하다

‧ standard: 기준

‧ climate: 분위기, 풍조 

‧ principled: 원칙에 입각한

관리 기관들이 자신에게 야생 지역 관리 임무가 위탁되

었음을 인지하고, 시정 방침의 일로서 임무를 다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46~47] 장문의 이해       

나는 8살 때 말괄량이였다. 나는 전부 빨간색인 카

우보이 모자와 부츠, 체크 모양의 셔츠와 바지를 가지

고 있었다. 내 놀이 친구는 나보다 2살과 4살이 많은 

나의 오빠들이었다. 나의 부모님께서는 오빠들에게 

총을 사주기로 결정하셨다. 이것들은 “진짜”총이 아니

었다. 그것들은 내 오빠들이 얘기하듯 새를 죽일 수 

있는 구리 탄알을 가진 “BB탄”이 발사되었다. 나는 

소녀였기 때문에, 총을 얻을 수 없었다. 즉시 나는 인

디언의 위치로 내몰렸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꽤 먼 

거리가 있는 듯 했다. 오빠들은 자신들의 새 총을 가

지고 모든 것을 쏘았다. 나는 활과 화살로 지지 않으

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중 나는 내 오른쪽 눈에 믿을 

수 없는 타격이 가해짐을 느꼈다. 때마침 나는 오빠가 

그의 총을 내려놓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사고를 지

금도 기억한다. 나는 처음으로, 의식적으로 몇 년 전 

의사가 한 말의 의미를 마주 대한다. “눈은 교감한다. 

만약 한 쪽이 실명이 되면 다른 한 쪽도 실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나는 이 곳 저 곳을 보면서 빛이 바

래져 가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저장하면서 미친 듯이 

세상에 충돌했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러고 나서, 내가 

여전히 25년이 넘도록 나의 시력을 유지해왔다는 것

에 대한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는다. 감사의 기도가 나

온다. 

‧ tomboy: 말괄량이

‧ pants: 바지

‧ playmate: 놀이 친구

‧ pellet: 탄알

‧ relegate: 격하시키다 

‧ instantly: 즉시

‧ keep up with: 지지 않다, 뒤떨어지지 않다

‧ bow: 활

‧ arrow: 화살

‧ blow: 강타, 타격

‧ just in time: 때마침

‧ accident: 사고

‧ confront: 직면하다, 마주치다

‧ sympathetic: 공감하는, 교감하는

‧ madly: 미친 듯이

‧ literally: 말 그대로

46.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③

☞  눈에 타격이 가해졌을 때, 필자는 그녀의 오빠가 들고 

있던 총을 내려놓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으로 볼 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이다.

47. 필자의 심경 파악                                정답 ④

☞ 글의 마지막 부분인 ‘the gratitude that I have still 

maintained my sight for over twenty-five years sends 

me literally to my knees.’를 통해 필자는 감사하고 있음

(appreciative)을 알 수 있다. 

[48~50] 장문의 이해       

(A)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업 훈련 종합 

계획(CETA)과 같은 정부의 프로그램은 더 의욕적으로 

만들어질지 모른다. 정부는 마지막 수단의 고용자로

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즉, 정부는 일하기를 원하지

만, 민간 부문에서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모든 사

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D)

정부가 민간 회사에서 거부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책무를 가지지는 않지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안(案)이 Humphrey-Hawkins 법안의 

1976년 원본 초안에 포함되어져 있다. 그 법안은 매

년 3퍼센트의 목표까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필요

로 되는 일자리는 무엇이든지 정부가 제공하도록 의

무를 지웠을 것이다. 

(C)

정부를 마지막 수단으로 만드는 안(案)들은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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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인해, 그러한 조항들은 이후 버전의 

Humphrey-Hawkins 법안에서 빠졌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은 1983년 말까지 직업 훈련 종합 계획(CETA)

을 없앨 것을 제안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계획은 실업자들에게 할 수 있는 유용한 것들을 제공

한다. 예를 들면, 실업자들은 도시에서 보수 관리 일

을 하고 1930년대 루즈벨트의 경제 회복 프로그램과 

유사한 공공사업 계획을 수행할지 모른다. 

(B)

다른 측면에서, 반대자들은 그러한 프로그램이 비

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반대한다. Carter 새 행정부가 

84억 달러의 비용으로 공공 근로 프로그램의 규모를 

725,000개의 일자리로 2배 이상 늘렸을 때인 

1977~1978년 동안 그것이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발

표되었다. 그것은 일자리 당 11,500달러 이상까지 산

출된다. 평균 노동자는 약 7,200달러 정도로 상당히 

적게 받는다. 반대편은 행정부와 지원부서의 입장을 

취했다. 

‧ comprehensive: 종합적인, 포괄적인

‧ employment: 고용 

‧ ambitious: 야심적인, 의욕적인

‧ private: 사적인

‧ opponent: 반대자

‧ administration: 행정부

‧ double: 두 배가 되다

‧ billion: 10억

‧ considerably: 상당히

‧ proposal: 계획, 안( )

‧ controversial: 논란이 많은 

‧ opposition: 반대

‧ provision: 조항, 규정 

‧ drop: ~을 빼다, 빠뜨리다

‧ eliminate: 없애다, 삭제하다

‧ positive: 긍정적인

‧ maintenance: 유지, 보수

‧ similar: 비슷한

‧ recovery: 회복

‧ commitment: 약속, 책무

‧ draft: 원고, 초안

48. 글의 순서 배열                                정답 ⑤
☞ (A)는 정부가 직업 훈련 종합 계획(CETA)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

공해 준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직업 훈련 종합 계획

(CETA)에 토대가 된 Humphrey-Hawkins 법안의 초안에 

관해 말하고 있는 (D)가 이어져야 한다. 그 다음으로 이

러한 안(案)이 논란이 많다고 말하며, 이러한 법안들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말하고 있는 (C)가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안들의 다른 측면인 부정적인 

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B)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

스럽다. 

49. 빈칸에 적절한 공통어구 추론              정답 ②

☞ 정부는 일하기를 원하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일자리를 찾

을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준비가 되

어 있다는 것으로 보아, 정부는 고용자들의 ‘마지막 수

단’일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50. 제목 추론                                 정답 ③

☞ 실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논란

이 많은 안(案)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글이므로, 이 글

의 제목으로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