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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추론1. 정답 ③

Paul: 이모 이모의 천재 아들은 잘 지내요Betty , ?

Betty: Tom은 매우 잘 지내 지난달에 대학교를 막.

졸업했단다.

Paul: 저는 항상 이 성공할 거라고 믿었어요 우Tom .

리가 고등학교에서 함께 공부했을 때 은, Tom

항상 반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였잖아요.

Betty: 너희 둘 다 멋진 청년이고 난 너희 둘Paul,

다 모두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 아마 언젠가.

는 너희 둘 모두 같은 큰 회사에서 일하게 될
거야.

Paul: 가능성은 있지만 전 아마 의 회사 구석, Tom

창문을 청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천재 능력 재능genius: , ,‧
를 졸업하다graduate from : ~‧
를 자랑스러워하다be proud of: ~‧

이 되다 끝나다end up: ~ ,‧
☞ 이 를 이모라고 부르고 의 아들은Paul Betty , Betty

인 것으로 보아 둘은 사촌지간이라는 것을 알 수Tom

있다.

이유 추론2. 정답 ⑤

Mrs. Smith: 당신 씨의 집이 도둑맞은 것Johnson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도 그런 일?

이 일어나면 어쩌죠?

Mr. Smith: 아무래도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겠어요.

Mrs. Smith: 개를 기르는 건 어때요?

Mr. Smith: 난 잘 모르겠어요 개를 돌보는 건 많은.

노력과 돈이 필요해요.

Mrs. Smith: 하지만 여보 개는 만약에 누군가 집으,

로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함께,

놀 수 있는 애완동물이 될 수 있고 당
신은 개를 산책시킴으로써 필요한 운
동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낮에.

당신과 아이들이 밖에 나가 있을 때
개는 저에게 친구가 될 수 있고요.

Mr. Smith: 알겠어요 하지만 난 내 생각이 훨씬,

더 저렴하고 쉬울 것 같아요.

빼앗다 강탈하다rob: ,‧
경보 두려움alarm : ,‧
경고하다 빈틈없는alert: ,‧

침입하다 난입하다break into: ,‧
지키다 보호하다protect: ,‧

☞ 부부는 방범에 관해 서로의 의견을 내놓았으나 마지
막으로 씨는 경보 장치를 달아놓자는 자신의Smith

생각이 더 저렴하고 쉬울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자가 개를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에는 비
용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가 적절하다.⑤

상황에 적절한 말 고르기3. 정답 ⑤

판매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 , ? 새 차를 찾(A)

으시나요?

Mr. Jones: 글쎄요 저는 년형을 살 여유가 없어, 2008

요. 중고차를 살까 생각 중이에요(B) . 그
렇게 하기에는 충분한 돈이 있을 겁니다.

판매원 손님께서 오늘 저 오래된 차로 여기까지 운:

전해 온 것을 알고 있어요. 저 차로 맞바(C )

꾸어 거래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

신형차 중에서 하나의 가격을 낮춰 드릴 수
있습니다.

Mr. Jones: 글쎄요 저는 정말 화려한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저는 단지 회사까지 통근할(D )

차가 필요합니다.

판매원: 만약 손님께서 손님의 낡은 차를 포기하신다
면 손님의 필요에 딱 맞는 믿을 수 있는 작,

고 경제적인 차를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회사까지 통근할 차가 필요합니다a. .

중고차를 살까 생각 중이에요b. .

저 차로 맞바꾸어 거래하시겠어요c. ?

새 차를 찾으시나요d. ?

외국어영어( )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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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 제공하다afford: ,‧
낮추다 줄이다reduce: ,‧
화려한 사치스러운fancy: ,‧
믿을 수 있는reliable:‧
계약 계약을 맺다compact: ,‧
통근자 통근하다commute: ,‧

☞ 대화의 흐름으로 보아 판매원이 손님에게 찾는 물건, d(

을 묻고 중고차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싸게 살) b( ) c(― ―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구입하고 싶은 차의 용도) a(―

를 설명한다의 순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

할 일 파악4. 정답 ②

상사 내 예약을 했나요: ?

비서 네 했습니다 사장님 호텔에서 머무르: , , . Horton

시게 될 겁니다.

상사 비행기는요 등석을 예약해 주었으면 했는데: ? 1

요.

비서 물론입니다 사장님 오전 시 분에 토론토로: , . 7 30

가는 비행기로 예약이 되셨습니다.

상사 훌륭하군요 하지만 나는 비행기가 언제 도착: .

할지를 알아야 해요 회의가 점심 식사 이후에.

시작하니 일찍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낫겠어
요.

비서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항에서 회의장으로:

가실 충분한 시간이 확실히 있으십니다.

상사 당신은 정말 확신하는군요 그것으론 충분하지: !

않아요 비행기 도착 시간이 언제인지를 정확.

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예약하다book:‧
목적지 행선지destination: ,‧
적응 조정 타협 화해accommodation: , , ,‧

대화의마지막부분에서☞ 상사의 말을 통해 그가 정확한
도착 시각을 확인해 보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일치 여부 파악 불일치5. - 정답 ④

어젯밤의 그 폭풍은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Barb: !
나도 알아 나는 그천둥소리와 번개 때문에 밤Ann: !
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 뿐만 아니라 정전. ,
이 되었을 때 나는 이번 주까지 끝내야 하는,
중요한 보고서를 쓰고 있었어 그걸 컴퓨터에.
저장해 놓지 못해서 모두 날려버리고 말았지.
정말 안됐다 우리에겐 문제가 생겼어 우리Barb: . .
집 지붕에 물이 새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보

니 주방 전체가 온통 물바다가 됐어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지만 고치는 데 분명히

비용이 적게 들지는 않을 거야.
음 빨리 고치는 게 좋을 거야 왜냐하면 일기Ann: , .
예보에서 이번 주가 지난 후에 더 많은 비가

온다고 했거든 있지 우리 형부가 지붕 수리공. ,
이야 그의 명함을 줄게. .

믿을 수 없는unbelievable:‧
천둥치다 극구 비난하다thunder: ,‧
번개 전광lightning: ,‧

샘 누설 새다leak: , ,‧
가다 다니다 수선하다repair: , .‧
지붕roof:‧
친족 친척 비교 상의 상대적인relative: , , ,‧

☞ 는 집 지붕에 물이 샌 것에 대해 비용이 얼마가 들Barb

지 모르겠다고 했지 지붕을 고칠 만 한 경제적인 여유,

가 없어 못하고 있다는 말은 없으므로 가 적절한 답이④

다.

주인공이 가진 의견 파악6. 정답 ④

이봐 자네 가 나오는 새 영화 봤Bob: , Keanu Reeves

어?

응 지난주에 나의 아내와 봤지 연기가 훌륭하Don: , .

더군 나는 굉장히 재미있었어. .

잘됐네 왜냐하면 나도 이번 주에 그 영화를 보Bob: ,

러 우리 아이들을 데려갈까 생각 중이었거든.

그것이 좋은 생각인지는 모르겠는걸 그 영화엔Don: .

살인이나 복수 같은 성인 영화에 나올 내용이
많아 또 그 영화는 아이들에겐 너무 폭력적이.

라고 생각되는 걸.

정말 내 딸이 를 좋아하는데 그것 참 안Bob: ? Keanu

됐군.

이건 그냥 나의 생각이야 하지만 나라면 아이Don: .

들을 영화 같은 좀 더 어린 관객들을Disney

위한 영화에 데려가겠어.

내용물 만족하여content: ,‧
살인murder:‧
복수 복수하다revenge: ,‧
격렬한 난폭한violent: ,‧
적당한 적절한suitable: ,‧

☞ 은 주인공의 연기도 좋았고 영화도 흥미로웠다고Don ,

말하지만 내용이 너무 폭력적이어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의견을 말하고 있다 모든 이들에게 적.

합한 영화가 아니라는 의미의 가 적절한 답이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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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축 의미 추론7. 정답 ②

나의 살 난 아들은 오늘 아침 운전하고 가던 출근19 ,

길에 잠이 들었다 그는 고속도로에 있었고 그의 차는. ,

몇 개의 큰 장애물들을 가까스로 지나가 약 피트의80

속력으로 중앙분리대를 받았다 그가 살아있다는 게 행.

운이었다 그의 차는고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아. .

들은 피곤해서 졸게 되었다 우리는 그가 늦은 밤까지.

전화 통화를 많이했었다는 것을알았다 오늘 아침 차. ,

가 견인된 후에 우리는지난달그의전화기록을 검사,

했고 알게 되었다 그가 전화를 받지 않고 시간이상, . 3

있던 적이 없는 것을 그것은 한 달 내내 거의 잠을 제!

대로 못잔 것이다 우리는 다른 부모들과 연락을 했다. .

그들은 그들의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잠들다 완곡하다fall asleep: ,‧
고속 도로express way:‧

좁게 가까스로narrowly: ,‧
방해 장애물obstacle: ,‧
의 저쪽에 를 지나서beyond: ~ , ~‧

가다 수선하다repair: ,‧
잡아당기다 끌다tow : ,‧

☞필자는 아들의 사고기 잦은 통화로 인한 수면 부족이라
고 생각하여 다른 부모들에게 연락을 해 본 결과 그들,

의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밑.

줄 친 부분의 의미는 잦은 휴대 전화 사용으로 인한 수‘

면 부족이 적절하다’ .

지칭 추론 대상이 다른 하나8. - 정답 ③

년 동안 승무원으로서 은 그녀가 거의 모든23 , Anne

것을 경험해왔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등석 승객. , 1

에게 서비스를 하면서, 그녀는 의료 문제와 마주쳤다.

여성승객들중한명이호흡에 문제를일으키기시작했
다. 그녀는 아픈 승객에게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라
고 말하면서그녀를 서둘러 화장실로 데려갔다 불행히.

도 그 말들은 그녀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희생자가 그, .

녀의 숨을 쉬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녀는 스스로를 제
어하지 못하고 화장실 전체에 소변을 누고 말았다. 그
녀의 책임을 인식하고 은 충격을 받은 승객에게, Anne

입을대인공호흡을실시했다 그녀는. 그녀가할 수있
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승객은 결국 그녀의 팔 안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 승객은 작은 애완 고양이였다. .

와 대면시키다confront w ith : ~‧
돌진하다 서둘러가다rush: ,‧

안심시키는 돌진시키는reassuring: ,‧

희생 피해자victim : ,‧
오줌 누다 오줌으로 적시다urinate: ,‧

소생 해결resuscitation: ,‧
시달리는stricken:‧

☞ 는 모두 승무원인 을 가리키고 있고, , , Anne ,① ② ④ ⑤

은 아파서 괴로워하는 애완 고양이를 가리킨다.③

목적 추론9. 정답 ②

우리 산업 공학팀은 와World Parks Resorts

에 결정권을 후원하기로 했다Leadership Worldwide .

우리는 재능 있고 활동적이며 의욕 넘치는 산업 기술,

자와 우리 팀을 이끌 지도자를 찾고 있다 적합한 후보.

자는 산업 공학을 전공한 학사나 석사 학위를 가져야
하며 관련 분야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미국에서 지속, ,

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면 에 방WorldCareers. com

문해서 멋지고 전문적인 직업 정보들을 볼 수 있다 지.
원하기 위해서는 WorldPRRecruiler@world.com로 이
력서를 보내주면 된다.

공급하다 규정하다provide: ,‧
에게 동기를 주다motivate: ~‧
산업의 공업의industrial: ,‧
에게 자격을 주다qualify: ~‧
후보candidate:‧
자격 적격 적임eligibility : , ,‧
조사하다 탐험하다explore: ,‧
다시 시작하다 이력서resume: ,‧

산업 기술자와☞ 팀을 이끌 지도자를 찾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자격과 관련 정보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원 채용 정보를 알리기 위한 글임을 알 수 있다.

어법에 맞는 표현 고르기10. 정답 ③

요지는 한 기사의 내용을 가진 간략하면서 포괄적인
요약이다 대부분의 신문들은 요지를 필요로 한다 잘. .

준비된 요지는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락이 될 수 있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에서요지를 검색하는 시.

스템을 통해 문헌 조사 검색을 할 때 주로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다른 요지와 함께 처음에 요지만을 봄으로
기사와 처음 접하게 된다 독자들은 전체 기사를 읽어.

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주로 요지에 근거하여 결정한
다 요지는 정보가 잘함축되어 있어야 하고 읽을 만하. ,

면서 잘 정리되어 있으며 간결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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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이해력이 있는comprehensive: ,‧
개요 요약summary: ,‧
요지 추상적인abstract: ,‧
검색retrieval:‧

밀집한dense:‧
읽을 만한readable:‧

☞ 요지는 사람에 의해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므로 수(A )

동태가 되어 과거분사형태인 가 옳은 표well-prepared

현이다.

문맥상 해석을 하면 문헌 조사 검색을 할 때라고(B) , ‘ ’

해석되므로 관계부사 이 들어가야 한다when .

문맥상으로 보아 전체 기사를 읽어야 하는지 아닌(C) ‘

지의 뜻이 와야 하므로 를 써줘야 한다’ whether .

어법에 맞는 표현 고르기11. 정답 ①

현재의 영국 인구의 는 예전의 영국의 식민지4~5%

인 카리브해 제국이나 남아시아에서 온 이민자나 이민
자의 자손들이다 이 지역에서 영국으로 많은 수의 사.

람들의 이동은 년대부터 최근까지 나타나는 현상1950

이다 다른 국가나 환경으로부터 온 이러한 많은 부류.

의 사람들이 하나의 같은 그룹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의심스러운 추측에서 이 사람들을 프랑스나미국에 있,

는 사람들과비교하면 여전히 소수이다 그럼에도불구.

하고 년대 이후 영국에 정착한 카리브해 또는 남, 1950

아시아 출신의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문제점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민자immigrant:‧
자손descendant:‧

식민의colonial:‧
영토 지역territory: ,‧

현상phenomenon:‧
의심하는 의심스러운dubious: ,‧
추정assumption:‧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relatively: ,‧
소수minority:‧

그에 비해서 에 반해by comparison w ith: , ~‧
로 보다 으로 여기다regard: ~ , ~‧

☞ 가 주어에 해당하므로 단수형인 가(A ) The movement is

동사로 와야 한다.

앞의(B) 에 대해 뒷부분에서 자세히dubious assumption

설명하고 있으므로 으로 연결해 주어야 한다that .

앞의나온사람들을다시언급하여지칭하고있으므로(C)

를 써주는 것이 적절하다those .

어법상 틀린 곳 찾기12. 정답 ③

는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가장Tablet PC

새로운 기술혁신중하나다 이기기들은입력장치기.

능뿐 아니라 디스플레이출력 표시 장치도 하는 화면( )

석판과 함께 표준이 되는 노트북 로 구성되어 있다PC .

몸짓의명령이나전기잉크그림뿐만아니라표준마우
스 형태의 명령을 입력하려면 철필이나 펜이 사용된다.

사용은 교실 환경에서 역동적인 설명을 만Tablet PC

들고 활동적인 연습을 포함시킴으로 교사들의 효율성
을 증대시키게 해준다.

명판 정제 탁상용의tablet: , ,‧
혁신innovation:‧
계산 사용computing: ,‧

첨필 해시계의 바늘stylus: ,‧
동력의 역학의dynam ic: ,‧

☞ 의 는 그 앞 문장에서 주어 동사가 있고 연결사가act , ,③

없으므로 으로 앞 구절을 수식해 주도록 바꿔야acting

한다.

어법상 틀린 곳 찾기13. 정답 ⑤

행동 연구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과정에 관심이
있거나 그들이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고 어떻게 가르치,

고학생들이어떻게 배우는지에대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교육 과정이나 환경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사람,

들이나 선생님들 운영자들에의해행해지는 조직적 연,

구를말한다 좀더 중요한 것은행동연구는선생님자.

신을 위해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행하는 연구로여겨진
다 행동 연구는 선생님들이 그들 스스로의 이해를 돕.

기위해그들의 학급에대해공부하도록 해주고그들의
질과 효율적인 교수법을 개선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

은특별히 특정한조건아래에서습관이 형성되거나 어
떤행동이 행해지는 인구의특이한 행동에대해초점을
맞춘다.

규정하다 정의하다define: ,․
문의 연구 조사inquiry: , ,․
모임 조직gathering: ,․
움직이다 작동하다operate: ,․

☞ 는 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동태인some action must⑤

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be taken .



www.visangedu.com

차 선발 시험 해설2009 1 43

분위기 파악14. 정답 ⑤

기억을 잘 못하는 나이 많은 부부에게 메모하는 것
이 그들의기억력에 도움을줄 것이라고 의사가조언했
다 어느 날 저녁 를 보고 있는 동안에 부인이 남편. TV

에게 아이스크림 한 그릇을 갖다 달라고 부탁한다 물. “

론이지 그는 말한다 적어놔요 라고 그녀가 제안한.” . “ .”

다 싫어요 그가 말한다 나는 이렇게 간단한 것은. “ .” . “

기억할 수 있어요 또 딸기랑 휘핑크림을 좀 가져다.” “

줘요 라고 부인이 말한다 적어놔요 그녀가 소리친.” . “ .”

다 난이걸적어둘필요가없어요 그는부엌으로향. “ .”

하면서 주장한다 분이 지난 후 그는 베이컨과 계란. 20 ,

이 스크램블이 있는 접시를 가지고 돌아온다 내가 글. “

로 쓰라고 했잖아요 부인은 소리친다 난 계란 프라!” . “

이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나이가 지긋한elderly:‧
강요하다 주장하다insist: ,‧
휘저어 섞다scramble:‧
외치다 소리 지르다exclaim : ,‧
긴급한 절박한urgent: ,‧

☞기억을 잘 못하는 대화 내용으로 처음에 부인은 남편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적어둘 것을 계속 요구하지만 결,
국 남편은 부인이 요구한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부인,

또한 자신이 무엇을 달라고 했는지 잊어버린 우스꽝스
런 상황이다.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휘 추론15. 정답 ①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에 대한 좌절감은
종종 육체적인 공격성을 초래한다 지난몇 년 동안 범. ,

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나라의 어휘 수,

준은 감소하고 있다. 제한된 언어의 사용은 심각한 장
애이다 열심히 일 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발전.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어휘력 부족으로 인해 일정한 수
준 그 이상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 그들의 취업이 제한.

되므로 이들은 직업을 자주 변경하게 된다 중년이 될.

때까지 어휘력이 낮은 많은 사람들이 틀에 박힌 직업,

에 묶여 있다.

실망 좌절 욕구 불만frustration: , ,‧
무능 무력inability : ,‧

침략 공격aggressiveness: ,‧
착실하게steadily:‧
후방의 방해하다hinder: ,‧

부족 부족하다lack: ,‧
제한된restricted :‧
자주frequently:‧

반한 열중한stuck: ,‧
일상 일상적인 틀routine: ,‧

☞ 다음 문장에서 can advance only so far, can't advance

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한정된 단어 사용이라는 의미의
를 추론할 수 있다lim ited .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구 추론16. 정답 ⑤

적어도 하루 동안 한번은 분내지 분 동안5 10 조용히
앉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라. 당신 주변의
소리 당신의감정과당신의목 어깨 가슴등에축적된, , ,

긴장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기에. “

가장 어려운 일들 중 하나이다 스트레스 조절.” Marin

센터에 설립자이자 운영자인 씨는 말한다Robin Gueth .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낸 것에 대한 우리의 가치를 판“

단하는 데너무 익숙해져있다 아무것도하지않는것.

은정말 고통이 될 수있다 단지조용히 앉아있는 것.”

은 스트레스에 가장 명백하게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심,
장 박동 수를 느리게 하고 혈압을 낮추게 해준다.

창설자 설립자founder:‧
경영 관리 경영진management: , ,‧

투쟁 몸부림 투쟁하다struggle: , ,‧
분명한 명백한obvious: ,‧

☞ 글의 첫 문장과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애서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 에서 조용히 앉아 아. Just sitting quietly ‘

무 것도 하지 않는 다는 것이 답인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구 추론17. 정답 ①

유머는 시와 비슷하다 둘 다 모두 창조적이고 간결.

한단어 사용을 요구한다 잘못된 단어 추가음절 또는. ,

잘못 배치된 강조는 시나 유머를 망칠 수 있다 실제로.

유머는 시보다 더 어려울 지도 모른다 유머는 독창성.

에의존한다 진부한 농담은 화자와 그 말을 망친다 실. .

패한 농담으로 인한 침묵과케케묵은유머는청중의 인
내심과 집중력을 잃게 된다 만약 당신이 신문이나 웹.

사이트로부터 신선한 유머를 얻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

들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은. 당신만의 유머를 창조해야
한다. 매우 어려운 과제 같은가 그렇지 않다 당신은? .

터무니없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간결한succinct:‧
음절syllable:‧
의 놓을 장소가 틀리다misplace: ~‧
강조emphasis:‧

실로 참으로inde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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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성originality:‧
파멸 파산ruin: ,‧
흔한 평범한trite : ,‧
끈기 인내 참을성patience : , ,‧

불합리한 터무니없는absurd: ,‧
나르다 전하다convey: ,‧

☞ 필자는 유머의 핵심을 독창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

므로 빈칸에는 독창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
다.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구 추론18. 정답 ⑤

약은 그것의 급격한 변덕으로 유명하다 한 때 의사들.

은낮은식이섬유를함유한식이요법이결장의염증에가
장좋은치료라고확신했다 하지만몇십년이지난후반.

대로그들은환자들에게대신많은양의식이섬유를먹으
라고주장했다 한때내과의사들은나이든여성의호르.

몬 대체 요법이 유방암의 가능성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최근그들은반대의조사결과를발표.

했다 의학전문지의편집자. New England Marcia Angell

박사는다음처럼질문하며문제를발견했다 대중들은무. “

엇을믿어야합니까 라고편집자에게물었다 그러자그?” .

는이렇게답했다 건강에대해의식하고있는미국인들. “

은점점더상반된충고로인해혼란스러운자신을발견한
다. 그들이 어떤 하나의 연구 결과를 배우자마자 그들은,

반대의 메시지를 듣게 된다.”

급변 변덕 태도를 돌변하다flip-flops: , ,‧
확신하고 자신만만한confident: ,‧
염증inflammation:‧

결장colon:‧
확실한 자신 있는assured: ,‧
가능성 있음직함likelihood: ,‧
모순되는contradictory:‧

때마다 달라지는☞ 모순적인 의학적 충고에 관해 말하고
있는 글로 의 문장 구성으로 되, once - but, once - but

어 있어 반대되는 내용으로 글이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

빈칸 다음의 문장의 내용으로 보아 상반된 충고로 인해,

혼란스러운 자신은 발견한다는 내용이 와야 가장 적절
하다.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구 추론19. 정답 ①

점점 더 마른 것이 이상적인 것이 되는 추세는 여성
들이경제적능력을 가진 집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일어
나고 있다 수입을 그녀들 스스로를 위해 마음대로 쓸. ‘

수있는 젊고미혼인 여성들이 점점많아지고 있다 그’ .

들은 그들의 신체를 위해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왜.
냐하면 그들은고된 일과나이 듦으로인해 그들의젊, ‘

었던 모습을잃어 간다고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 .

람들에게 어떤 것을 팔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들
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광고.

들은 대부분의 일반 여성들의 체형을 보기가 흉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으로 모욕한다 여성들에게 문제가 아무.

것도 없으며 고치기 위해 아무것도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많은 돈을 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너무 뚱뚱해 라는메시지는“ .” 사실이 아니라 단
지 판매 전략일 뿐이다.

비쩍 마름 수척함thinness: ,‧
이상 이상적인ideal: ,‧
일치하다coincide:‧
처분할 수 있는 사용 후 버리는 물건disposable: ,‧
고된 일drudgery:‧
확신하는convince:‧
추한 꼴불견의 눈에 거슬리는unsightly: , ,‧
진짜의 진심의genuine: ,‧

☞이 글은 여성들이 점점 마른것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광고를 통해 여성들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하나
의 판매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의. not fact①

이 가장 적절한 답이다but marketing .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연결어 추론20. 정답 ②

미국 해안가를 찾는 이탈리아 관광객들은 미국인들
이진짜이탈리아음식이라고 생각하는것을서비스 받
을 때 때로는 크게 당황한다 이탈리아어 발음의 이름.

을 가진 를 예로 들면 이것은 이탈Chicken Tetrazzini ,

리아 관광객에게 집에 온 것 같이 만들어줄 완벽한 식
사인 것처럼 보인다. 사실(A) , 는Chicken Tetrazzini

이탈리아의 오페라 가수 의 이름에서Luisa Tetrazzini

따온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뉴욕에서 발명되었다 자. , .

신의 나라에서 온 것 같은 요리에 혼란스러워 할 사람
들은 이탈리아인 뿐 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러시아 사.

람들은 미국에 있는 러시아 샐러드드레싱과 비슷한 어
떤 음식도 절대 맛본 적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B) ,

중국 음식의 주요 상품인 행운의 과자는 이 아Beijing

니라 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LA .

물가 강기슭shore: ,‧
진정한authentic:‧

수수께끼 어리둥절하다puzzle: ,‧
생각건대 추측컨대supposed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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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물 중요 상품staple: ,‧
☞ 의 앞에서 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A) Chicken Tetrazzini

데 의 뒤에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 이름의 유래인, (A )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가 알맞다in fact .

는 앞부분의 이탈리아와 러시아 음식의 예와 비슷한(B)

예를 의 뒷부분에서 덧붙여 중국 음식을 예로 들어(B)

소개하고 있으므로 가 적당하다likewise .

주어진 문장 넣기21. 정답 ④

만약 당신의 사무실에 몇 개의 의자를 가져다 놓거
나 커피 주전자가 설치되어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직, ,

장에서비공식적인 주인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사람들.

은 당신의 장소를 한 자리에 모여 시간을 보내며 대화
를 나누기 위한 좋은 장소라고 생각할 것이다 친목이.

매우 중요한 반면 당신은 아마 교제를 위해 돈을 받지,

는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손님 접대의 역할을 하면.

서 일을 잘하고있다면 문제가 없다, . 그러나만약 당신
이 친목을 좋아하지만 일을 잘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

의 문제를 친구들에게 알리고 친목적인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들을 당신의 사무실에서 치워라. 만약 그들이
진정한 당신의 친구라면 그들은 이해할 것이다 만약, .

누군가가 불평한다면 그의 사무실로 그러한 것의자와, (

커피 주전자들을 옮겨 놓아라) .

사회화하다 사귀다 교제하다socialize: , ,‧
커피 주전자coffeepot:‧
격의 없는 비공식의 허물없는informal: , ,‧
일터 직장workplace: ,‧

☞ 들어가야 할 문장의 처음 단어가 로 시작하므However

로 바로 전 문장은 반대되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주인으로서 손님 접대의 역할과 일을 동시에 잘하고 있
다는 문장이 있고 제시 문장은 그렇지 못한 상황을 이,

야기하고 있으므로 바로 그 문장 뒤에 들어가는 것이 합
리적이다.

주제 추론22. 정답 ①

정독은 어휘와 문법에 초점을 둔 교사들에 의해 준
비된 상대적으로 짧은 문장 읽기의 방법이며 구절의,

읽기 수준은 학생들의 언어 숙달보다 좀 더 어렵다 정.
독과 다르게다독에서는 본문 분석보다는 학생들의 일,

반적인 본문 이해를 위한 읽기를 장려한다 두 방법을.

구별하는 특징은 학생들이 읽어야 하는 정보의 양이다.

다시 말하면 정독에서는 특별한 정보를 위해 짧은 구,

절 읽기가 요구되는 반면 다독의 핵심은 학생들이 가,

능한 많이 읽도록 하는 것이다.

강한 집중하는intensive: ,‧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relatively: ,‧
일절 통행 통로passage: , ,‧
숙달 능숙도proficiency: ,‧

분석 해석 정신 분석analysis: , ,‧
구별하다distinguish:‧
넓은 광대한extensive: ,‧
비교comparison:‧

무시 태만 무시하다neglect: , ,‧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정독과 다독의 읽기 방식에 대,

하여 상반되는 내용을 나열하여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
하고 있는 글이다.

주제 추론23. 정답 ⑤

영어가인터넷을지배한다는주장이 종종 있다 기술.

의 이른 시기일 때에는 그것이 사실이었을지도 모르나,

영어가부족하다는 것이 더이상예전처럼장애가되지
는 않는다 인터넷에서의 영어 자료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첫번째 영어가 모국어인 인터넷 사용자들의 비. ,

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영어권 국가 사람들이 늘어났다 두 번째로 다양한. ,

문자를 보여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졌다 현재.

다수의 많은 웹싸이트 사용자들이 현재 사용자의 기호
에 따라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그리고 장거리 세계 의사소통 매개체로서.

시작했던 인터넷이 현재 좁은 지역에더 많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국.

어로 된 문맥에서 모국어를 사용해 가족과 친구들과의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

지배하다dom inate:‧
장벽barrier:‧
균형 비례 조화proportion: , ,‧

옷감 자료 재료material: , ,‧
다중 언어의 여러 언어의 사용자multilingual: ,‧

전략strategy:‧
선호 우선권preference: ,‧

☞ 글의 앞부분에서 워낙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비영어
권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함에 따라 영어가 부족하다,

는 것이 더 이상 예전처럼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
고 있다 즉 이 글은 인터넷에서 영어로 쓰인 자료가 감. ,

소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으므로 가 적절한⑤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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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론24. 정답 ⑤

서유럽과 미국에서 버려진 수천 대의 컴퓨터가 매일
서아프리카 항구에 도착한다 그것은 아이들이 불에 태.

우고 돈을 벌기 위해 금속을 분리해 감으로 거대하고
유해한 쓰레기 더미를 만든다 개발 도상 국가에서 쏟.

아진컴퓨터제품의 폐기물유기는 국제적법률의 직접
적인 위배이며 주민들에게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
시킨다 사회 운동가들은 부도덕한 상인들이 불법으로.

수백만 톤의 위험한 폐기물들을 학교와 병원에서 사용
할 수출품으로 위장하여 개발도상국에 불법으로 버린
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납 수은 그리고 다른 위험한. ,

화학 물질들을 방출시키는 전자 폐기물의 수출을 반대
하는 좀 더 나은 정책을 부르짖고 있다.

크고 무거운 큰 덩어리의massive: ,‧
유독한 치명적인toxic: ,‧
우울 쌓아 남겨두다dump: ,‧
발췌 뽑다 추출하다extract: , ,‧
모욕 위반 침해 폭력violation: , , ,‧
주민inhabitant:‧
운동가 노병 종군자campaigner: , ,‧
부정직한 불성실한dishonest: ,‧
불법의illegally:‧
수출하다 수출export: ,‧
수은 수은주mercury: ,‧

☞ 불법적인 전자 폐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로
개발도상국에 불법적으로 수출하여 버려지고 있는 현상
에 대해 알리고 있으므로 'Illegal Dumping of

가 가장 적절한 제목이다Electronics Trash' .

제목 추론25. 정답 ②

사람들의 목숨을 한꺼번에 가져간 타이타닉 호는 정
말 특별한 배였다 타이타닉 호의 부유한 등석 승객들. 1

은 거의 다른 어떤 배에서보다 사치스러움을 즐겼다.

가구와 객실은 마치 궁전의 그것과 같았다 도서관 레. ,

스토랑 부엌 서재가 있었고 선내에 수영장까지 있었, , ,

다 부유한 승객들은 심지어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식을전하기 위해 무전 통신을이용하는사치를 누렸
다 그러나타이타닉의모든승객들이 부자는 아니었다. .

많은 등석 승객들과 등석 승객들은 미국에서의 보다2 3

나은새로운삶을기대하고있었다 등석승객들은배. 3

밑 지하로 내려가있는매우작은방을사용했고 그유,

명했던 타이타닉의 호화로운 어떤 것도 누리지 못했다.

여정 여행 항해voyage: , ,‧
승무원crew :‧

☞ 전체적으로 등석 등석 등석의 승객들에 대해 차례1 , 2 , 3

대로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으므로 'D iverse Passenger

이 가장 적절한 제목이다of the Titanic' .

요지 추론26. 정답 ①

가능하면 나는 언제나 연설 전에 청중들과 악수를,

하며 통로 쪽으로 걷는다 걸으면서 때때로 내가 누군.

지 그들에게 말하며 그리고 다른 특별한 경우도 청중,

이 왜 거기 있는지에 대한 것과 같은 정직한 의견을 듣
기를 희망하면서 익명으로 남아있기도 한다 연설 전에.

내가 청중과의 유대 관계를 더 잘 형성할수록 청중의,

필요와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성공적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연설자로서 청중들 속에 친구를. , ‘ ’

만들어 둔후에 연설을 하면 청중이내편이되어 연설,

을시작할 수 있다 그들은 나의 용기를북돋아준다 이. .

것은 그들의경청과 그들은나에게 고개를끄덕여주기
도하고눈을맞춘다던지 하여 비언어적인신호를주고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서 내가 성공하기를 원한다.

복도 통로aisle: ,‧
익명의 작자 미상의anonymous: ,‧

반응 의견feedback: ,‧
연결 접속 관계connection: , ,‧
주의 깊음 친절함attentiveness: ,‧

말을 사용하지 않는 비언어적인nonverbal: ,‧
글의가운데부분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연설 전 이동하
며 하는 행동들이 청중과의 유대 관계를 높여 성공적 강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성공적인 강의①

를 위해서는 청중과의 유대가 중요하다 가 적절한 답이
다.

요지 추론27. 정답 ③

우리의 정신과 몸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수
집한다 보고 듣고 움직이면 우리의 두뇌는 그런 정보. , ,

들을 정리하고 우리가이미알고있는것들과 연결시켜
관계를 짓는다 이러한 과정은 또한 다른 방법으로 수.

행할 수 있다 우리가 그림 아니면 단어를 생각나는가. ?

자세한 부분을 기억하는가 아니면 큰 그림을 기억하는
가 우리가배우려할때 이것은 우리의두뇌가어떻게? ,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사람들은 각.

자의 학습 유형을가진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글로. ,

쓰여 져 있는 정보는 습득하기 힘들지만 삽화 같은 그,

림은 즉시 이해한다 다른 사람은 그림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글로 쓰여 진 정보는 쉽게 얻
을지 모른다 당신은 당신에게 맞는 학습 유형과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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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상황과 종종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당.

신의 강점을 안다면 좀 더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위하,

여 당신의 약점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전략으로 발전
시킬 수 있다.

삽화 실례illustration: ,‧
힘 세력 인원 정원strength: , , ,‧
결함 약점weakness: ,‧

☞ 글의 내용으로 보아 다양한 사람들 각자에 맞는 학습,

유형이 있고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하고 있고 중간 부분에 different people have

의 문장으로 보아 자신에게 적합한 학different style , ③

습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가장 적절하다.

문맥에맞는 어휘 고르기28. 정답 ③

를 시청하는 것은 독서와 기술의 향상과 다른 여TV

러 가지 언어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에 대해 반대하는 적어도 두. TV

가지 논쟁점이 있다 첫째 시청하는 것은 시간이. , TV

걸리고 그 시간은 독서하는 데 보낼 수 있다 그러나, .

그 증거는 명확하지 않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은 언. TV

어 발전을 자극할 어떤 종류의 정보도 공급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시청. TV

은 해롭지 않다 연구들은 시청이 지나치지만 않으. TV

면 언어 시험과 학업 성취에 있어서 청취의 분명한TV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떠맡다 추정하다assume: .‧
상식commonsense:‧

논쟁 논증 언쟁argument: , ,‧
자극하다stimulate:‧
중요한 의미 있는significant: ,‧

교양 교육 읽기와 쓰기 교육literacy: ,‧
과도한excessive:‧

☞ 를 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고 했으(A) TV

므로 가 알맞다 뒤의 문장에서 언어가, negative . (B) ‘TV

책의 언어에 비해복잡하지않다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언어 발전을 자극하는 정보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어야 하므로 가 알맞다 는stimulate . (C )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의 상반되는 내용이 들어가
야 하므로 가 들어가야 한다, harm less .

문맥에 맞는 어휘 고르기29. 정답 ②

많은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개인적인 특징으로 잘못
바라본다 즉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

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험 없는 관리자.

들은 종종 동기부여가 부족한 직원들에게 항상 게으르
다고 분류한다 그런 분류는 개인이 항상 게으르거나.

동기가 부족하다고 가정한다 우리의 동기부여에 관한.

지식은 그것이 단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동기부여가 개인과 상황의 상호교류에서 오는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다 분명히 개개인마다자신만의.

기본적 동기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 하지만 분 이상. 20

교과서를 읽는 것을 어려워하던 동일한 학생은 오후에
유명한 소설을 탐독할지도 모른다 이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기부여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

리가 동기부여를 분석할 때 동기의 수준은 개인과 개,

인적인 시점에 모두 다양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열의 자극 동기부여motivation: , ,‧
무경험inexperience:‧

바치다 전념하다devote: ,‧
게걸스럽게 먹다devour:‧

다르다 다양하다 달라지다vary: , ,‧
☞ (A ) 이하에서 사람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that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알맞다personal . 교과서를 어(B)

려워하던 학생도 유명한 소설에는 집중해 읽을 수 있다
는 의미이므로 가 알맞다 동기의 수준은 개devote . (C)

인과 개인적인 시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가 알맞은 답이다varies .

글의 순서 배열30. 정답 ②

당신의 아이는 원하는 데로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
는것을허락받아왔다 하지만 당신은 규칙을바꾸려고.

결심하고 아이를매일밤 시에잠자리에들수있도록, 9

하려고 한다 당신은 첫째 날 밤이 어떨 것이라 생각하.

는가?

그는 새로운 규칙에 반항하며 잠자리에 들지 않(A )

는다며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를지도 모른다 만약 당신.

이 그 시점에 단호하지 않으면 아이는 이기고 당신을, ,

영원히 조종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침착하게 당신의 결정을 고(C )

수하고 단호하게 이것은 새로운 취침 시간이라고 주장
한다면 반항은 줄어들 것이다 일 밤이 지나면 아, . 2~3 ,

이는 새로운 일정에 적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과도 같다 물론 처음에는 저(B) .

항하겠지만 곧 통제 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집중되고, .

단호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생각의 새,

로운 방법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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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자 반항하다rebel: ,‧
고요히calm ly:‧
반란 폭동rebellion: ,‧
일상 일상적인 틀routine: ,‧

☞ 주어진 문단에서 규칙을 바꾸어 실행change the rule,

하려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에서 그것을 로, (A) new rule

받아들이게 되는 처음의 변화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므.

로 가 먼저 와야 하고 이에 예상되는 결과를 이야기(A ) ,

하는 를 연결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는 위의 예(C) . (B)

를 통해 적용될 수 있는 통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글의 순서 배열31. 정답 ③

우울증은 어떤 기간에라도 미국에 사는 백만 명19

이상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거의 명중 명 이상은 살, 5 1

면서 생활 전체에 영향을 준다.

통계에 따르면 모든 여성의 대략 가 우울증(B) , 20%

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남자는 약 가 그렇다, 10% .

하지만 몇몇의 조사자들은 후자의 숫자에 대하(C)

여 이의를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정. “

신과치료를덜찾는경향이있다 라고 대학의심.” Clark

리학 조교수인 는 말했다Michael Addis .

남자들이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어려움을 참고(A)

견디는 성향은 전문가들이 자주 인용되는 통계수치가
부자연스럽게 낮은 것이라고 믿는 여러 가지의이유중
하나다.

불경기 우울증 의기소침depression: , ,‧
경향 성향tendency: ,‧

질긴 차진 튼튼한 강인한tough: , , ,‧
인용하다oft-quote: *‧
통계치statistic:‧
인위적으로 부자연스럽게artificially : ,‧
대략approximately:‧

☞ 주어진 문단에서 우울증의 현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에서 그것의 정확한 통계치를 여자와 남자로 나누어(B)

설명하고 있으므로 가 바로 와야 한다 에서는(B) . (C)

라고 표현하며 그 통계에 반문이 나오the latter number

고 있으므로 바로 연결한다 마지막으로 는 그런 반. (A )

문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일치32. - 정답 ③

년 월 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방1918 7 18 , Transkei

의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 가족 사이에Qunu Mandela

서남자 아기가 태어났다 그 아이의이름은 어에. Xhosa

따르면 말썽쟁이를 의미하는 였다 그의 형‘ ’ Rolihlahla .

제 중 유일하게 만 살이 되었을 때 학교에Rolihlahla 7

갔다 학교에 간 첫 날 선생님은 그에게. , Mdingane

이란 영어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가 살이 되었Nelson . 9

을 때 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의 어머니는, Nelson ,

그를 삼촌인 장관이자 인들의 왕인Thembu Jogintaba

에게 데려가 살게 하였다 멋진 에 살면서. Thembu

은 지도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 알 수 있Nelson

었다 그는 삼촌으로부터 아프리카사람들의 역사와 백.

인의 등장에 대해 배웠다.

주 지방province: ,‧
장관 최고 책임자chief: ,‧
움직이다 처신하다behave: ,‧

☞글의 가운데 문장에서 등교 첫날 선생님께서 이, Nelson

라는 영어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 했으므로 이 일치하③

는 내용이다.

내용 일치 여부 판단 불일치33. - 정답 ⑤

는 년까지 유럽인들에게 알려지Tree-kangaroo 1828

지 않았다 두 명의 네덜란드인 탐험가들이. N ew

의 외딴 마을에서 네 마리가 애완동물로 길러지Guinea

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들은 그 동물에게 그.

리스어로 나무토끼를 의미하는 라는이름Dendrolagus

을 지어주었다 그들은 층 정도에서 떨어지거나 다른. 7 ,

동물들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독성을 가진 식물을
삼켜도 살아남을 만큼 강했다 그들의 은색 털은 그들.

이 살고 있는 산에 있는 이끼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다 어두운 색의 발바닥은 부드럽게 속이 채워지고 수. ,

많은 작은 원형의 무늬들이 선명히 새겨져 있다 캥거.

루 중에서는 특징적으로 다리를 발바닥이 안쪽으로 오
도록 구부릴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다리와 발의 각도를,

무엇이든 겉면을 쥘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다.

는 엄밀히 말해 야행성은 아니지만 주Tree-kangaroo ,

로 해가 진 뒤에 활발하게 활동한다.

동등한 상당하는 동등한 것equivalent: , ,‧
산토끼hare:‧
발바닥 서대기 단 한사람의sole: , ,‧
쿵 소리 덧대는 것pad: , ,‧
식각하다 아로새기다etch: ,‧
본 형식 양식 본 따서 만들다pattern: , , ,‧
유일하게uniquely:‧

회전하다 바퀴 모양의rotate: ,‧
내부로 안으로inw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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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다 적응하다adjust: ,‧
잡음 손잡이 꽉 잡다grip: , ,‧
엄하게 엄격하게strictly : ,‧
밤의nocturnal:‧

☞ 마지막 문장에서 ‘~they're usually most active after

라고했으므로 의밝은대낮에활동을 많이한다dark.’ ⑤

는 내용은 일치하지 않는다.

도표의 이해34. 정답 ④

위의 도표는 미국인과 영국인이 특히 동일한 부사인
와 에 대한 실제 사용빈도의 차이가 얼perhaps maybe

마나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조사는 미국인들이.

말할 때에 부사 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다는 것perhaps

을 보여준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이 용어가 보다. maybe

상당히 자주 쓰인다 하지만 문어체에서는 사. , perhaps

용 빈도 차이가 단지 에 불과하다 미국의 문어체13% .

에서 는 보다 더perhaps maybe 적게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도표의 숫자가 보여준다 영국의 문어체에서.

는 보다 거의 배만큼 사용된다perhaps maybe 5 .

자주 일어남 빈번한 일frequency: ,‧
설명하다 실증하다illustrate: ,‧
부사adverb:‧

상당히considerably:‧
☞도표로 보아 미국인들은 를 보다 훨씬 더, maybe perhaps

많이 사용하므로 는 알맞지 않은 설명이다.④

무관한 문장 찾기35. 정답 ①

사람이 시험에 통과하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확실한 것들이 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

은 시험 전날 밤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보통. (

사람들은 그의 일생의 분의 을 자는 데 쓴다 또한3 1 .)

시험에 대하여 침착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시.

험 응시자가 너무 긴장해 있으면 그가 시험에서 발휘,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이기 힘들것이다 덧붙여서 균형. ,

잡힌 식이요법은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돕는다 마찬.

가지로 시험 응시자는 시험 전날까지 공부하는 데 하,

루를 보내서는 안 된다.

많음plenty:‧
실행할 수 있는 재주 부릴 수 있는perform : ,‧
시험장test-taker:‧

글의내용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
므로 의 내용은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다.①

문단 요약36. 정답 ①

어느 과학 회의에서 총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쫒기,

고 있는 한 남자가 갑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 회의.

장 가운데서의 싸움이 끝난 후 총알은 발사되었고 두
남자 모두 들어온 후 초 만에 그들이 다시 뛰어 나갔20

다 즉시 의장은 그들이 본 것을 글로 적으라고 참석한.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때에는 비록 목격자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 사건은 명백하게 기획되고 시연, ,

되고 사진 찍혀졌다 사건을 적어 낸 명 중 오직 한. 40

사람만이 원래 사실에 관한 이하의 적은 실수를 했20%

고 명이 이상의 실수를 저질렀고 개가, 14 20~40% , 25

보다 더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주목할 만한 특징40% .

은 이야기 절반 이상이 또는 그 이상의 세부 사항10%

이순수한 허구라는 것이다.

↓

관찰자들은 그들이 분명하게 본 것을 놓쳤을 뿐 아
니라 그들의 관찰 결과의 일정 부분을, 꾸며내기도 했
다.

협의 회의conference: ,‧
홈 뒤쫓다chase: ,‧
일 사건 부수적인incident: , ,‧
정하다 정리하다 주선하다arrange: , ,‧
예행연습을 하다rehearse:‧
주목할 만한noteworthy:‧
겉으로는seem ingly:‧

피고defend:‧
어떤 실험을 한 결과,☞ 사람들은 목격한 명백한 사실을
놓쳐 사건 기술 시 거의 모두가 실수를 저질렀(m issed)

으며 일정 부분의 내용을 꾸며내기까지 했다, (made up)

는 내용의 글이다.

문단 요약37. 정답 ④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은 매우Stanley M ilgram

흥미로운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에서 피 실험자들은. ,

단지 두개의연속되는소리의 길이가유지되는정도를
질문 받았다 두 가지 소리의 길이는 명백하게 달랐다. .

지원자는 다섯 개의 칸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
고 하나의 칸막이 방은 그를 위해 열어놓았다 그는 거.

기 앉아서 다른 칸에 있는 사람들이 테스트에 임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틀리게 대답을,

한다 그러나 다른 칸들은 사실은 비어 있고그가 듣는. ,

것은 실험자에 의해 조작된 녹음테이프이다 예상했던.

대로 피 실험자의 대답은 테이프에 녹음된 목소리와,

똑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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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속한 집단이 어떤 것에 일치된 의견을 보이
면 피 실험자들은 자신이 실제 들은 것을, 부정하고 집
단의 의견에 따르는 경향을 보인다.

대단히exceedingly:‧
단지merely:‧
탈의실 작은 방cubicle: ,‧
점유자occupant:‧
조종하다 교묘하게 다루다manipulate: ,‧
합의의 만장일치의unanimous: ,‧

따르다 부응하다conform : , ,‧
반역자rebel:‧
뛰어나다 탁월하다excel: ,‧

한심리학자의실험결과 피실험자가속해있는무리가,☞

만장일치를하면 그들이실제로들은것은, 부정하게하고 그,
들은무리의의견을따르는경향이있다는것을예를들어설

명하는 글이다.

장문의 이해[38~39]

Person A 나는 과학기술이우리의삶을 풍요롭게만
든다고 믿는다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와 재미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당신이 찾고자 하는 어떠. ,

한 정보라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과학기술이 우.

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해도,

비관론자들은 다른 관점을 가진다 그들은 과학기술이.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안전을 위협한다고 말한다 하지.

만 전반적으로 부정적 효과만 있는 것일까 아니다 모? .

든 것에는 좋지 않은 결과가 있게 마련이고 우리는 단,

지 그것을 견뎌내야 한다 그들은 일기예보 의학 치료. , ,

전쟁 그 밖의 많은 면에서 과학기술이 얼마나 유용하,

게 쓰이는지 알아야만 한다.

Person B 과학기술이 유용하고 편리하긴 하지만 이,
것이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지는 못하며 우리의,

사회를위협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항상 나쁘다고말할.

수는 없지만 항상 좋다고도 할 수 없다 과학기술은 교, .

육과 편의성에 도움을 줄지도 모르지만 인간관계의 문,

제는물론사이버테러리스트 바이러스 온라인약탈자, ,

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덧붙여서.

요즘밖에서친구들과가족과 함께 운동하거나노는사
람들을 볼 수 없다 우리는 집안에 머무르고 인터넷으.

로 이야기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나는 우리가 과학기.

술에 중독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요약하면, 과학기술은
우리의성취욕과 행복에 불필요하며 그것은좋은점보,

다 해로운 점이 많다.

부유하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enrich: ,‧
공급하다 규정하다provide: ,‧
양 수량quantity: ,‧

종류sort:‧
비관적인 염세적인pessim ist: ,‧
견지 시각 원근법perspective: , ,‧
결과 중요성consequence: ,‧
편리한convenient:‧
위협적인threatening:‧

약탈자 포식 동물predator: ,‧
논쟁 토론하다debate: ,‧
달성 성취 실현fulfillment: , ,‧

핵심 쟁점 추론38. 정답 ②

☞ 두 글 모두 기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이야
기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개인적인 측면 외에 사회적,

인 측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는 이에 대해. (A )

긍정적 입장을 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 (B) .

므로 가 적절하다effects of technology on our lives .②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연결어 추론39. 정답 ①

☞마지막 문장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것을 하 문장으로 요
약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으므로 가 적절하다in short .

장문의 이해[40~41]

와 프로그램 모두에 두 번째 순위 그Gemini Apollo

룹에 속했던 은 몇 명의 우주비행사가Neil Armstrong

은퇴하거나 병들거나 비참하게도 사고로 사망함에 따
라 점차적으로 승진했다 년 말 달 탐사는 아폴로. 1968 ,

호의 아폴로 호의10 Tom Stafford, 11 Neil Armstrong

이나 아폴로 호의 에 의해 행해질 것이12 Pete Conrad

확실했다 불행하게도 는 우주선 아폴로 호. Stafford , 10

가 달 표면에 안전하게 착륙할 만큼 가볍지가 않았다.

아폴로 호는 아폴로 호를 대체하는 역할을 맡았기12 11

때문에 첫 번째 달 탐사는 이 맡게 되었다Armstrong .

그러나 이 단지 운으로만 이런 위업을 달성Armstrong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전형적인 우주비행.

사의 이력을 지녔다 항공 공학을 전공하고 미 공군. ,―

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있었다 은 가장 어. A rmstrong―

려운 상황에서 꾸준히 결단력과 기술을 발휘했다 한국.

전쟁의 전투에서는 방공포를 맞아 부서진 전투기로 물
위로 긴급탈출하기 전 아군 영토까지의 꽤 긴 거리를,

조종했다 몇 년 후 의 과 함께 탑승. , Gem ini Dave Scott

했던 다른 긴급착륙 상황에서는 아폴로 달 탐사에 참,

여했던 그의 비행선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일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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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다 끌어들이다involve: ,‧
착실하게steadily:‧
우주 비행사astronaut:‧
비극적이게tragically:‧

달의lunar:‧
진수시키다 내보내다launch: ,‧
위업 적당한feat on: ,‧
다시 시작하다 이력서resume: ,‧

항공의aeronautical:‧
일관되게 언행일치되게consistently: ,‧

산산이 부수다 파편shatter: ,‧
고사포 방공의anti-aircraft: ,‧

공중 수송의airborne:‧
추방하다 긴급 탈출하다eject: ,‧

문맥상빈칸에적절한어휘추론40. 정답 ①

앞부분에서다른우주비행사의불운으로달착륙이실☞

패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으므로, 이 달Armstrong

에 착륙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행운이 따랐었음
을 알 수 있다.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일치41. - 정답 ③

마지막 부분에서☞ 이 비상착륙을 도왔다고는Dave Scott

했지만 사망했다는 내용은 없다, .

[42~ 장문의 이해43]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본질적인 행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결혼하고 좋은 친구들을 갖고 가족들과 가. , ,

까이 지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

종교적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그렇지 않은 사람
보다 행복하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리는. .

사회적으로연관되어있는것과행복간의관계를 확실
히 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인.

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보다친한친구나 헌신적인 가족이더 있으며영
속하는 결혼 생활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최소한 행복이먼저온 다음에인간적 유대관계
가 온다는 가정은 가능하다.

또한 여러 많은 경우에 사회적 유대관계가 사실상,

자유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아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누군가의 친구가된다는 것은 당신의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중요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지키는 것이
다 더 큰 범위에서보아 종교 단체에서도그것은 마찬. ,

가지다 대부분의 종교 단체에서도 구성원에게 어떤 방.

법으로 그들의 삶을 살 것과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책,

임감을 갖기를 요구한다 그래서 보기와는 다르게 행복.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를 자유보다는 결
합하는 것이다.

주관의 본질의subjective: ,‧
관여하다 참가하다participate: ,‧
종교적인 신앙심이 깊은religious: ,‧
비참한 경멸스러운miserable: ,‧

꼭 확실히surely: ,‧
견디다 지속하다endure: ,‧
맡다 약속하다 착수하다undertake: , ,‧

범위 정도extent: ,‧
관련 연루involvement: ,‧
기고하다 기부하다contribute: ,‧

나누다 분할하다divide: ,‧
곤경 묶다 제본하다bind: , ,‧
해방하다 자유롭게 만들다liberate: ,‧

요지 추론42. 정답 ④

☞마지막 문장에서 첫 문장에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말
하고 있고 글의 중간에, ‘~social ties actually decrease

문장으로 보아 의 유대관계는 행복에 기여freedom .’ , ‘④

하지만 자유를 제한하는 속성이 있다 가 적절한 답이.’

다.

문맥에 맞는 어휘 고르기43. 정답 ②

필자☞ 는 행복은 자유보다는 구속에 더 가깝다고 표현하
고 있다 그러므로 에는 가 에는. (A) binds , (B) liberates

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44~ 장문의 이해45]

는 과학수사대 요원이 된 이래 매우 다(A ) Grafeille

양한 흥미로운 사건들을 접해왔다 그는 대학 시절 물.

리학 인류학 역사학 생물학 화학 인간 생태학 등의, , , , ,

분야를 넘나들며 공부했다 동시에. , (a)그는 실험실 연
구원으로 일했다 그런 폭넓은 지식과 기술적 전문 지.

식은 경찰과보호수사원에게 협조하는데좋은경험이
되었다.

년 전 어느 봄날 에서 완전히 전소(D ) 12 Montpellier

된 차 안에서 전직 보험 설계사인 로Yves Dandnneau

추정되는 타버린 유해가 발견되었을 때, (e)그가 맡았
던 가장 유명한 사건이 시작되었다 조사자들은. Yves

가 만 프랑 상당의 거액의 보험에 가입Dandnneau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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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알아냈다 개월간의 조사 끝에 경찰은. 5

를 고용했다Grafeille .

(B) (b)그는 자동차 바닥에 쌓여 있는 진흙 녹과 먼,

지 불순물을 제거하고 긁어내는 작업을 실행했고, , (c)

그는 진흙투성이에서 사람의 턱뼈를 한 부분으로 생각
되는 조각을발견할 때까지 마치 고고학자들이 작업하,

듯이일에접근했다 그것은 의것이아니었. Dandnneau

다!

나중에 치과 기록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려 차로(C)

유인되어져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살해당한 후 시,

신이 불태워진 살해된 노숙자의 것을 증명되었다 그.

의 얼굴을 바꾸기 위해 성형수술을 한 는Dandnneau

한 친구와 함께 있었다. (d)그는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럭저럭meanwhile:‧
결합 조합combination: ,‧

전문 기술 전문 지식expertise: ,‧
준비preparation:‧

보조 원조 조력assist: , ,‧
고고학의archaeological:‧

모으다accumulate:‧
검사관 검열관inspect: ,‧

완전히 철저히thoroughly: ,‧
파편 부서진 조각fragment: ,‧
턱뼈 설득 공작의jawbone: ,‧

유인하다 유혹하다lure: ,‧
신념 확신 유죄 판결convict: , ,‧
보험insurance:‧

글의 순서 배열44. 정답 ④

주어진 에서(A)☞ 에대한소개가있고 그다음Grafeille , (D)
에서사건에대한소개가있으므로 가바로와야되(D)
고 의마지막문장에서사건에대한소개가있고 경(D) ,
찰이 를고용한이야기가나오므로그다음Grafeille 에(D)
서 사건 전개 후 그가 그 사건을 파헤치는 구체적인 정

황인 가와야한다 에서는사건의실체가밝혀지(B) . (C)
므로 마지막 문단이 된다.

지칭 추론 대상이 다른 하나45. - 정답 ④

는 모두(a), (b), (c), (d)☞ 를 가리키고 는Grafeille , (d)

를 가리키므로 답은 이다Dandnneau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