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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②

Julie: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이에요?

Frank: 콧물이 흐르고 마른기침이 나고 두통이 최악이

에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Julie: 약이라도 먹었어요?

Frank: 아니, 아직요. Smith 박사에게 진찰을 받으러 갈 

거예요.

Julie: 당신은 감기에 걸렸을 뿐이에요. 의사에게 갈 필

요는 없어요. 그냥 누워서 얼마 동안 휴식을 취해

요. 내가 차를 좀 만들어 줄게요. 곧 좋아질 거예

요.

‧ hacking cough: 마른기침

‧ in no time: 곧

 마지막 말에서 Julie는 Frank에게 의사에게 갈 필요는 없

는 것 같으니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2. 빈칸에 적절한 말 추론  정답 ③

Gray: 이 아파트가 정말 마음에 드네요. 임대료가 얼마

인가요? 좀 비싸 보이는데요.

Landlord: 실제로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한 달에 950

달러입니다.

Gray: 대중교통은 어떤가요? 전 제 차가 없거든요.

Landlord: 두 블록 떨어진 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아주 편리하죠.

Gray: 이웃 사람들은 어떤가요? 전 이웃들이 정말 조용하

기를 바라거든요.

Landlord: 그들 대부분은 어르신들이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요.

Gray: 그럼 이 집으로 할게요. 언제 이사를 들어올 수 

있나요?

Landlord: 며칠 청소할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그 이후

에 이사를 들어오시면 됩니다.

‧ pricy: 값비싼

☞ 한 달 임대료에 대한 응답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첫 

번째 빈칸에는 질문 b가 적절하다. 버스 정류장에 대한 

응답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두 번째 빈칸에는 질문 c

가 적절하다. 나이든 분들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는 것으

로 보아, 세 번째 빈칸에는 질문 a가 적절하다. 청소를 

위해 며칠을 달라는 응답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네 번

째 빈칸에는 질문 e가 적절하다.

3.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④

Tom: 이제 준비 됐어요, 여보?

Jane: 이제 막 선물을 챙겼어요. 당신은 그분들이 그것

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으로 바꿔

야 할 것 같은데요.

Tom: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것을 정말 좋아하실 거예

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곳에 30분 

안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 이 시간에는 차

가 엄청나게 막혀요. 서둘러요!

Jane: 여유를 가져요.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아무도 상

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매년 기념일

이 있으시잖아요.

Tom: 알지만, 결혼 40주년은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리

고 당신의 오빠가 정말 화를 낼 거예요. 이번 파

티를 계획하느라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 big deal: 큰일

☞ 두 사람은 Jane의 부모님 결혼 40주년 기념 파티에 참석

하기 위해 집을 나서려고 하는 중이다. 

4. 내용 일치 여부 파악       정답 ③

Sarah: 두 달 안에 우리가 부모가 될 거라는 것이 믿어

져요?

Mike: 난 신나서 몹시 흥분이 돼요. 빨리 우리의 리틀 

Einstein이 뛰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싶어요.

Sarah: 우선, 당신은 정말로 우리 아이가 천재일 것이라

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아이면 어쩌

죠?

Mike: 물론 여보, 아빠인 나를 닮아 우리 아기는 분명히 

   외국어(영어) 영역

가장 영리한 아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남자 아

이일 거예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엄마인 당신을 닮아 그 아이는 주변에서 가장 

잘 생긴 아이들 중 하나가 될 거예요.

Sarah: 한 가지 틀린 점이 있어요. 난 분홍색 아기 옷들

을 정말 사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엄마인 나

를 닮아 예쁜 아기일 거예요.

‧ bounce off the walls: 몹시 흥분[긴장]해 있다

☞ Mike는 태어날 아기가 남자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Sarah는 태어날 아기가 여자이길 바라고 있다. 따라서 

③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5. 빈칸에 이어질 말 추론       정답 ②

Dave: 아내는 내가 살을 좀 빼야 한다고 말하지만, 난 

내 몸매가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Brett: 난 당신이 몇 파운드를 감량해야 할 것 같아요. 

알다시피 당신은 더 이상 젊어지지 않잖아요. 게

다가 당신의 아버지는 당뇨병이 있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도 그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Dave: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몸무게가 많이 나갔

을 때 당뇨병이 온갖 종류의 심각한 건강 문제들

을 야기했었죠. 아버지는 몇 년 동안 병원을 드

나드셨어요.

Brett: 그것 봐요. 당신은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거예요. 그녀는 영리한 여자예요.

Dave: 당신이 맞아요. 난 지금 당장 운동을 하러 가야겠

어요.

‧ diabetes: 당뇨병

‧ develop: (병∙문제가) 생기다

☞ Brett는 Dave에게 당뇨병의 위험이 있으니 살을 빼라는 

아내의 말을 들으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빈칸에

는 ‘당장 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응답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6.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추론       정답 ④

Joe: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Bob: 음, 지난 두 달 동안 이상한 소음이 나고 있어요.

Joe: 두 달 동안이나요! 왜 더 빨리 가져오지 않으셨나

요?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심각한 손상

을 가져온 것 같군요.

Bob: 적절한 유지에 대해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요. 항

상 돌아다니거든요. 

Joe: 그 점이 바로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사

항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차 튠업과 엔진 오

일 교환을 마지막으로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Bob: 음, 그 차를 3년 전에 구입한 이후로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요.

Joe: 오 맙소사!

‧ maintenance: (기계∙건물 점검을 통한) 유지 

‧ priority: 우선사항

‧ tune-up: (엔진 등의) 철저한 조정

☞ a tune up, oil change 등의 표현으로 보아, 자동차 정비

소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임을 알 수 있다.

7.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 찾기       정답 ③

우박은 자연의 무기고에서 가장 잔인한 무기 중 하나

이자 가장 어림할 수 없는 무기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

것은 순식간에 한 농부의 수확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농부의 이웃의 논은 (피해를 

주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기도 한다. 그것은 그 옆에서 

해가 계속 비치는 데도 불구하고, 한 사육장의 양떼를 

몰살시킬 수 있다. 기상학자에게 그것의 움직임은 뇌우

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 교묘하다. 기상학자가 뇌우의 시

작을 예측하는 것이 확실히 어려울지라도, 일단 그것이 

시작되면 기상학자는 그것의 진행 과정과 지속 기간이 

어찌될지를 꽤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나 우박과 관련해 

기상학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박이 지면에 부딪치면 돌

의 크기를 재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손을 대자마

자 녹는 습성이 있다. 기상학자는 그것이 형성되는 방식

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며, 당연히 기상학자가 이것을 

알 때까지는 그것이 언제 어디서 덮칠지를 예측하는 아

주 믿을 만한 어떤 방법을 발견하지는 못할 것 같다.

‧ hail: 우박

‧ armory: 무기고 

‧ incalculable: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 meteorologist: 기상학자

‧ cunning: 교활한, 정교한

‧ onset: 시작

‧ stumble upon: 우연히 발견하다



③ thunderstorm을 가리키는 반면, 나머지는 모두 hail

을 가리킨다. 

8. 무관한 문장 찾기       정답 ④

충격적인 현실은 인터넷이 낡고 모순되고 부정확한 

정보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소문의 출처는 아주 많고, 

믿을 만한 사이트조차도 종종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데 느려, 정보 제공자들과 이용자들 모두

를 격분하게 만든다. 일부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더 

큰 권리 침해는 인터넷 검색 엔진에 오르는 오래 되거나 

노골적인 사진들이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일단 그것

이 웹상에서 곪아터지면 그런 것들을 없애거나 부정적

인 혹은 잘못된 정보의 자취를 추적해내는 것은 어렵다. 

(인터넷은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찾을 때 그들이 부자이

건 가난하건, 그들이 아주 멋진 도서관에 접근을 할 수 

있든 전혀 할 수 없든 간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직면하

는 차이를 최소화 시켜준다.) 뚱뚱하고 인기 없었던 학

창 시절의 사진이 여전히 웹상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여

러분의 친구들에게 물어보라.

‧ replete: 가득한, 충분한

‧ inaccurate: 부정확한

‧ rumor mill: 소문의 출처

‧ abound: 아주 많다, 풍부하다

‧ facts and figures: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

‧ exasperated: 몹시 화가 난

‧ injustice: 부당함, 권리 침해

‧ unflattering: 노골적인, 호의적이지 않은

‧ fester: 곪다, 곪아터지다

☞ 이 글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잘못된 정보나 사진들의 문

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④는 글의 

내용과 무관하다.

9. 무관한 문장 찾기        정답 ④

대체로 미국에서 주거 개선을 위한 손수 제작(D-I-Y) 

시장은 매년 약 2,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

다. 집이 훨씬 더 작고 더 드문드문 가구가 비치된 곳인 

일본의 비교 추정치는 300억 달러가 넘고, 독일의 손수 

제작 회사들은 33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다. 이것들은 

예년의 수치에 비해 엄청나게 큰 수치이다. 2008년에 

이 시장은 TV의 주거 개선 프로그램들을 시청하는 사람

들의 급격한 증가로 자극을 받았다. (손수 제작 제품들

은 집으로 유입되는 독성 화학물질 때문에 유아들에게 

건강상의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영국에

서, 손수 제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해보는 실용적인 

조언을 해주는 Changing Rooms와 Ground Force와 

같은 쇼들은 BBC에서 가장 많이 시청되는 것이었다.  

‧ do-it-yourself: 스스로[손수] 하는

‧ sparsely: 드문드문, 성기게

‧ furnished: 가구가 비치된

‧ spur: 원동력이 되다, 박차를 가하다

‧ hands-on: 직접 해보는

‧ how-to: 실용 기술을 가르치는, 초보의

☞ 이 글은 do-it-yourself 제품의 시장 확대와 인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do-it-yourself 제품의 독성 물

질에 대해 언급한 ④는 글의 내용과 무관하다.

10. 목적 추론       정답 ②

이와 같은 큰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사

람들을) 고립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

부 운 좋은 우리 동료들처럼 현장에 나간다면 우리는 새

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활동적이 될 것입

니다. 그러나 사무직 종사자들인 우리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가서 그날 일을 하며 보내는 작은 구석자리로 향

합니다. 구내식당이 모임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람

들은 같은 사무실이나 같은 층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

께 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체력단련장이 서로 다른 

부서와 사무실, 모든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회사 

직원들을 단합시켜줄 비공식적인 장소를 제공할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생각이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을 

설치할 적절한 장소는 현재 창고로 사용되는 지하실의 

안쪽 방이나 거의 사용되지 않는 10층 라운지 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투자가 우리의 건강을 위

해서 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결속을 다지는 데도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 parkade: 주차장

‧ personnel: 직원들

☞ 서로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간의 화합을 위해 체

력단련장을 신설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11. 어법상 틀린 곳 찾기       정답 ⑤

우리는 비록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을지라도 

대략 정확한 것으로 보통은 판명이 나는 유용한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미

래로 이어졌던 과거에 어떤 패턴이 없다면, 지구상의 인

간과 다른 동물들의 존재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인

류의 동기 부여에 대해 우리가 확립해온 것과 우리가 끊

임없이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린 과거의 사건들의 패턴 안

에서 보아온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절대적인 규범은 

없지만, 개연성과 추세는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과 나

는 수요일 저녁에 피쉬 앤 칩스 밴이 벨을 울리는 것을 

듣기를 기대하고 그것은 거의 항상 온다. 만약 되풀이되

는 과거의 패턴에 기반을 둔 이 예측 가능성이 신뢰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식사를 하는 것부터 게임을 하는 

것이나 자전거를 타는 것까지 사소한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 undertake: (책임을 맡아서) 착수하다

‧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

☞ ⑤ ‘rely on[upon] + 목적어(this predictability)’를 수동

태로 한 것이므로, relied on[upon]으로 고쳐야 한다.

12. 어법상 틀린 곳 찾기       정답 ③

‘1492년에 Columbus는 ocean blue를 항해했다.’미

국의 모든 아동은 이 운문을 알고 있고, 미국의 역사책

들은 다른 어떤 역사적인 인물보다 더 많이Christopher 

Columbus를 다룬다. 역사책들 안에서 그는 최초의 위

대한 미국의 영웅이라고 묘사된다. 그는 심지어 미국이 

이름을 딴 국경일로 기리는 두 사람 중 한 명이다. 비록 

모든 역사책이 그의 이름을 담고 있고 모든 아동이 

1492년을 기억한다고 할지라도, 이 책들은 Columbus

와 미국의 유럽 개척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모든 비

판적인 사실들을 거의 배제시키고 있다. 그러는 사이 그

들은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 온갖 종류의 

좋은 점들을 지어내고 독자들이 그와 동일시하도록 

Columbus를 인간적으로 만든다.

‧ rhyme: 운, 운문

‧ figure: 인물

‧ virtually: 사실상, 거의

‧ unfavorable: 호의적이지 않은, 비판적인

☞ ③ only two people과 the United States honors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된 형태이므로, him은 필

요가 없다.

13. 어법에 맞는 표현 고르기       정답 ①

옛 이야기가 말한 것처럼 달이 생치즈로 만들어진 것

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과학자들이 갖게 

된 후, 관심은 달의 구성 성분에서 달의 기원에 대한 이

론으로 바뀌었다. 초기 이론들 중 하나는 달이 지구와 

같은 성분들로 동시에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달 탐사선에 의해 달의 표면에서 채취된 표본은 월석이 

지구의 표본에 공통으로 있는 성분인 철을 포함하고 있

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지지를 얻고 있는 이론

은 거대한 행성체가 지구 표면과 충돌하여 덩어리로 갈

라져 궤도로 들어섰을 때 달이 형성되었다고 제시한다. 

이 이론은 (달에) 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구에 

있는 철이 지구의 중심부로 이동하여 달을 형성했던 철

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외층을 남겨두었다는 이론을 세

움으로써 설명한다.

‧ green cheese: 생치즈

‧ composition: 구성 요소들, 구성 

‧ lunar probes: 달 탐사선 

‧ planetary: 행성의

‧ chunk: 덩어리

‧ orbit: 궤도

‧ drift: 표류하다, 이동하다

☞ (A) 탐사선에 의해 수집된 것이므로, 과거분사 collected

가 알맞다. (B) in favor를 수식하는 부사가 필요하므로, 

currently가 알맞다. (C) leaving an iron-free outer 

layer와 the moon was formed from an iron-free outer 

layer가 관계대명사로 연결된 구조이므로, from which가 

오는 것이 알맞다.

14. 어법에 맞는 표현 고르기       정답 ②

방범 카메라는 보안 업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이다. 그것은 ‘공중 전자 감시 장치’이자 ‘뒤통수에 

있는 눈’이다. 방범 카메라는 거의 모든 곳에서, 즉 가

게, 도서관, 학교, 은행, 심지어 길거리와 같은 장소들에

서 널리 사용된다. 일부 사람들은 그것들이 사생활 침해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의 

분명한 이점들이 있다. 그것들은 어떤 다른 유용한 방법

보다 더 효과적으로 범인을 잡고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자질이 있는 

사람들에게 모니터를 지켜보게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보안 요원이 방안에 앉아 50개의 모니터를 보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가장 효율적인 것은 구석구석을 감시



재산 안팎을 순찰하는 잘 훈련받고 의욕적인 몇 명

의 사복 요원들이다. 그들은 모니터를 지켜보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와 협력하여 일해야 한다.

‧ employ: 이용하다, 쓰다

‧ criminal: 범죄자, 범죄의

‧ plainclothes: (경찰) 사복의

‧ property: 재산, 소유물 

(A)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이면서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어야 하므로, 동명사인 employing이 알맞다. (B) ‘자질

이 있는’이라는 의미로 people을 수식하는 qualified가 

알맞다. (C) ‘~하는 누구든지’라는 의미이며 동사 is의 

주어가 되는 관계사 whoever가 오는 것이 알맞다.

15.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휘 추론           정답 ①

당신이 개인적으로 성취한 것에 대해 대학 입학 에세

이를 쓸 때 당신의 경험이나 배운 교훈을 과장하는 함정

에 빠지지 마라. 대신 당신에게 일상적인 것처럼 보일지

라도 당신의 주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왜 그 

경험이 당신에게 가치가 있는지 이해하고 분명히 표현

하도록 노력하라. 사실에 기초를 두지 않은 너무 장황한 

문장들은 피하도록 하라. 자신을 부풀리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입학 사정관들의 눈에 당신은 덜 정직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에 근거한 글쓰기를 고수하라, 그러면 당신

의 경험을 꾸미지 않고서도 더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을 

만한 에세이를 쓸 수 있을 것이다.

‧ mundane: 재미없는, 일상적인

‧ lond-wind: 길고 지루한, 장황한

‧ puff up: 불룩하게 하다

‧ factual: 사실에 기반을 둔

‧ embellish: 장식하다, 꾸미다

☞ 자신의 성취한 것에 대해 대학 입학 에세이를 쓸 때는 경

험을 과장하지 말라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과장하는’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6.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구 추론     정답 ②

장편 영화가 아닌 뮤직 비디오에서 음악가들과 배우

들을 감독하는 것의 엄청난 장점 한 가지는 음향은 제외

하고 비디오만 녹화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패션 사진작

가가 끊임없이 모델들의 자세를 바꾸는 것처럼, 카메라

가 돌아가는 동안 그 배우들에게 소리를 지를 수 있다. 

돌아가는 카메라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현장

감을 느껴서 당신이 그들에게 호통을 치듯 명령을 하더

라도 그들은 당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이것은 촬영을 하는 동안 특히 효과가 좋다. 만약 장면 

중간에 기타 연주자가 바보같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면 당신은 ‘cut’을 외치고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다. 그

저 잘 들리도록 음악보다 충분히 크게 그 사람에게 소리

를 지르기만 하면 된다. 그의 음악은 당신이 작업을 마

치고 난 후에 비디오에 입혀질 것이고, 그래서 당신은 

사전에 녹음된 음악에 넣을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만 하

면 되는 것이다.

‧ feature film: 장편 영화

‧ tremendous: 엄청난, 대단한

‧ on-the-spot: 현장의, 즉석의

‧ audible: 잘 들리는

‧ previously: 사전에, 미리

☞ 뮤직 비디오 촬영은 음악에 맞는 영상을 녹화한 후 나중

에 사전에 녹음한 음악을 입히는 과정이라는 내용이므

로, 빈칸에는 ‘음향은 제외하고 비디오만 녹화한다’가 들

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7.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절 추론           정답 ⑤

1987년에 한 광산 회사가 Montana의 어느 시골의 

작은 만 앞쪽의 12에이커에 이르는 엄청나게 가파른 땅

의 초목을 벌채했다. 갑작스런 홍수가 굴러 떨어지는 많

은 채광 잔해를 불어난 강으로 흘러가게 했다. 비록 인

명 피해는 없었지만 홍수는 골짜기에 있는 모든 집들을 

파괴했다. 골짜기 거주민들이 광산 회사를 고소했을 때 

그들은 상당한 보상 처리 평결을 얻었다. 그러나 그 회

사는 하급 법원의 결정을 사업체에 더 호의적인 주 법원

에 항소했다. 거주민들이 실망스럽게도 원래 판결은 뒤

집혔다. 주 판사는 흙덩어리, 뿌리째 뽑힌 나무, 암석판

은 원래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에 대해 해가 없다

고 선언했다. 그것들이 위험해지는 것은 물의 영향을 받

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뿐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법정

은 그 광산 회사가 책임이 없다고 선고했다.

‧ creek: 작은 만

‧ flash flood: 갑작스런 홍수

‧ debris: 잔해

‧ tumble: 굴러 떨어지다

‧ swollen: 부어오른, 불어난

‧ sue: 고소하다, 소송을 제기하다

‧ verdict: 평결, 의견

‧ substantial: 상당한

‧ compensation: 보상

‧ dismay: 실망, 경악

‧ slab: 석판, 널판지 

☞ 중반부의 However 이하에서 광산 회사가 항소를 하여 

원래 판결이 뒤집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므로, 빈칸

에는 법정이 광산 회사의 책임이 없음을 선고했다는 내

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8.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구 추론       정답 ⑤

큰 행사의 후원은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당신이 

공식적인 후원자가 아니지만 그 행사 주위의 광고로부

터 여전히 이득을 얻고 싶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

을까? 답은 간단하다! 그저 약간의 앰부시마케팅을 하

라! 앰부시마케팅은 큰 행사 동안 상품에 대한 관심을 

끄는 것과 관련이 있다. A라는 맥주 회사 가 대규모 스

포츠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막대한 금액에 

대한 대가로 그 회사는 행사와 제휴 관계를 맺는 권한을 

얻는 것이다. B라는 맥주 회사도 그 행사에 관여하고 싶

지만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는 않다. 어떤 광

고 효과라도 얻기 위해서, B라는 맥주 회사는 TV 카메

라와 관중들의 시선을 끌어들이려고 행사 중간에 특별

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즉 그들은 그 행사를 숨어서 공

격하는 것이다. 앰부시마케팅의 최근 사례는 월드컵 경

기 동안 있었다. 네덜란드 맥주 회사는 회사 로고가 있

는 셔츠와 미니스커트를 입은 36명의 젊고 매력적인 여

성들을 준비하여 경기장 가운데의 관중석을 뛰어다니도

록 했다. 예상대로 카메라는 그들을 향했고 그들의 영상

을 전 세계에 방송했으며, 그 회사에게 값으로 따질 수 

없지만 저렴한 마케팅 기회를 제공했다.

‧ sponsorship: 후원, 협찬

‧ publicity: 광고(업), 매스컴[언론]의 관심

‧ ambush marketing: 앰부시 마케팅(공식 후원업체가 아니

면서도 매복을 하듯 숨어서 후원업체라는 인상을 주어 고

객에게 판촉을 하는 마케팅 전략)

‧ predictably: 예상대로

‧ beam: (텔레비전 전파를) 보내다, 방송하다

☞ 앰부시마케팅은 큰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후원을 하지 않

고 행사 중간에 매스컴이나 관중의 관심을 끌 만한 일을 

계획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따

라서 빈칸에는 ‘큰 행사 동안 상품에 대한 관심을 끄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9.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구 추론       정답 ②

스웨덴 동물원의 한 영리한 침팬지는 인간이 아닌 영

장류도 앞날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몇 년 동안 수컷 침팬지인 Santino는 매일 아침 11

시경에 소리를 지르며 주변을 뛰어다니면서 우월함을 

보여 왔는데, 그것은 수컷 침팬지에게는 전형적인 일이

다. 그러나 그는 동물원 방문객들을 위한 또 다른 구경

거리도 또한 준비하곤 했다. 거의 매일 이른 아침에 그

가 그의 서식지 주변의 해자(관람객과 동물 사이의 장벽

으로 쓰임)로부터 돌을 조용히 꺼낸 다음, 작은 원반 모

양을 만들기 위해 그의 거처에 있는 콘크리트를 조금씩 

깎아낸다는 것을 직원들이 발견했다. Santino는 그것들

을 모두 쌓아올리고 방문객들이 근처에 오기를 몇 시간 

기다린다. 방문객들이 도착하면 그는 그들에게 조심스

럽게 배열된 그의 비축물을 개시하기 시작한다.

‧ primate: 영장류

‧ dominance: 지배, 우세, 권세

‧ spectacle: 구경거리

‧ moat: 외호, 해자(성 주위에 둘러 판 못)

‧ chip away at: ~을 깎다(조금씩 잘라내다)

☞ 이 글은 스웨덴의 동물원에 있는 한 영리한 침팬지가 방

문객들에게 구경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앞날에 대한 계획을 세울’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0.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구 추론       정답 ⑤

증류는 화학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기술들 중 하나

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액체가 끓을 때까지 열을 가

하고 그것으로부터 기체를 빼내는 것뿐이다. 그것으로

부터 나오는 기체는 그것이 차가워져 액체로 다시 돌아

가는 용기로 보내진다. 각기 다른 화학물질들은 다른 온

도에서 기체로 변하기 때문에 다양한 화학물질들은 다

양한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혼합물을 가열할 때 하

나씩 차례로 증발될 것이다. 그래서 일부는 용기로 이동

할 것이고 일부는 끓고 있는 용기의 바닥에 역겨운 침전

물로 남아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 기술은 한 액

체 속에 함유된 화학물질들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 revolting: 역겨운

‧ sludge: 진창 같은 것

‧ simply put: 간단히 말해서 



 글은 다양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열을 가하

여 증발시킴으로써 그 액체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들을 분

리해내는 기술인 증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1. 글이 시사하는 바 추론       정답 ④

교사가 항상 친절하려고 노력할 때 교실은 어떨까? 우

리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그들과 친

구가 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교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

는 것이다. 그것은 처음에는 정말 좋게 느껴진다. 아이들

은 어른과 갖게 되는 더욱 친밀한 이 관계를 좋아한다. 

그러나 학기가 몇 주 지나면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 의심

이 생기기 시작한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이내 곧 혼란에 빠진다. 아이들은 체계와 규율을 

필요로 하고 갈망한다. 과제는 명백해야 하고, 규칙들은 

시행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모른다. 취약한 체제에서는, 그들은 체

계와 규율의 부재에 현혹될 수 있고 그것에 익숙해져서 

심지어 중독이 될 수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궁극적인 딜레마는 그들 모두 서로에게 신경

을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 구조와 규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확실히 그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아이들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 discipline: 규율, 훈육

‧ assignment: 과제, 임무

‧ seduce: 유혹하다, 꾀다

‧ intoxicate: 취하게 하다, 중독시키다

‧ when it comes to: ~에 관한 한

☞ 교실에서는 교사와 아이들 모두를 위해 체계와 규율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은 정립하고 강조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22.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어휘 고르기       정답 ⑤

전 세계 수천 개의 소규모 사업체들은 실은 취미에 열

심인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또는 그들의 가족

들이나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것

을 팔기 시작했을 때 유래된 것이다. 예를 들어 그의 이

모인 Della에 의해 영감을 받아 Wally Mos는 취미로 빵

을 굽기 시작해서 친구들과 가족에게 쿠키를 나누어 주

었다. 그는 말한다. “그들이 나를 보았을 때 ‘안녕’이라

고 말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들은 ‘내 쿠키 어

디 있어?’라고 말했죠. 모든 사람이 내가 쿠키 사업에 뛰

어들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덧붙인다. “하지만 나

는 그때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침

내 그가 그 생각을 사업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을 

때, Wally Mos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 

중 하나이자 미식가 쿠키 사업에서 선두 세력인 Famous 

Amos Chocolate Chip Cookies를 포기했다.

‧ pioneering: 선구적인, 개척적인

‧ gourmet: 미식가, 식도락가

☞ Wally Mos가 취미 생활이었던 쿠키 만들기를 사업으로 

발전시켜 성공했다는 내용이므로, ⑤는 쓰임이 적절하지 

않다.

23. 문맥에 맞는 어휘 고르기       정답 ③

TIME지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주 읽고, 

수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TIME지의 최

신의 유익한 기사들은 미국 사람들과 미국 생활에 관심

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관심사로서 뿐만 아니라 국

제적인 관심을 받는 문제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 원본인 TIME지가 미국과 미국 사람들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제공하는 것처럼, 특별판인 TIME: Reaching for 

Tomorrow도 영어 학습자들에게 독특한 독서의 기회를 

제공한다. TIME지에 이미 익숙한 사람들은 이것이 43개

의 최근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완전히 새로운 책이라

는 것을 알고 기뻐할 것이다. 기사들은 미국에서의 생활

에 대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영구적인 것과 일시

적인 것 모두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나타내기 위해 선정

되었다. 각각의 기사는 줄이지 않고 원본 그대로 실린다. 

사진, 삽화, 차트, 그리고 다른 도표들이 기사에 딸려 있

다. 

‧ up-to-date: 최근의, 최신의

‧ informative: 유용한 정보를 주는, 유익한

‧ distinctive: 독특한

‧ overview: 개관, 개요

‧ permanent: 영구적인  

‧ transitory: 일시적인, 덧없는

‧ simplification: 간소화, 단순화  

☞ (A) 유익한 기사로 독자들을 끄는 것이므로, attract가 적

절하다. (B) 새로운 책자가 43개의 최근 기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comprising이 적절

하다. (C) 다양한 시각적 자료가 기사와 함께 제공이 되

는 것이므로, accompany가 적절하다.

24. 문맥에 맞는 어휘 고르기       정답 ③

해적들은 수천 년 동안 뱃사람들을 괴롭혀왔다. 

Blackbeard와 같은 무법자가 sun-splashed 섬들을 돌

아다니면서 금과 은을 약탈하던 16세기와 17세기에는 

해적 행위가 황금기를 누렸다. 그러나 해적 행위는 갈수

록 바짝 경계를 하는 군대와 증기 엔진의 발달 덕분에 

그 후 이어지는 세기 동안 쇠퇴했다. 그러나 해군 순찰

의 감소와 냉전 종결 후 이어진 국제 무역의 붐이 일어

난 가운데, 해적 행위는 특히 아시아의 말라카 해협과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잇는 아덴만과 같은 좁은 요충지

에서 왕성해졌다. 빠른 배와 무시무시한 무기 그리고 최

첨단의 통신 장비들을 갖추고 해적들은 2007년에 보고

된 것만 해도 263건의 강도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중 

28%는 소말리아 근해의 무법 지대에서 발생했다. 거대

한 해안 지역과 무능한 정부로, 해적들이 가장 들끓는 

지역이 그 나라이다. 선박들은 현재 앞바다의 200해리

에 머무르라는 경고를 받는다. 

‧ pirate: 무력 분쟁

‧ plague: 괴롭히다

‧ seafarer: 뱃사람, 선원, 항해자

‧ millennium: 천년

‧ piracy: 해적 행위

‧ outlaw: 범법자

‧ plunder: 약탈하다, 강탈하다

‧ subsequent: 그 다음의, 이어지는

‧ vigilant: 바짝 경계하는

‧ weaponry: 무기(류)

‧ crippled: 불구의, 무능력한

‧ nautical mile: 해리

‧ infest: 들끓다, 우글거리다

☞ (A) 해적 행위가 감소한 것은 경계가 강화되었기 때문이

므로, vigilant가 적절하다. (B) 경계가 약화되고 국제 무

역이 활발해지면서 해적 행위도 왕성해졌다는 내용이 되

어야 하므로, flourished가 적절하다. (C) 문맥상 소말리

아가 해적들이 가장 많이 들끓는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

므로, infested가 적절하다.

25. 제목 추론       정답 ①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한 가지 방법은 순간을 음미

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갖는 것이다. 당신의 하루를 감상

할 기회를 당신에게 주는 두세 가지의 짧은 활동들을 하

라. 예를 들어, 아침에는 동시에 열 가지 일을 하려고 하

는 대신, 창가로 커피를 가지고 가서 뒤뜰에서 당신의 아

이가 노는 모습을 보며 천천히 조금씩 마셔 보라. 주위를 

둘러보며 순간을 음미하라. 그것이 당신의 생활을 바꿀

까? 아마 아닐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편안함을 느낄 것

이다. 이를 행하기 위한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은 매시간 

마다 10초를 투자하여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을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있는지 감상할 시간을 갖고, 그 기쁨을 당신과 함께 크게 

기뻐할 누군가와 나누어라. 이는 인생에서 좋은 것을 느

끼기 위한 두세 가지 방법들이다. 

‧ nourish: (감정 생각 등을) 키우다  

‧ sip: 홀짝이다, 조금씩 마시다

‧ savor: 음미하다, 감상하다

‧ rejoice: 크게 기뻐하다

☞ 일상에서 작지만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실천함으

로써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감상하

고 누군가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눌 것을 제안하는 글이다. 

따라서 제목으로는 ‘당신의 행복한 순간을 발견하라’가 

가장 적절하다.

26. 제목 추론       정답 ①

17살 때 나는 내가 본 가장 멋진 차인 1969년식  

Chevy Camaro에 내 전 재산을 썼다. 몇 달 후에 그 차

는 쇼핑몰 주차장에서 도난당했다. 경찰은 바퀴도 없고 

페인트 작업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로 길거리에 분해되

어 버려져 있는 그 차를 발견했다. 보험금으로 그 차는 

복구되었고 꽤 가치 있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 그 차가 

너무 좋아 보이기도 했고 이전의 절도 사건으로 나는 그 

차를 어딘가에 두는 것에 대해 피해망상증에 시달렸다. 

그것은 더 이상 기본적인 교통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값

비싼 골칫거리였다. 나는 그것을 꽤 좋은 가격에 팔았고 

그 돈은 은행에 정기 예금을 들었고, 그리고 몇 년 후 내

가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을 때 그 돈의 도움으로 살았

다. 요즈음 나는 작고 평범한 국산차 말고는 아무것도 

운전하지 않는다.

‧ paranoid: 피해망상적인 

‧ certificates of deposit: 정기 예금이나 적금으로 이자가 

가장 높음 

‧ domestic: 국내의, 국산의

☞ 이 글은 필자가 값비싼 차를 소유한 것이 도난의 우려 때

문에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어 그 차를 팔아버렸던 경험

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는 ‘때로는 

더 적은 것이 더 좋다’가 가장 적절하다.

27. 주제 추론       정답 ③



650십만 명으로 추산되는 주민들이 자

원봉사자로 활동한다. 그들은 태풍 홍수 후 재정 지원을 

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들을 돌보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고아원에서 일을 하고, 심지어 탈북자들

에게 남쪽 생활에 적응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한다. 이

탈리아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암환자들을 돌보는 데 도움

을 주고 호스피스에서 일한다. 그리고 전례가 없는 홍수

가 2002년에 독일을 강타했을 때,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이 불어나는 물에 대처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갔다. 자

원봉사자들은 각 나라의 경제, 사회 분위기, 전반적인 

복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들은 중요한 봉사 활동

을 제공하고 공공 부문의 큰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과 협동의 환경을 만들어낸다. 

‧ refugee: 난민, 망명자

‧ unprecedented: 전례 없는

‧ public sector: 공공 부문

‧ cooperation: 협조, 협동 

 이 글은 각 나라의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활

동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

서 글의 주제로는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가장 적절하다.

28. 주제 추론        정답 ②

9,000년에서 10,000년 전에 Fertile Crescent의 초기 

정착지는 그 지역의 많은 야생동물 종에게 충분히 적응

할 수 있고 탐구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만들

어냈다. 이 정착지 변두리의 쓰레기 더미는 고양이들에

게 아주 매력적인 요소임이 드러났는데,  그것들은 쓰레

기 자체에서뿐만 아니라 유혹적인 냄새 때문에 꼬여든 

쥐들에게서도 큰 식량원을 찾았다. 질병을 옮기고 집안 

구석구석으로 기어들어가는 성향 때문에 쥐들은 사람들

에게 귀염을 받을 수 없었던 반면, 고양이들은 더 환대

를 받았다. 아기 고양이들의 타고난 ‘귀여움’과, 질병을 

옮기는 설치류나 혐오스러운 뱀과 같은 해를 입히는 야

생 동물을 그 지역에서 없애는 데 도움을 준 실질적인 

공헌도를 고려해서, 고양이들은 ‘머무르는’ 것이 장려되

었다. 이런 적응성과 대담성, 그에 덧붙여 그들의 새로

운 ‘이웃들’과 돈독히 쌓아온 조화로운 관계로, 고양이

들은 그때 이후로 항상 인간의 난로 부근에서 환영을 받

아왔다.  

‧ Fertile Crescent: 비옥한 초승달 지대(Nile강과 Tigris강과 

페르시아만을 연결하는 고대 농업 지대) 

‧ inquisitive: 꼬치꼬치 캐묻는, 탐구적인

‧ trash heaps: 쓰레기 더미

‧ on the outskirts of: ~의 변두리에

‧ enticing: 유혹적인

‧ propensity: 경향, 성향

‧ crawl: 기다, 기어들어가다

‧ inherent: 내재하는

‧ vermin: 해를 입히는 야생 동물

‧ rodent: 설치류

‧ detest: 혐오하다

‧ hearth: 난로, 난로 부근

☞ 이 글은 고양이가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된 기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9. 도표의 이해       정답 ⑤

위 도표는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에

서 판매된 승용차의 수와 소형 트럭의 수를 비교하고, 

2011년 판매를 예상하고 있다. 2007년에 두 종의 차 판

매량은 거의 동일한데, 100만대 지점을 약간 상회했다. 

2008년에는 승용차의 판매량은 약간 증가했으나 그 다

음해부터는 서서히 하락이 이어졌다. 소형 트럭의 판매

량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있

었다. 심지어 2010년에 80만대에서 60만대까지 하락하

면서 2011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도표

에 따르면 2011년의 전체적인 차량 판매는 감소할 것이

고, 게다가 승용차가 시장에서 훨씬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면서 승용차와 소형 트럭의 판매량 차이는 계속

해서 줄어들 것이다. 

‧ light truck: 소형 트럭

‧ hover: 맴돌다, 서성이다

‧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 2011년에 승용차의 판매량과 소형 트럭의 판매량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⑤는 도표

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30. 요지 추론       정답 ⑤

요즘 거의 모든 TV 만화영화는 해외에서 만들어진다. 

이것은 대본이 비영어권 만화영화 제작사들을 위해 일본

어, 한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등으로 번역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몇 가지 우스운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

는데, 특히 관용어의 사용에서 그렇다. 내 친구 중 한 명

은 그가 쓴 대본인 G.I.Joe의 이야기를 말하곤 하는데, 

그 대본에서 그의 등장인물들은 사막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등장인물 X가 자신의 견해를 말하기로 결

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X decides to stick his oar in 

the water’라는 관용어를 사용했다. 만화영화로 만들어

졌을 때, 그의 등장인물들은 사막에 서 있다가 갑자기 난

데없이 나타난 물에서 노로 보트를 저으며 앉아 있었다. 

그들은 보통 제작을 위해 해외로 가기 때문에 만화영화

에서 관용어의 사용을 피할 필요가 있다. 관용어는 때때

로 너무 애매하게 의미가 국한되어 해외의 만화영화 제

작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 overseas: 해외의, 해외에서

‧ stick one's oar in: ~에 참견하다

‧ appear out of nowhere: 난데없이 나타나다

‧ obscurely: 애매하게 

☞ 만화영화가 대부분 해외에서 제작이 되므로, 대본에 관

용어를 사용하면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전

혀 다른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음을 설명한 글이다. 

31. 요지 추론        정답 ①

ESL(제2언어로서의 영어) 국가의 관습적인 정의는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지만 교육계와 정부와 같은 분야

에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는 곳이다. 나이

지리아나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들이 이에 속한다. ESL

이라는 용어는 또한 제1언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미국의 기준이기

도 하다. EFL(외국어로서의 영어) 국가에서 영어는 가

르침이나 정부의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

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또는 그 언어로 된 책을 읽기 

위해서 프랑스나 일본에서의 경우처럼 학교에서 학습되

는 것이다. 학교 밖에서 그 언어에 노출되는 정도가 다

르고 교육 시스템 안에서와 더 넓은 지역 사회에서 영어

의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ESL과 EFL 상황에서는 

꽤 다른 교육 필요성과 전략이 있다. 

‧ conventional: 관습적인, 극히 평범한

‧ instruction: 가르침, 설명

‧ exposure: 노출

☞ 이 글은 ESL 국가와 EFL 국가에서 각각 영어의 역할과 

노출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과 전략도 

다르다는 내용의 글이다.  

32. 글의 순서 배열       정답 ③

전송되는 메시지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사진술의 이

용은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동안 프랑스인에 의해 시작

되었다. (B) 파리시가 완전히 포위되어 모든 외부 연락

이 두절된 전쟁 동안이었다. 그 도시를 포위한 프로이센 

사람들은 모든 전선을 끊었고 우편을 통과시킬 생각도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파리 사람들이 외부 세계와 연

락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C) 파리 사람들은 공식 편

지가 들어 있는 물이 들어오지 않는 공을 세느강 아래로 

떠내려 보내는 것과 풍선을 하늘 높이 띄워 메시지를 보

내는 것을 포함하여, 프로이센 사람들을 피해 연락을 할 

많은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그때 비둘기 경주 클럽이 그들이 소유한 새의 꼬리깃에 

메시지를 묶는 것을 제안했다. (A) 그러나 그것이 기능

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는 작고 가벼워야 했다. 해결책은 

원본 메시지의 사진 복사본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이

것들은 대략 1.5제곱인치 종이 위에 인쇄되어 비둘기에

게 묶여진 튜브에 말아서 넣어졌다. 8개월간의 포위 공

격 기간 동안 거의 60개의 메시지가 프로이센 사람들의 

경계하는 눈빛을 그리고 권총을 피해 통과했다. 

‧ transmit: 전송하다, 송신하다

‧ strap: 끈으로 묶다

‧ siege: (군사적) 포위 작전

‧ telegraph line: 전선, 전신선

‧ watertight: 물이 들어오지 않는

☞ 주어진 글은 메시지의 크기를 줄이는 사진술이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기간 동안 프랑스인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내용이다. 우선 그 전쟁 기간 동안 외부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의 파리시를 설명한 (B)가 온다. 이어서 파리 시민들

이 외부와 연락할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내용의 (C)가 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복사본을 만

들어 메시지를 작고 가볍게 만든 후 비둘기를 이용해 외

부와 연락을 성공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A)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33. 글의 순서 배열       정답 ②

홈스쿨 교육은 점점 더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

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부담이 없고 다른 

아이들의 질병과 복잡한 공간에 있음으로 해서 동반되

는 또 다른 것에 노출되는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B) 또

한 부모나 가정교사가 더 좋고 보다 효율적인 학습 환경

을 만들어내면서 그 학생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줄 수도 

있다. 사회적 규범이 점점 더 유동적이 되어가면서 홈스

쿨 교육이 실제로 미래의 표준이 될 수도 있다. (A) 그러



많은 연구들에서 학생들은 교실에서 더 많은 것을 얻

는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과의 상

호 작용과 대화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학습 환경을 만들

어 내기 때문이다. (C) 게다가 교실에 더 많은 학생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룹은 더 다양하고 피드백도 더 다양

하다. 좋은 교사와 함께 교실은 학생의 인지 발달에 매

우 유익할 수 있다. 

‧ stimulating: 자극이 되는, 고무적인

‧ flexible: 융통성 있는, 유연한

‧ cognitive: 인식의, 인지의

 주어진 글은 홈스쿨 교육의 장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홈스쿨 교육의 또 다른 장점이 언급된 (B)가 온

다. 그리고 그러한 홈스쿨 교육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

은 연구들에서 학교 교육의 장점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A)가 오고,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의 또 다른 장점을 언

급한 (C)가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34.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⑤

카르다몸은 사프란과 바닐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

째로 비싼 향신료이다. 그것은 인도 남서부의 산악 지대

가 원산지인 생강과에 속하는 식물의 씨앗이며, 1900년

까지 그곳에서만 재배되었다. 그 후 독일 이주민들이 그

것을 과테말라로 들여왔고, 그곳은 이제 가장 큰 생산지

이다. 카르다몸 씨앗은 다른 시기에 익는 섬유질 캡슐의 

송이로 생기므로, 그 캡슐들은 하나씩 손으로 따야 한다. 

그것들은 캡슐이 갈라져 완전히 익기 바로 전에 수확되

어야 한다. 카르다몸은 구약 성서에서 계피와 함께 언급

이 되지만, 중세 시대가 되어서야 유럽에 알려졌다. 오늘

날 북유럽 국가들은 주로 구운 제품으로 세계 무역의 

10%를 소모하는 반면, 아랍 국가들은 카르다몸 커피를 

위해 80%를 사들인다. 이 커피는 녹색의 카르다몸 깍지

와 함께 갓 볶은 원두커피를 끓여 만든다.

‧ cardamom:  카르다몸(서남 아시아산 생강과 식물 씨앗을 

말린 향신료) 

‧ saffron: 사프란(크로커스(crocus) 꽃으로 만드는 샛노란 

가루. 음식에 색을 낼 때 씀)

‧ ginger: 생강

‧ indigenous: 원산의, 토착의

‧ cluster: 무리, 송이

‧ fibrous: 섬유로 된, 섬유 모양의

‧ Old Testament: 구약 성서

‧ ground coffee: 원두커피, 굵게 간 커피

‧ pod: 꼬투리, 깍지

☞ 아랍권에서는 녹색의 카르다몸 깍지와 함께 갓 볶은 원

두커피를 끓여 만든 카르다몸 커피를 마신다고 했으므

로, ⑤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35.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③

Daley 시장과 시카고의 다른 백인 정치적 종교적 지

도자들은 Martin Luther King 박사를 문제를 일으킨다

고 비난했다. 그들은 그가 다른 데모 행진 계획을 취소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King 박사는 그들에게, 그가 

데모 행진을 중단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정의를 실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Daly는 지역 내 노동

계 경제계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King 박사를 불

러들였다. 그들은, 시카고 인권 위원회가 부동산 매매 

중개인들로 하여금 이전에는 제한되어 있었던 주택에 

모든 인종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개방 정책을 

공표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시는 그것을 시행하

기로 했다. 또한 시카고 은행들은 인종적인 배경에 상

관없이 자격이 되는 가정에 돈을 빌려주기로 동의했다. 

King 박사는 비폭력 시위가 북부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 real estate agent: 부동산 매매 중개인

‧ ethnic: 인종의

☞ Daley 시장이 현지 지도자들과의 모임에 Martin Luther 

King 박사를 부른 것이므로, ③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다.

36. 주어진 문장 넣기       정답 ③

“독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세 가지 주요 

모델이 있다. bottom-up 이론은 독자가 가장 작은 단위

(철자에서 어휘로 구로 문장으로)로부터 글을 구성해 가

고, 그러한 작은 단위로부터 글을 구성하는 과정은 매우 

무의식적이어서 독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top-down 이론은 독자들이 엄

청난 지식과 예상과 가정과 질문을 가지고서, 어휘에 대

한 기본적인 이해가 주어지면 그 글이 그들의 예상과 맞

아떨어지는 한 계속해서 읽는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독

자들이 글을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문화적, 통사론

적, 언어학적, 역사적) 지식에 끼워 맞추고, 그러고 나서 

새롭거나 예상치 못한 정보가 나타나면 다시 확인을 한

다고 주장한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가들이 지지하는 상

호 작용파 이론가들은, 번갈아 일어나든 동시에 일어나

든 top-down과 bottom-up 과정이 둘 다 일어나고 있

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가들은 bottom-up 방식과 

top-down 방식을 교차 사용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는 독자의 배경 지식, 언어 숙련도, 동기, 전략 사용, 

독서에 대한 문화적 관습뿐만 아니라 글의 형태에 의해

서도 결정된다고 한다. bottom-up 과정과 top-down 

과정은 독자들이 본문에서 의미를 형성할 때 서로 영향

을 미치며 발생한다.

‧ syntactic: 구문론의, 통사론의

‧ bottom-up: 기초적인 원리에서 출발하여 전체를 구성하

는 방식의

‧ top-down: 전체적인 구성에서 출발하여 세부에 이르는 

방식의

‧ endorse: 지지하다, 보증하다

‧ alternately: 번갈아, 교대로

‧ simultaneously: 동시에

‧ proficiency: 숙달, 능숙

☞ 주어진 문장은 글을 읽을 때 사람들은 기존에 자신이 알

고 있는 지식에 맞춰보고 나서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면 

다시 확인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top-down 과정에 대해 설명한 내용의 바로 다음인 ③의 

위치에 주어진 문장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37. 문단 요약           정답 ①

쇼핑몰에서 가장 팔리지 않는 배터리는 보청기에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통념상 그것들은 다른 

인기 없는 상품들과 함께 진열장의 맨 아래에 쌓여 있

어야 했다. 그러나 물론 그것들을 사야 하는 사람들은 

최소로 허리를 굽힐 수 있는 노인들이다. 그 배터리가 

나중에 진열장의 더 위로 옮겨졌고, 그것은 네 배나 

더 많은 배터리가 팔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요 구매

자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 몇몇 물건들이 있다. 그 

물건들이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허리보다 더 높지

도 더 낮지도 않게 진열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대부분의 슈퍼마켓에서 너무 낮게 또는 너무 높게 진

열된 물건들은 실제 나이든 쇼핑객들에서는 접근 금

지인 셈이다. 나이든 쇼핑객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종종 가게 주인들에게 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집

단 사이에서 좋은 느낌을 생기게 한다. 게다가 그렇게 

하면서 소문이 퍼질 것이다. 보청기 배터리를 사기 위

해 오는 사람은 아마도 전화기나 컴퓨터를 사야 하는 

친구를 데리고 올 것이다.


가게 물건들의 진열을 바꾸면, 나이든 사람들로부터 매

출 신장을 기대할 수 있다.

‧ hearing aids: 보청기 

‧ conventional wisdom: 사회적[일반적] 통념

‧ stoop: 상체를 굽히다

‧ virtually: 사실상, 거의

‧ engender: 불러일으키다

☞ 이 글은 나이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의 배치를 쇼

핑하기 쉽도록 한다면 매출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내

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빈칸 (A)에는 ‘arrangement’

가, 빈칸 (B)에는 ‘increased sales’가 들어가는 것이 적

절하다.

[38~39] 장문의 이해

소음에 대한 나의 혐오감을 설명해 보겠다.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면 그것은 전체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는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군

인들이 뿔뿔이 흩어진 군대는 모든 힘을 잃게 된다. 마

찬가지로 아주 뛰어난 사고력도 중단되거나 방해를 받

자마자 평범한 수준으로 떨어지며, 주의력이 산만해지

고 당면한 문제에서 멀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사고

력)의 우위는 집중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오목 거울이 

그것에 비치는 모든 빛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이다.

소음으로 인한 방해는 장애물이다. 그래서 지성이 뛰

어난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고 산만하게 하는 

것과 같은 어떤 유형의 방해에 대해 그렇게 극단적인 혐

오감을 보여 왔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소음으로 

인한 끔찍한 방해를 싫어한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것

에 의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 모든 유럽 국가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적인 사람들은 11번째 계명으로 ‘절대 방해 

하지 말라!’라는 규칙을 정한다. 소음은 모든 형태의 방

해 중 가장 무례한 것이다. 그것은 방해일 뿐만 아니라 

생각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물론 방해할 것이 없는 곳에

서 소음은 그렇게 특별히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가끔 

경미하지만 지속적인 소음이 내가 그것을 뚜렷하게 인

식하기 전에 한동안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산만하게 

하는 일이 생긴다. 내가 느끼는 것은 생각을 하는 데 점

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발에 

무거운 것을 달고 걸으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 aversion: 아주 싫어함, 혐오감

‧ hindrance: 방해



‧ distinguished: 

‧ disturbance: 방해, 어긋남

‧ commandment: 계명, 계율

‧ impertinent: 버릇없는, 무례한

‧ disruption: 붕괴, 분열, 중단

‧ occasionally: 가끔

38.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휘 추론          정답 ④

빈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오목 거울이 빛을 

한 점으로 모으는 예가 설명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concentration(집중)’이 들어가는 것이 내용상 가장 적

절하다.

39. 요지 추론        정답 ①

☞ 이 글은 ‘noise(소음)’이 ‘생각을 하는 지성인’들에게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40~41] 장문의 이해       

미국은 워싱톤 D.C.의 이전의 행정부가 채택한 통화 

정책으로 인해 경기 침체를 겪고 있었다. 미국은 인플레

이션을 끝내고 직업을 돌려줄 안정성과 강한 리더가 필

요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마음에 두고 그 나라는 

Stephen Grover Cleveland를 미국의 24번째 대통령으

로 선출했다. 그는 그해 8월에 국회에 중대한 연설을 하

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다. Cleveland는 입천장에 

울퉁불퉁한 종기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대단

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는 또한 그것을 무시하고 싶

지도 않았다. 그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 그는 거의 

25센트 동전 크기의 상처를 발견했고, 대통령이 즉시 

수술이 필요한 암에 걸렸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렇게 간

단하지가 않았다. 8월 국회 연설은 이미 정해졌고 공지

가 되었다. 그것은 대의명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없는 한 연기될 수가 없었다. 게다가 국가는 그것

이 건강한 사람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었

다. 

뉴욕으로의 휴가 여행 동안 대통령은 비밀리에 외과 

수술을 받았다. 외과 의사는 이 두 개와 왼쪽 위턱의 대

부분과 입천장의 약 반을 제거했다. 종양은 거의 골프 

공 크기까지 자라 있었다. 그것이 제거되자 그 구멍은 

거즈로 채워졌다. 그 수술이 성공적이었고 외부 상처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눈에 보이는 수술의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부기나 타박상, 흉터가 없었다. 그의 얼

굴은 다르게 보이지 않았고, 그의 연설은 별다른 사고 

없이 지나갔다. 그는 국회와 국민들이 눈치 채기 전에 

직위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거의 25년 후이자 Cleveland가 죽

은 지 10년 후인 197년이 되어서야, 그 비밀은 유가족

의 허락 하에 담당 의사가 기고한 Saturday Evening 

Post의 기사를 통해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 

‧ economic depression: 경제 침체

‧ monetary policy: 통화[화폐] 정책

‧ adminstration: 행정부, 관리[행정]직

‧ stability: 안정, 안정감

‧ with ~ in mind: ~을 고려하여, ~을 마음에 두고

‧ surgeon: 외과 의사

‧ jaw: 턱

‧ tumor: 종양

‧ swelling: 부기, 부어오른 곳

‧ bruising: 타박상

‧ scarring: 흉터

40.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 찾기           정답 ③

☞ (c)는 Cleveland 대통령을 진료했던 의사를 가리키는 반

면, 나머지는 모두 Cleveland 대통령을 가리킨다.

41.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④

☞ 마지막 부분에서 Cleveland가 죽은 후에 재임 당시 암수

술에 관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다고 했으므로, ④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42~43] 장문의 이해       

(A) 어디선가 우리는 영향력 있고 긍정적이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특별한 사람

들을 마주치게 된다. 내 삶에 축복을 준 그런 한 사람은 

내가 만났던 비행교관이었다. 강습을 받기 시작했을 때 

나는 겨우 10대였다. 훈련을 끝냈을 즈음 그는 내가 모

든 요구 조건을 갖추었고, 분명히 자격증을 따서 행복하

게 비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D) 그러고 나서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나의 주의를 

끄는 무언가를 말했다. “Mike, 넌 기본을 익혔고, 비행

기를 땅위로 아래로 그리고 주변으로 돌아다니는 법을 

알고 있고, 솔직히 네 실력은 그리 나쁘지 않다. 그러나 

어디선가 이 비행기가 너를 위기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

다. 비행 중일 때 네가 가진 것은 네 자신뿐이다. 네가 

만약 사전에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넌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일은 닥칠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너는 

두 종류의 비행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준비가 되어 있

어서 살아남아 이야기를 들려주는 조종사가 되거나 준

비가 되어 있지 못해서 살아남지 못하는 조종사가 될 것

이다.”

(C) 나는 그 대화의 중요성을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

는 그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던 것보다 더 많은 말을 

했기 때문이다. 후에 4년 몇 백 시간의 비행을 빨리 감

아라. 나는 자정 바로 전, 강한 겨울 폭풍이 지나간 바로 

직후에 고성능의 단발 비행기를 타고 이륙했다. 내가 

10,000피트를 비행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엔진이 멈추었

다. 하늘은 최소한의 은색 달빛조차 없는 암흑이었고, 

땅을 덮고 있는 막 내린 2피트 눈이 있었다. 그래서 내 

아래의 모든 것이 1차원처럼 보였다. 

(B) 나는 대처할 시간이 5분밖에 없었다. 돌이켜보면 

아마 나는 ‘내부 자동 조종 장치’로 들어갔던 것 같다. 

나의 모든 훈련과 준비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

충 훈련 동안 나는 수십 번이나 엔진을 끄고 내리는 비

상 불시 착륙을, 어떤 때는 낮에 어떤 때는 밤의 어둠속

에서 모의 연습을 했다. 그 조종석에서 나는 무척 외로

웠으나, 바로 이런 상황에 내가 완전히 준비가 되어있다

는 사실로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나의 비상사태는 그런 

모든 실습 훈련이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는 의미했

다. 그것은 ‘쇼타임’이었다. 내가 그 상황에서 벗어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쓰고 있으니, 그것은 ‘훌륭한’ 착륙이

었다. 

‧ encounter: 맞닥뜨리다, 접하다

‧ autopilot: 자동 조종 장치

‧ kick in: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다

‧ dead-stick landing: (항공) 프로펠러 정지 착륙(엔진을 

끄고 내리는 불시착)

‧ simulate: ~인 체하다, 가장하다

‧ cockpit: 조종석

‧ fast-forward: (오디오, 비디오테이프를) 빨리 감다

‧ on the heels of ~ : 바쁘게, ~후 즉시

‧ one-dimensional: 1차원의

‧ airborne: 비행 중인, 하늘에 떠있는

‧ ahead of time: 미리, 사전에

42. 글의 순서 배열          정답 ⑤

☞ (A)는 필자가 자신에게 소중한 의미가 있는 비행교관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어서 비행교관이 필자에게 

비행을 하는 동안 위기가 닥칠 것을 대비하라고 조언한 

내용인 (D)가 온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꾸준히 훈련을 해오던 필자가 위기 상황에 닥치게 된 내

용의 (C)가 오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쌓아온 훈련 덕분에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내용의 (B)가 오는 것이 적

절하다.

43.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절 추론          정답 ①

☞ 필자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평소에 불시착 훈련

을 많이 해 왔으므로, 그런 사실에서 스스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44~45] 장문의 이해       

William J. Bratton이 1994년 뉴욕 경찰(NYPD)를 지

휘했을 때 보여준 것처럼, 공공 부문에서의 진정한 변

화는 가능하다. 그는 뉴욕 경찰의 기능이 더 이상 범죄

자를 검거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미래에 초

점을 맞추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있다고 선포했다. 

Bratton이 부임할 때까지, NYPD는 여섯 달에 한 번

씩 제공되는 FBI 자료에 근거하여 다른 경찰청과 비교

하여 업무 성과를 측정했다. 그러나 Bratton은 마지못해 

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때때로 화가 난 경찰 서장들에게 

그들의 관내에서 어떤 특정한 형태의 범죄가 증거하고 

있거나 감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데이터베이

스에 대한 주간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그들이 그것에 대해 무엇을 했는

지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현장의 보다 낫고 빠른 

피드백이 빠르게 업무 수행을 향상시켰다.

가장 많이 알려진 그의 혁신은 ‘broken window’정

책의 실행이었는데, 그것은 창문 깨기, 낙서하기, 또는 

운전자 괴롭히기와 같은 사소한 범죄조차도 엄중 처벌

하도록 경찰에게 지시했다. 결국 그것은 더 많은 중범

죄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모든 혁신으로, Bratton은 27개월이라는 그의 재

임 기간에 뉴욕에서 살인이 44% 줄고 중범죄가 25%

가 줄어든 것으로 널리 공을 인정받았다. 그는 그 기관

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경찰청에서도 같

은 일을 해 나가고 있다.

‧ transformation: 변화, 변신

‧ take command of: ~을 지휘하다

‧ criminal: 범인, 범죄자

‧ in comparison with: ~에 비해서

‧ publicize: 알리다, 홍보하다

‧ implementation: 이행, 실행, 완성

‧ crack down: 엄중 단속하다

‧ scrawl: 휘갈겨 쓰다, 낙서를 하다



‧ graffiti: 

‧ homicide: 살인

‧ tenure: 재임 기간, 재임

44.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⑤

Bratton이 뉴욕 경찰에 재임한 기간 동안 살인은 44%가 

감소했고 중범죄는 25%가 감소했으므로, ⑤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45. 제목 추론           정답 ①

☞ 이 글은 William J. Bratton이라는 인물이 뉴욕 경찰을 지

휘하게 되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 일들과 그

로 인해 실제로 범죄율이 얼마나 감소했는지에 대한 내

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는 ‘새로운 지휘

관이 NYPD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가 가장 적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