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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밑줄 친 어휘의 의미 추론     정답 ②  
그 폭탄은 온 사방에 무시무시한 파편들을 퍼뜨

리며 폭발하였다.

▪explode: 폭발하다

▪lethal: 파괴적인, 치명적인

▪fragment: 파편, 단편

▪direction: 방향

▪toxic:유독한, 중독성인

▪deadly: 치명적인, 치사의

☞ 사방에 폭탄의 파편이 흩어졌다는 것으로 유독성인지,

모양이어떤지에대해알수없고,다만치사에가까운영향

을 주었을 것으로 보아, ②deadly가 답으로 적절하다.

2. 밑줄 친 어휘의 의미 추론     정답 ③  
자연 선택설은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실제적

인 비용 편익 분석의 체계에 따라 작용하는 합리

적인 유기적 조직체를 형성하면서, 의사결정에서

편견들을 냉혹하게 배제했어야 했다.

▪relentlessly: 냉혹하게, 잔인하게

▪bias: 선입견, 편견

▪flexibly: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arbitrarily: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pitilessly: 무자비하게, 매몰차게

☞의사결정을하는데있어선입견을 과감하게없애야했

다는내용이므로, ‘냉혹하게,매몰차게’는뜻이되는것이적

절하다.

3. 밑줄 친 어휘의 의미 추론     정답 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고 하십시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해 하십시오. 당신이

마음으로 인정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 사람들

은 당신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일생 동안 계속 그

말을 할 것입니다.

▪figure out: 찾다, 발견하다

▪sincere: 참된, 진실의

▪approbation: 허가, 인가, 승인

▪lavish: 아끼지 않는, 후한

▪cherish: 소중히 하다

▪reproof: 책망, 비난

▪probation: 검정, 시험, (신학) 시련

☞상대방을존중해주고칭찬을아끼지 말라는주장을하

고있으므로,상대방을인정한다는뜻을가진⑤approval이

적절하다.

4. 밑줄 친 어휘의 의미 추론                정답 ④  
젊은 여행자들은 여행 예산 일정에 맞춘 안내자

를 따라 생활하거나 종종 (경비가) 저렴한 마을이

나 도시 지역으로 몰려든다. 이러한 여행자들은

(소비에) 인색하다는 평을 듣는다.

▪flock: 떼를 짓다, 모이다

▪reputation: 평판

▪stinginess: 인색, 극도의 절약

▪hostility: 적개심

☞예산에 따라 움직이거나 저렴한 마을이나 도시 지역으로

몰려드는 현상으로 보아, 여행자들이 돈을 소비하는 것에

인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밑줄 친 어구의 의미 추론     정답 ③  
당신이 주제를 선택하여 그것을 계획에 따라 정

리하고 그것에 대해 철저하게 논한 것에 따라 예

행연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

다. 스스로 주제에 대해 몰두해야 한다. 역사에서

진정으로 위대한 명사들이 모두 영감을 받을 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즉, 당신이 정한 주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rehearse: 연습하다, 시연하다

▪talk out: (문제를) 철저하게 논하다

▪immerse oneself in: ～에 전념하다, 몰두시키다

▪personage: 명사, 저명인

    외국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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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 for: ～에 대해 설명하다

▪take issue on: ～에 대해 논쟁하다

▪lose oneself in: 길을 잃다, 정신 팔리다

▪resign yourself to: 체념하고 ～하기로 하다

▪accustom oneself to: ～에 익숙해지다

☞자신이정한주제에전념해서역사의명사들에게도납득

시킬수있도록자신이믿음을가져야한다는내용이다. 따

라서밑줄친부분은 ‘어떠한일에집중하여열심히한다’는

뜻임을 알 수 있다.

6. 어법상 틀린 곳 찾기     정답 ④  
당신이 사업상 회의를 할 때, 예기치 못한 상황

에 처할 지도 모른다. 때로는 당신의 사업과 관계

가 있거나 혹은 전혀 관계가 없는 낯선 사람들 앞

에서 사업에 대해 토론을 해야 할 것이다. 회의가

아무런 통보 없이 온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고 당신과 얘기하고 있던 사람

들에게 조용히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라. 듣지 않

은 것처럼 행동하고 방해받은 것에 대해 불쾌해

하지 마라.

▪conference: 회의

▪presence: 실재, 참석

▪displeasure: 불쾌감

☞④병렬 구조로서 등위접속사 and 앞뒤로 동일한 품사

가 와야 하며 해석상 자신이 스스로 떠나는 것이므로 수

동태가 아닌 능동태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left를

leave로 고쳐야 한다.

7. 어법상 틀린 곳 찾기     정답 ③  
나는 그녀를 운동장에서 보았고, 그녀가 불러서

쉬는 시간에 그녀 옆으로 가 앉았다. 나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지가 오래 되어 누군가 그녀의 이

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녀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

을 것이다. 그녀는 명랑하게 내게 말을 걸었다.

“음, 우리가 처음 만나고 오랜 세월이 흘렀구나.

시간 참 빠르다! 우리 둘 다 이제 나이를 먹어가

는구나. 내가 너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니? 네가

나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어.”

▪catch sight of: 보다

▪beckon: 손짓으로 부르다, 신호하다

▪address: (～에게) 말을 걸다, 연설하다

▪luncheon: 점심, 점심을 먹다

☞③ address는타동사로뒤에전치사를동반하지않으므

로 to가없어야한다.하지만숙어적으로재귀대명사를동반

해서는 to를 쓰기도 한다.

(예) address oneself to: (～에게)말을걸다, (～에)전념하

다

8. 어법상 틀린 곳 찾기     정답 ⑤  
정보기술이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감에 따라, 엘

리트 계층 뿐 아니라 모든 사회 계층에 통신수단

이 현대화되면서 문화와 사회 계층에 널리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통신 혁명은

민주적인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 오지의 사람에

게 지식을 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에 비

판적인 사람들은 IT 산업의 수혜자들은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은 IT

산업의 진보를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cut across: ～을 방해하다, 널리 미치다

▪beneficiaries: 수익자, 수혜인

▪be deprive of: ～을 빼앗기다

☞⑤개발도상국의사람들이선진국의사람들에의해 IT

산업의진보를빼앗기고있는것이므로능동태를수동태로

바꾸어야한다.따라서 depriving을 deprived로써야한다.

9. 빈칸에 적절한 구문 고르기    정답 ②  
그러므로 군주는 전쟁, 전쟁에 대한 규칙, 그리

고 훈련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도 가지지 않아야

하고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아야 하며 어떠한 학

문적 주제도 삼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명령하는

자의 유일한 기술이고 타고난 군주의 본분을 지키

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때로 일반 시민으로 태어

난 사람을 군주의 운명으로 끌어올리는 일이기에

(A)매우 가치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군주가 전

쟁보다는 고상한 삶에 대해 생각했을 때 확실히

자신의 자리를 잃었다. 지위를 잃게 되는 가장 빠

른 길은 이런 기술을 등한시하는 것이고, 이런 (B)

지위를 얻는 가장 빠른 길은 이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다.

▪discipline: 훈련, 기율, 기강

▪command: 명령하다, 지휘하다

▪princely: 왕자의, 왕자로서의

▪refinement: 세련, 우아, 고상

▪neglect: 무시하다, (일을) 게을리 하다

▪of value: 가치 있는, 귀중한(=valuable), 값비싼

☞ (A) 내용흐름상 ‘가치가있다’는말이들어가야하는데

선택지에 valuable이 없으므로 같은 뜻인 of value가 들

어가야한다. 또한, '형용사+명사'나 '명사' 앞에 부사적

으로쓰이는말로 such가적절하다. (B) it과 one모두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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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온 명사를 대신 받는 대명사로, 이 글에서 it은 this

art를받고 one은 a state를받는다. it은특정한 사물을

가리키는 반면, one은 불특정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art는 첫 문장에 설명되어있는것처럼한 가지로특정지

어 졌다면 state는 위의내용으로한 가지로한정짓기힘

들므로 불특정하다고 보고 one으로 받는다.

10.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연결어 추론     정답 ③  
서구 의사들은 전통적인 치료자들이 신체와 정

신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세계 보건 기구는 사실상 일부

나라들에서 도시의 의사들이 환자를 방문할 때 전

통적인 치료사와 함께 일하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A)최근에 들어서

까지, 현대 도시의 의사들은 몸을 치료하고, 정신

과 의사들은 마음을 치료하며, 성직자들은 영혼을

치료하였다. (B)그러나, 이제 의학계는 전신의학에

더 큰 관심을 두는데, 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

라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는 병에서 빨리 회복될

수도 있다고 보는 신념에 바탕을 둔 접근법이다.

▪heal: (아픔, 병을) 치료하다

▪inseparable: 분리할 수 없는

▪priest: 성직자, 목사

▪minister: 성직자, 장관

▪psychiatrist: 정신병 의사(환자)

▪holistic: (철학) 전체론의, 전체관적 의학의

☞ (A)세계보건기구가, 도시의의사들이환자를치료할

때전통적인치료사들과대동하길권장한다는말로미루어

보아, 현재까지각자 역할에맞게 환자를치료했다는 말로

자연스럽게연결되는부사Until lately가적절하다. (B)다

른 내용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역접을 뜻하는 연결사

However가 적절하다.

11. 문맥에 맞는 어휘 고르기     정답 ①  
내가 우연히 만난 그 신사는 정말 분명히 정직

한 사람으로 보였고, 히포크라테스가 ‘튤립 애호

광증’이라 말한 그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는 상

당히 양식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는 튤립

에 대한 주제만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주제에 대

해서도 합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는 영국에서 가장 좋은 100에이커의 땅보다도 우

리 앞에 있는 작은 꽃, 튤립 화단을 더 귀중하게

생각했다.

▪plain: 명백한, 분명한, 분명하게

▪distemper: (심신의) 병, 이상

▪rationally: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 irrationally)

▪touch with: ~에 대해 마음이 사로잡혀

▪lie:거짓말하다(lie-lied-lied),

눕다, 놓여있다(lie-lay-lain)

▪lay: 놓다, 눕히다(lay-laid-laid)

☞ (A)내가우연히만난사람이튤립을광적으로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내용이므로 touched with가적절하다. (B)내

용상튤립에대한얘기가아니라면합리적으로얘기를했을

것이라는표현이어울리므로 rationally가적절하다. (C)튤

립화단은 '놓는'것이아니라 '놓여져'있는것이므로자동

사 lie의 과거형인 lay가 맞다.

12. 어법에 맞는 표현 고르기     정답 ①  
그것은 유례없는 충격이었다. 미국에서의 테러

리스트들의 공격으로 인한 인명 손실은 모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했다. 사람들은 죽고, 부상

당했으며, 가족들을 잃었고, 국가가 갑자기 나약하

게 느껴졌다. 쌍둥이 건물이 지배했던 뉴욕의 번

성한 재정 센터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갔던 사

람들은 쉽게 잊혀졌다.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졌고

회사들은 문을 닫았다. 피자 배달업, 세탁업과 그

외 다른 서비스에 대한 지역의 수요는 점차 사라

져갔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개개인에게 그

대참사는 막대한 것이었다.

▪unprecedented: 유례없는, 전례 없는

▪bereave: (사고 등이) <가족, 근친을> 앗아가다

▪vulnerable: 상처 입기 쉬운, 취약성이 있는

▪thrive: 번영하다, 번성하다

▪drop off: 차츰 없어지다(줄다), 사라져가다

▪catastrophe: 대참사, 큰 재앙

☞ (A)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은 도치 구문으로 주어는

those이고동사는 are이다.주어를꾸미는관계사절이너무

길어주어를뒤에놓고동사를앞에놓은것이다.그렇게볼

때, 사람들은잊는 것이아니라 잊혀지는것이므로 수동태

로서과거분사인 forgotten이맞다. (B)에서 for이하는전치

사구이고실제주어는Local demand이므로단수동사인 has

가맞다. (C)에서 For는이유를나타내고개인은대참사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므로 과거분사인 affected가 옳다.

13. 어법에 맞는 표현 고르기     정답 ②   
아주 오래 전, ‘살기 좋은 영국’이었던 시절에

마을과 도시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마

을에 있는 집들은 모두 한 데 모여 있었고,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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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방어벽이 둘러쳐져 있었다. 그리고 집들이

위치해 있는 곳 다음부터 밭이 있었다. 그러나 지

난 200년 동안,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그에 따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변했다. 마을들은 간선도로를 따라 시골길로 퍼져

나갔을 뿐 아니라 들판으로 둘러싸인 어디로든

외부로 펴져나갔다.

▪revolution: 혁명

▪accompany: 수반하다, 동반하다

▪outward: 외면의, 외부의

▪be used to ～ing: ～하는 데 익숙하다

☞ 과거에도시와마을간에분명한차이가있었다는말이

므로 (A)에는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내는 어구인

‘used to동사원형’이와야한다. (B)집이끝나는곳은장소

를나타내므로관계부사where가와야한다. (C)들판이둘

러싸이는것이아니라 마을을둘러싸는것이므로능동형인

surrounding이 되어야 한다.

14.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휘 추론              정답 ④   
문학은 그 권위를 잃고 그 결과 현실성도 잃기

시작했다. 동시에 책을 읽고 쓰는 능력이 줄고, 시

청각 이미지들, 영화, 텔레비전, 컴퓨터 화면이 여

흥을 주고 지식을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

장 선호하는 자원으로서 책자를 대신하고 있다.

텔레비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제록스, 문서 처

리기, 테이프, VCR은 문학이 그랬던 방식처럼 문

학과 가치에 있어 공생관계가 아니다. 정보를 받

아들이고, 저장하고 전하는 새로운 방식들은 읽고

쓰는 개념이 이제 종식되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문화의 중심부로서의 책 문화는 수많은 우

리 사회의 중심 가치와 함께 사라져가고 있다.

▪authority: 권위, 권력, 권한

▪literacy: 식자, 지식, 능력

▪audiovisual: 시청각의

▪symbiotic: 공생관계의

☞앞부분에서 첨단 장비들로 인해 읽고 쓰는 개념의 문학이

종식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책 문화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15.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휘 추론              정답 ⑤   
무릎반사 작용이나 눈을 깜박거리는 행동은 순

전히 생리적인 것이지 문화적인 것이 아니다. 이

에 반해, 악수하거나 면도를 하는 행위는 문화적

인 것이다. 학습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인간

은 서툴게나마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다. 인간이

다른 종과 뚜렷이 구별되는 것은 인간은 자신이

하는 대부분의 행위를 배워야 한다는 점이다. 본

능이나 다른 생물학상의 자질이 신발 끈을 묶거

나, 빗질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혹은 우리가 생각

없이 매일 하는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아니

다. 이 같은 단순하고 자질구레한 것들이 모두 학

습되어야 한다. 이것이 다 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

문이다.

▪knee-jerk reflex: 무릎 반사 작용

▪purely: 순수하게, 완전히

▪physiological: 생리학상의

▪Homo sapiens: 인류

▪endowment: 기증, 기부, 자질

☞뒷부분에아주단순한일이라도문화의일부분이기때문

에 학습되어야한다는 내용이나오므로, 주제문장이라 할

수있는빈칸이있는문장에는 ‘학습’(learning)이라는단어

가 적절하다.

16.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구 추론           정답 ⑤   
내가 아직 어리고 약했을 때 아버지께서 충고

를 해주셨는데, 그 때 이후로 나는 마음속으로 그

충고를 숙고하고 있다. 아버지께서는, “네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어질 때면 이 세상의 모든 사

람들이 네가 갖고 있는 이점이 없다는 것을 기억

해라.”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더 이

상 말씀이 없으셨지만 우리는 평소 말을 아끼는

식으로 대화를 해왔고 나는 아버지가 말씀은 안

하셔도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내개 인간

의 많은 흥미 있는 본성에 눈 뜨게 해 준 습관으

로서 나는 모든 판단을 남겨두는 경향이 있다.

▪be inclined to: ～하는 경향이 있다

▪suspicious: ～를 의심하는, 의심이 많은

☞필자의아버지는어렸을적부터말은짧지만그안에는

그이상으로많은것이내재되어있다는 사실에중점을두

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호기심을 가지고그에 대

한판단의여지는남겨둔다는내용이빈칸에들어가는것이

적절하다.

17.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절 추론             정답 ②   
근래, 나는 여성이 경쟁력과 독립성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전문적인 여성을 너무 높이 세우는

것은 과하다고 본다. 가정도 직업 세계와 다를 게

없다. 가정주부들은 은행가들과 변호사들보다 더

현실적일 수 있다. 대차 대조표를 읽는 일과 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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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안고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아픔

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묻는 아이에게 위로를 해

주는 일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딸을 자

기 스스로 자신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키우는

것은 확실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딸에게 직업적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일은 그렇게

현명하지는 않다.

▪competency: 능력

▪self-reliance: 자기의존, 독립독행

▪glorification: 찬양, 찬송

▪balance sheet: (회계)대차 대조표

▪comfort: 위안하다, 위로하다

▪glamorous: 매혹적인

☞자식에게직업적성공을가르치기보다는가정교육을더

중시하라는 내용을담고 있다. 빈칸에서 가치있다고 말할

수있는것은딸에게스스로자립심을 길러주도록가르치

는 일이라 할 수 있다.

18. 빈칸 (A), (B)에 적절한 어휘 추론            
정답 ③   
중요한 시험을 보는 전날에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책을 열심히 보는 것보다 더 좋을 것이다.

그것이 최소한 (예부터 내려오는) 민간의 지혜이

다. 행동 심리학의 과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지혜

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학적 연구

들로는 (A)수면이 (B)기억에 좋은 이유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을 구분할 수 없다. 그 중 한 가지

이론은 여러분이 수면을 취하는 동안 영속하는

기억들이 형성된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론은 기억

은 실제 낮에 만들어지고 밤에 편집되어 풍부하

게 쏟아진다고 주장한다.

▪permanent: 영속하는, 불변의

▪flush: (얼굴이) 확 붉어지다, 쏟아져 나오다

▪redundant: 말이 많은, 매우 풍부한

▪pore over: 자세히 보다, 연구하다

☞ 앞에는 시험 전 날 잠을 자는 것이 공부를 하는 것보다

좋다는주장을하면서뒤에행동연구를예로들어이를뒷

받침하고 있다. 이 이론들이수면과 기억의상관관계를 설

명해줌으로써수면이기억에좋다는주장을뒷받침하고있

으므로,빈칸 (A)에는 '수면(sleep)'이,빈칸 (B)에는 ‘기억

(memory)’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9. 문맥에 맞는 어휘 고르기                 정답 ③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젊은 여성들에게는 진

정한 여걸이 있었다. 이사도라 던컨과 마샬 그람

의 자유분방한 개인적 삶은 낭만적이었고, 마리

퀴리는 젊은 여성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게 하였

다. 이런 여걸들은 용감하고 목표가 고귀하기로

유명하였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있었다.

오늘날의 젊은 여성들은 어떠한 이유로 여걸들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역할 모델들의 이야기

만 자주 하는가? 여걸들은 오늘날 평범한 여성들

과 거리가 있지만, 역할 모델들은 현재의 삶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역할 모델들의 공적인 행동

은 물론 사적인 행동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게

한다. 고결한 목적은 현재에는 인정받지 못한다.

모든 사람을 평범한 인간으로 만들려는 강박관념

에 사로잡혀 우리는 사적인 문제만을 탐독하려고

하여 영웅의 이미지가 사라져 가는 것은 놀랍지

도 않다.

▪unconventional: 관습을 쫓지 않는, 자유로운

▪nobility: 귀족, 고결함

▪compulsive: 강제적인,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delve: (서적, 기록을) 탐구하다

▪tarnish: (윤이 나는 것을) 흐리게 하다

☞ (A) 용기가 있고 목적이 고결하기로 알려져 있는 것은

여걸들이므로 heroines가적절하다. (B)현대에와서역할

모델들이현재의삶과밀접하기때문에여걸보다관심을더

가지고여걸의고귀한목적은칭송을받지못한다는내용이

므로 admired가적절하다. (C)현재는역할모델에맞춰인

간을평범하게만들려하기때문에여걸의이미지가사라져

가는것은놀랍지않다고말하고있으므로 ordinary가적절

하다.

20. 문단 요약                  정답 ⑤   
아스피린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약으로서, 효과적인 진통 완화제이다. 아스피린은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저렴하다. 5일간 2개

정제의 소량의 아스피린은 통증과 염증을 완화시

킨다. 그것은 또한 인체의 일부 반응을 방해하면

서 열을 낮춘다. 특히, 아스피린은 통증을 일으키

는 산의 형성 속도와 열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

는 복합 화학 반응 속도를 늦춘다. 이런 산의 화

학작용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아스피린의

반응 지연 효과는 잘 알려져 있다.

⇓

아스피린은 열을 발생하게 하는 신체의 작용을 방

해한다.

▪inflammation:(병리)염증

▪interfere with: 방해하다, 간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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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gger: (방아쇠를 당겨) 쏘다, (일을) 유발하다

▪induce: 권유하다, 야기하다

▪hinder: 방해하다, 저지하다

▪provoke: 화나게 하다, (감정을) 불러일으키다

☞아스피린이통증을형성하고열을발생시키는반응속도

를늦춤으로써통증완화제로는널리알려져있다는내용이

다. 즉아스피린이 열을발생시키는 몸의반응을 방해한다

는 것이다.

21. 문단 요약                  정답 ②   
최근에 인기 있는 의학 기술은 최면술이다. 수

면 중에는 무의식의 상태로 접어든다. 최면 상태

에서는 의식은 희미해지지만 집중도는 높아지고

이것은 공상에 잠기는 것과 같다. 최면 마취를 사

용할 때는 최면술은 고통의 과정을 멈추지 않지

만, 오히려 고통의 인식을 바꿔놓는다. 인구의 4분

의 1 정도의 환자만이 이런 깊은 최면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고 수술을 할 때 이러한 시술이 적

합하다. 최면술은 아주 병증이 깊은 환자에게 더

이상 약물치료나 수술로 치료할 수 없는 고통을

격감할 때 종종 이용된다.

⇓

최면술은 환자가 고통을 인식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수술에 이용될 수 있다.

▪hypnosis: 최면, 최면술

▪anesthesia: 마취

▪perception: 지각, 인식

▪appropriate: ～에 적절한, 적합한

▪cease: 그만두다, 중지하다

☞최면술은고통을인식하는감정을변화시키기때문에감

정의변화를인지하는환자들을수술하는데 이용할수있

다.즉,고통을감지하는방식에변화를주기때문에수술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22. 지칭 추론               정답 ⑤   
어떤 조사에서 그 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47%

는 늦가을과 겨울에 체중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

들 중 일부는 악천후로 인해 운동량이 줄었기 때

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잠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들거나 기분이 우울하거나, 

집중하기가 힘들다면 “저기압”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에 속할 것이다. “저기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 흐린 날이라도 야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

라. 이른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산책하는 것이 가

장 좋다. 그런 다음 운동으로 기분을 끌어올려라. 

한 블록을 몇 번 돌아보거나, 당신이 좋아하는 음

악에 맞추어 춤을 춰 보아라. 

▪poll: 투표, 여론조사를 하다

▪struggle: 발버둥 치다, 투쟁하다

▪boost: 밀어 올리다, 선전하다

▪lap: 한 바퀴 돌다

☞늦가을이나겨울에는저기압의영향으로운동량이부족

하고기분이우울하기때문에조금이라도운동을해서기분

을 좋게 만들라는 내용이다.

23. 함축 의미 추론                  정답 ⑤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하게 살면 상대적으로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다.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하류 계층보다는 상류 계층이 훨씬 낫다. 우리 인

간들은 식량과 휴식, 온기, 사회적 교류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부유한 국가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

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입할 여유가

있어 더 풍요로워지는 일은 놀랍게도 거의 없다.

수입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대단히 미약하다. 일단

수입이 늘어나면 돈은 더 많아져도 그만큼 만족

감은 떨어진다. 파이를 2조각 먹었을 때는 파이를

한 조각 먹었을 때만큼 맛있지 않다.

▪affluent: 풍부한, 부유한

▪correlation: 상호관련, 상관관계

▪incredibly: 대단히, 굉장히

▪diminish: 줄이다, 감소하다

☞일단수입이많아지면돈은그만큼 모이겠지만돈이부

족했을시기와상대적으로비교해볼때, 그만큼돈을얻는

만족감을떨어지므로돈이생겼을때의행복을느끼지못한

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수입과 행복은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24. 시사하는 바 추론                  정답 ①   
두 마리의 어린 수탉들은 퇴비를 차지하기 위

해 맹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결국, 패배한 수탉은

만신창이가 된 채, 암컷이 있는 우리의 가장자리

쪽으로 기어갔다. 이긴 수탉은 헛간의 꼭대기에

올라 날개를 파닥거리며 승리를 알리기 위해 큰

소리로 울었다. 그때, 독수리 한 마리가 공중에서

하강하더니, 발톱으로 그 닭을 낚아채 가 버렸다.

숨어서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본 패배한 닭은 퇴비

를 차지하고는 암탉들 사이로 우두머리의 위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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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껏 뽐내며 유유히 걸어갔다.

▪cock: 수탉

▪fiercely: 맹렬하게, 사납게

▪dunghill: 퇴비

▪crept: creep의 과거분사(슬슬 기다, 포복하다)

▪clap: 손뼉 치다, 날개를 파닥이다

▪swoop: (매 등이) 달려들다, 덤벼들다

▪grab: 잡아채다, 움켜쥐다

▪talon: 발톱

▪strut: 거들먹거리며 걷다, (공작 등이) 날개를 펴고 걷

다

▪dignity: 존엄, 위엄, 품위

▪majestic: 위엄 있는, 웅장한

☞ 두 마리의 닭이 싸우다 그 중 한 마리가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나머지너무자만하다가독수리의먹이가되었다는

내용의 우화로, ‘자만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25. 분위기 파악                        정답 ④  
나는 계단을 가로질러 그녀가 가리켰던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햇빛도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숨 막힐 듯한 탁한 공기가 퍼져 있었다. 넓었고

예전에는 멋진 곳이었을지 모르나 보이는 것은

먼지와 곰팡이로 덮여 있었고 조각들이 떨어져

있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물건은 식탁보가 덮

여있는 긴 탁자였는데 마치 축제를 준비하고 있

는 모양이었고, 그 때 이후로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천으로 덮인 큰 테이블의 중앙에 장식이

있었다. 그 장식에 거미줄이 길게 드리워져 형체

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exclude: 차단하다, 배제하다

▪oppressive: 답답한, 괴로운

▪spacious: 넓은, 광대한

▪discernible: 인식할 수 있는

▪mould: 곰팡이(=mold)

▪prominent: 현저한, 두드러진

▪feast: 축하연, 연회

▪overhung: 위에서 드리운

▪cobweb: 거미줄(집)

▪nostalgic: 고향을 그리는

▪solemn: 엄숙한, 장엄한

▪drowsy: 졸리는, (거리 등이) 활기 없는

☞채광과통풍이되지않는방에큰탁자가있고그중앙에

거미줄이 드리운 장식이 있다는 내용으로 보아, 침울하고

활기 없는 분위기를 유추할 수 있다.

26. 목적 추론                  정답 ②   
당신의 직원은 성공적인 세미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미 다수의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소식을 들었고, 모든 사람들

에게 세미나의 체계에 대해 좋은 말들을 들었습

니다. 또한, 잘 계획된 여행 일정으로 디트로이트

에서 많은 것을 관광하였습니다. 도시 근교에 있

는 지역들을 둘러보고 미술관을 방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술 진보와 자연

환경 보존이라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도 우리의 관계가 밀접하게 지속되기를 희망합니

다.

☞세미나일정이맘에들었고이에 대해감사하는표현을

전하고 있다.

27. 도표의 이해                정답 ④   
① 강도보다 폭력에서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

은 점수의 차이가 크다.

② 대략적으로, 3월과 5월의 그래프가 대조적이다.
③ 강도는 폭력보다 연 평균치 이하인 달이 더

많다.

④ 2월과 7월 사이에, 폭력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
이는 반면, 강도는 하락세를 보인다.

⑤ 10월에 폭력은 연 평균치 보다 약간 상위에

위치해 있다.

▪burglary: 주거 침입, 강도

▪decline: 쇠퇴, 감퇴

☞④ 2월과 7월사이에폭력은계속수치가오르지만,강도

는 5월까지는하락하다 6월은동등하고 7월에조금하락하

는 정도라 계속 하락한다고 볼 수 없다.

28. 도표의 이해                 정답 ④   
① 쇠퇴한 직업에는 농업이 포함된다.
② 의료 서비스 산업은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③ 소매 사업은 크게 오를 것이다.
④ 교육 사업에서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⑤ 기계 조작과 관련된 사업은 하락할 것이다.

▪retail: 소매, 소매상

▪sewing-machine: 재봉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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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ile-machine: 방직기계

▪anticipate: 예상하다, 기대하다

☞소매상과의료사업,교육,시장산업이상향될것으로기

대되고농업과가내수공업에관련된사업이하향될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교육서비스산업에변화를기대할수없다

고 말한 ④번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9.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④   
Hong: 회의 일정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Spencer: 예, 어제 밤에 확인했습니다. 일정을 잘

계획하셨지만, 셋째 날에 제 강의 시간이

오찬회 시간과 겹치더군요.

Hong: 예,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날의 새 일정이 오늘 오후에 나

올 겁니다. 일정에 다른 이상은 없던가요?

Spencer: 아뇨, 없었어요. 하지만, 질문이 하나 있어

요. 제가 강의도 하고 폐막식 연설을 하는

다섯 사람의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던데,

내가 얼마 동안 연설을 해야 하나요?

Hong: 연설자들은 각각 약 5분 동안 연설을 할

거에요. 근데, 지금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아

요. 잠시만 안 박사님과 얘기하시겠어요?

Spencer: 예, 그러죠.

Ahn: 여기서 당신을 다시 보게 되어 기쁘군요. 스

펜서 교수님.

Spencer: 저는 현재 컴퓨터의 사용과 심리학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

다.

Ahn: 오, 무척 흥미롭겠군요. 기대하겠습니다.

▝itinerary: 여행 스케줄, 여정
▝overlap: 겹치다, (시간적으로) 중복하다
☞④폐막식연설은총 25분간진행된다.(연설자: 5명,연

설시간: 각 5분)

30.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③   
미국에는 수만 명의 노숙자들이 있다. 그들 중

40% 이상은 성인 남자이며, 약 이런 남자들의 3

분의 1이 예비역들이다. 나머지 40%의 노숙자들

은 집이 없는 가정들과 미혼모들이다. 노숙하는

사람의 약 절반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노숙하

는 사람들을 도와 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다.

그들은 종종 종교 단체나 비영리 단체들이 운영

되는 무료 급식 시설에서 음식을 얻는다. 보호소

들은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을 제공하고 의

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숙자들은 또한 돈을 벌

기 위해 거리에서 신문을 판다.

☞ ③ 대략 절반의 노숙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31.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④   
본성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로크는 신생

아들은 “빈 석판”이라 교육과 경험이 “쓰여진다”

고 저술했다. 즉, 로크는 환경만이 각 사람의 정체

성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루소는

“본성”이란 성질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오

늘날 우리들은 둘 다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가?’이다.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다른 환경

에서 자라난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하였다. 이 연

구에서 그들은 걱정과 같은 인성은 40～50% 물려
받고 행복은 80% 유전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slate: 석판

▪heritable: 상속할 수 있는, 유전성의

▪trait: 특성, 특질

☞ ④ 로크는 신생아를 ‘빈 석판’에 비유하여 경험을 쌓

고 교육을 받으면서 인격이 형성된다고 하였으므로,

교육과 인격이 사람의 정체성을 만든다는 입장을 취하

고 있다.

32. 무관한 문장 찾기                  정답 ③   
한국에서 “한류”의 갑작스런 출현과 그것의 영

향은 열띤 사회적 논쟁을 일으켜 왔다. 일부 논평

가들은 외국인들의 평가를 통해 한국 문화의 가

치에 확신을 보인다. 한류의 상업적 잠재성 또한

매력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한국의 문화 흐름에

내재해 있는 이런 모든 강력한 힘들은 엄청난 불

균형적인 변화를 산출해 왔다.) 그러나 전 세계의

관객들이 결국 세계를 휩쓸 다음의 문화적 동향

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고 일부는 걱정하고 있다.

더 비관적인 관점으로서 한류가 강력한 서구 문

화를 모방하는 한국인들을 반영한다는 주장도 있

다.

▪debate: 논쟁하다, 숙고하다

▪generate: 일으키다, 산출하다

▪sweep: 청소하다, 휩쓸다

▪pessimistic: 비판적인, 비관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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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icking: 흉내 내다(mimic의 ～ing형)

▪affirmation: 확언, 단언

☞ 전반적으로 한류를 보는 관점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으며뒤에는한류를비판적으로보는관점을설명하고있

다. 한국의문화흐름에내재해있는힘이불균형적인변화

를초래했다는③은내용과관계가없고 뒤에그런불균형

적인 변화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33. 주어진 문장 넣기                   정답 ③   
농부인 브라운은 밀을 재배하며 농촌에서 살았

다. 올해 그는 적절한 양의 햇빛과 강우로 전에

없이 좋은 밀밭을 갖게 되었다. 밀을 보호하기 위

해 그는 밭에서 새를 볼 때마다 총으로 될 수 있

는 한 많은 새를 죽였다. 그러나 한여름에 벌레들

이 그의 밀을 먹어치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

다. 벌레를 잡아먹는 새가 없어지자 벌레들이 아

주 빠르게 증식하였다. 농부 브라운은 새가 단순

히 그가 보호하고자 하는 작물을 먹는 동물은 아

니란 것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살

고 있는 많은 복잡한 먹이사슬의 일부분일 뿐이

다.

▪multiply: 증식시키다

☞농부브라운이자신이기르는밀을 보호하기위해새를

많이쏘아죽였는데그결과새의먹이가되는곤충들이그

의밀을더파괴하고있었다는내용이다.③다음의 them이

가리키는것은주어진문장의 insects이므로, 글의흐름상

③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34. 제목 추론                정답 ①   

몇몇 기자들은 괴테, 빅토르 휴고, 모차르트, 찰

스 다윈과 같은 다수의 유명인들이 간직하고 있

던 기록들을 월간, 주간으로 보았다. 이런 연구들

은 위대한 예술가, 작가, 음악가, 과학자들이 7개

월 보름을 주기로 창작의 절정기를 맞다가 그 이

후로 침체기를 갖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나타냈

다. 게다가 이런 연구들은 창조성의 중대한 시점

이 더 오랜 기간인 7년 주기로 지속된다고 제안

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7년 주기에 최고의 연

구가 탄생된다고 믿었다. 아마도 우리는 모두 창

조성 주기에 최적의 시점과 최악의 시점을 둘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은 업무를 함에 있어 “좋은 날”

과 “나쁜 날”이 있는 이유가 될 것이고 시험을 잘

본 날과 못 본 날이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 유명인들의 창작 활동을 예로 들어 우리도 창조성 주

기에서최상의날,최악의날이있게마련이라는내용을담

고 있으므로, ‘창조성 주기’가 제목으로 적절하다.

 35. 제목 추론                 정답 ④   
만일 당신이 정말 지루하거나 길게 이어지는

대화를 끝내고 나오고 싶다면, “실례합니다. 화장

실 좀 가야 해서요.”라는 확실한 방법이 항상 있

다. 당신이 정말 급한 것처럼 보인다면, 어느 누구

도 당신이 자리를 떠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갖

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자리에 돌아왔을 때, 당신

은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한다. 만약

당신 근처에 안면이 있는 사람을 보면, “스테이시!

빌을 만나 보았니?”라고 하거나 아니면, “너희 둘

이 할 얘기가 많겠구나.”라며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다. 혼잡한 칵테일 파티에서는 당신이 한 동안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

이다.

▪stuck: stick의 과거분사(찌르다, 고착시키다)

▪guarantee: 보증하다, 보증인

▪offense: 위반, 무례, 모욕

☞지루한대화를피하기위한방법을제시해놓은글,상대

방에게예의를지키면서자리를피하는방법을열거하고있

다. 그러므로 제목으로는 ‘대화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적절

하다.

36. 주제 추론                  정답 ⑤   
나는 어떤 특이한 취향에 빠져본 적이 없고 기

이하고 드문 것에 더 가치를 둔 적도 없다. 나는

시골 전체를 거대한 정원으로 보고 데이지와 비

탈진 언덕에 핀 제비꽃을 보러 다닌다. 우리집에

서 몇 마일 떨어진 곳 이내에는 내가 모르는 관

목이나 꽃은 없다. 나는 자연의 관대함이 가장 즐

겁고 아름다운 것을 가장 흔하고 평범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관목과 들판을 따라 집으로 걸

어가곤 했다.

▪extraordinary: 비상한, 드문, 현저한

▪spot: 장소, 지점, 반점

▪violet: 제비꽃

▪acquaint: 익히 알고 있다, 알리다

▪bounty: 박애, 관대

▪meditation: 명상, 고찰

☞우리주변에서흔히볼수있는자연에대한소중함을생

각하고 그러한 자연에서 기쁨을 얻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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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8]     
어떤 사람들은 영어가 문명의 산물이었던 것처

럼 본다. 우리의 언어를 대체하고 아프리카 유산

을 없애는 것으로, 영어는 우리 문화를 보이지 않

을 정도로 아주 미약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

왔다. 나는 지금 간단히 여러분에게 어찌하여 19

세기 아프리카의 암흑의 대륙에서 이른바 20세기

식민지 아프리카의 현대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부 문화가 영어에 의해 잠식되어 왔는지 설명

하고자 한다. 초등학교에서 우리는 “아프리카에

대해 영어로 읽는 것”이라는 전반적인 시리즈물의

교과서를 통해 영어를 배웠다. 우리들은 존이라는

이름의 소년과 조안이라는 이름의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배워야 했다. 내가 마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케냐의 다른 지역의 이름을 알기 전에, 2명

의 아이가 태어났던 옥스퍼드라는 이름의 마을에

대해 이미 알게 되었다. 우리들(새 독자들)은 그

들이 어디로 가든 그들을 따라갔다. 오늘날까지도,

나는 옥스퍼드라는 이름을 들을 때나, 그 부근을

여행할 때, 조안과 존을 여전히 기억한다. 하지만

그런 회상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영어

를 마치 우리의 국어인 양, 아프리카에는 어떠한

언어도 있지 않았던 것처럼 배웠다.

▪legacy: 유산

▪vicinity: 근처, 부근

▪recollection: 회상, 상기

▪shameful: 부끄러운, 치욕적인

▪detached: 공평한, 초연한

▪embitter: 화나게 하다, (마음이) 쓰라리다

▪homesick: 향수병의

▪it came to pass that...: ～하게 됐다

37. 심경 추론                                정답 ③
☞ 영어가우리의본래언어인것처럼여겨지는것에필자

는 한탄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다.

38. 뒷 문단의 내용 추론                      정답 ①
☞ 영어가 어떻게 하여 우리의 문화에 침투해 들어왔는지

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고 마치 언어가 우리의 국어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

용이다. 따라서이글다음에는우리의정체성또한사

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39~40]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던 생존자의 이야기는 약

4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의 무성한 수풀에서 시작

된다. 결정적인 발견은 1974년에 일어났다.

Donald Johanson과 Mauruce Taieb는 확연한 고

대 원시인들의 조각난 골격을 모았다. 그것은 이

전에 알려져 있던 영장류와는 다른 것이었고, 연

구원들은 이것이 유인원들과 직립보행하는 인간

들 간의 (a)‘잃어버린 고리’라고 말했다. (b)이런

종들의 많은 화석들은 1978년, 탄자니아에서 아름

답게 보존된 발자국을 포함하여 그 때 이후로 더

많이 발견되었다. (c)이런 작은 생물들은 아마도

다소 보통의 유인원들보다는 영리했을 것이다. 하

지만, 그들의 곧은 자세와 두 발로 걷는 것이 (d)

그들에게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점을

주고, 더 효율적으로 음식을 모을 수 있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생물들은 번성하였고, 그들의 유

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주었으며, 호모 하빌리스, 또

는 “손을 쓰는 인류”라고 불린 종이 생겨나게 되

었다. (e)이렇게 새로 생긴 사람과(科)의 동물은

다소 뇌가 더 크고 최초로 도구를 쓰는 방법을

알아냈다. 선사 시대 아프리카에서의 힘겨운 적응

은 호모 하빌리스를 더 키가 크고 강하며 영리한

종인 호모 에렉투스로 진화시켰으며, 아마도 호모

에렉투스는 얼굴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현대 인간

과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painstaking: 노고를 아끼지 않는, 열심히

▪primate: 영장류의 동물

▪skeleton: 골격, 해골

▪lush: 무성한, 우거진

▪crucial: 결정적인, 중대한

▪ape: 유인원, 영장류

▪upright: 직립의

▪adaptation: 적응, 적합

▪rigor: 엄함, 엄격

▪Homo erectus: (인류) 직립 원인, 호모 에렉투스

39.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④   
☞④처음으로돌도구를사용한것은호모하빌리스이다.

40. 지칭 추론                 정답 ⑤   
☞ (a), (b), (c), (d)는호모하빌리스이전의인간종을, (e)

는 호모 하빌리스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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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성 역할의 혁명이 일어나

고 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성 역할의 구분에 대

한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고등학

교, 직업학교, 대학교에서도 이런 주제에 관한 교

육과정이 증가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직업전선에 나아가고 있다. 또한 남성들도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직업에 진출하고 있다.

남성들이 가사 노동이나 아이 양육에 (여성과 같

은) 동등한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받아들이는 것

도 점점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남성 간호사와 비서, 보육사, 보육교사,

승무원들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성 역할의 “자

연스러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전통

적인 구별은 여성들의 삶은 열등하고 잠재성은

헛된 것이라 위협하고, 남성의 역할은 항상 경쟁

적이고 적극적이며 무감각하다고 제한한 불합리

한 체제라고 여겨지게 되었다.

▪vocational school: 직업학교

▪rear: (아이를) 기르다, 양육하다

▪intimidate: 겁주다, 위협하다

▪aggressive: 공격적인, 적극적인

▪domesticity: 가사, 가정생활

▪evolution: 진화, 발달

41.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휘 추론              정답 ⑤   
☞오늘날의사회에서성역할의변화에대한인식이바뀌고

남성과 여성의 직업 구분이 점차 희미해지면서 그에 따른

성역할의구분이모호해진다는내용이다.따라서빈칸에는

성역할에대한사람들의인식이자연스레바뀐다는내용의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42. 문맥상 빈칸에 적절한 어휘 추론              정답 ①   
☞성역할의혁명은성역할의구분에대한인식이바뀌는

것이므로, 종래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을

(A)부정적으로본다는표현이와야한다.또한종래의성역

할구분은여성을 (B)낮게보고남성을높게보는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할수 있다. 남성을 여성보다는역동적이고 경

쟁적이며이런활동에따라 (C)감성적으로는무딘존재로

보았다 할 수 있다.

[43~44]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상대방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꾸준히 상호작용

을 하고 서로에게 맞춰준다. 공공 연설의 경우에,

각 청중의 이해는 연설자와 다른 청중들에 의해

좌우된다. 그리고 그것은 좀더 기준이 되는 반응

을 보기 위해 특이하고 개인적인 반응은 배제되

는 경향을 보인다. 구순애(口脣愛)는 공동체적 삶

을 강화시키고 외향적 성격에 지지를 보내며, 단

체 적합성에 이바지한다. 그러나 독서는 그것의

본질상, 현대 사회의 “고독한 군중”을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이 내향적이고 개인적인 자아의 성

향을 띄는 개인으로 바뀌는 데 도움을 준다. 구텐

베르그 시대에서 읽을 수 있다고 인정받는 것은

말하자면, 인간의 조건에 부합하는 입문식과 같은

것이라고 여겨졌다. 구텐베르그 사람들은 식자력

(識字力)으로 정보를 입수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

의 정체와 위치를 알 수 있었다. 독자들은 고립되

어 있고 침묵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들의 지성

은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신비한 활자로 만나게

된다. 이러한 활자들은 막연해서 해석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대화로 주고받는 상황을 완전하게 인

식하지 못할 때 진실은 책자 속에서 단순하지 않

고 오히려 언제나 상극이고 불확실하며 정교하면

서도 복잡하다.

▪rule out: 배제하다, 무시하다

▪in favor of: ～에 찬성하여, ～를 위하여

▪eccentric: (사람, 행동이) 별난

▪normative: 기준의, 표준의

▪orality: 구순애(口脣愛)

▪reinforce: 강화하다, 보충하다

▪communal: 공동사회간의, 공동의

▪make for: ～에 이바지하다

▪initiation: 입문, 가입

▪rite: 의식, 관습

▪encapsulate: 캡슐에 넣다, (사실, 정보를) 요약하다

▪ambivalent: 서로 용납지 않는, 상극의

▪elaborate: 정교한, 복잡한

▪conformity: 적합, (관습, 법의) 준거

43. 함축 의미 추론   정답 ①   
☞구텐베르그 사람들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식자력)으
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이런 식자력이 인간이 되는

조건의 첫 번째로 보았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44. 맞춤법 규정에 따른 표기     정답 ④   
☞글의 내용으로미루어 보아, 공동체 속에서개인이 상호

작용하면서서로의공동체의식을강화하고이를통해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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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변할수있다하였다. 공동체내에서의개인의융화

성을나타내는말로빈칸에는 group conformity(단체적합

성)이 적절하다.

[45~46]    
행성 대기권의 전반적인 구성을 정의하기 위해

서, 우리는 거기에 포함시킬 것이 무엇인지 결정

해야 한다. 금성과 화성에는 행성의 위쪽에 있는

가스에서부터 아래쪽의 고체물질에 이르기까지

행성 표면에 명확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쉽다. 확실히 그 표면은 대기의 하

층부를 나타낸다. 반면 외행성, 즉 목성, 토성, 천

왕성, 해왕성의 대기하층부는 명확하게 정의하기

가 어렵다. 이 행성들은 태양처럼 전체적으로 거

의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스는 아

마도 압력이 아주 높은 행성의 내부 깊숙한 곳에

서 형성된 액체나 고체로 변환될 수 있지만, 변화

가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

부 영역을 의미하는 이러한 행성의 대기에 대해

얘기할 때, 대기와 행성의 나머지 부분들 간의 차

이를 구분하려고 하지 않는다. 지구상에서 이러한

상황은 대양의 존재로 복잡해진다. 대기의 하층부

가 바다나 육지의 표면이라는 말은 언제나 들어

맞지는 않다. 왜냐하면 바다와 그 상공의 대기 간

의 물질, 에너지, 운동량이 계속적으로 교환 작용

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환 작용으로 해양과

대기의 각 작용은 어느 정도 다른 작용에 의존적

이다. 그러므로 어떤 목적으로는 해양과 대기를

같은 물리적 체계로 간주하는 것이 편리하다.

▪planetary: 행성의

▪hydrogen: 수소

▪interior: 안쪽의, 내부의

▪momentum: 운동량

45. 제목 추론                 정답 ①   
☞행성대기권의구분을어떻게정의할 것인가에대한내

용을다루고있으므로, 그구분점이되는경계에대해말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6. 문장 안에서 어휘의 의미 파악            정답 ②   
☞①과⑤는 ‘사진,그림’의뜻이고,③은 the picture로쓰여

뜻은 ‘화신’이며,④는 the pictures로서 ‘영화나영화관’을뜻

한다.이글에서 picture는 ‘상황,정세’를뜻하므로②가같

은 의미로 쓰였다.

[47~48]    
여러 현상들이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과학적 설명이 없을 때, 사람들은 이전과 같이, 그

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른 이론을 세울 것이

다. 따라서 한 가지 이상, 질병에 대한 “민간요법”

이 있다. 13일의 금요일을 제외하고, 대규모의 사

업을 시작하거나 작물을 재배할 때는 운 때가 되

는 날짜가 있는데, 예를 들어 “7시 이전에 비가

오고, 11시 이전에는 맑다”와 같은 일기예보는 기

상학이라기보다 민속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조지 워싱턴과 벚나무에 관한 이야기는 그의 전

기 작가인 Weems가 완전히 창작해서 만들어 냈

고, 이는 여러 세대의 미국 학생들에게 진실을 말

하는 미덕을 가르치는 데 이용되곤 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며 현명하게 만든다”와 벤자민 프랭클

린의 다른 모든 격언들은 지금껏 오늘날 사회에

영향을 주어 왔고, 앞으로도 무수히 영향을 줄 그

이상의 예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요람에 놓이는

것처럼, 그것들은 우리가 사회에 속할 때, 우리에

게 준비되어 있었고 우리가 요람에 있을 때처럼,

비판도 하지 않고,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그 많은

민속 신앙을 받아들인다.

▪phenomena: phenomenon의 복수형

▪mystify: 어리둥절해하다, 당혹시키다

▪auspicious: 길조의, 상스러운, 행운의

▪folklore: 민속, 민속학

▪meteorology: 기상학

▪inculcate: 사상을 ～에게 가르치다 (in)

▪maxim: 격언

▪exert: (힘을) 쓰다, 노력하다

▪incalculable: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crib: 요람, 구유

▪deliberation: 숙고, 심의

▪coin: 화폐를 주조하다, (신어를) 만들어내다

▪fabricate: (전설, 거짓말 등을) 꾸며내다

47. 밑줄 친 어휘의 의미 추론                 정답 ②   
☞조지워싱턴과벚나무이야기도우리 민담처럼조지워

싱턴의 전기작가가 완전히꾸며낸 이야기로, 다만 아이들

에게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 냈다고 했으므로 이와

같은 의미로는 ②fabricate가 맞다.

48. 요지 추론                  정답 ⑤   
☞ 예로부터내려오는민담이나민간요법들이우리생활에

많은영향을준다는예로조지워싱턴과벚나무이야기나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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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 프랭클린의 격언을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49~50]    
(A) 역사 전반에 걸쳐, 인류는 추수 감사절 의식

으로 풍족한 추수를 기념하였다. 대부분의 고대

농부들은 그들의 작물에 그것을 자라게 하거나

죽이는 정령이 있다고 믿었다.

(C) 여러 나라의 사람들은 작물을 수확할 때 이런

정령들이 나오고 이들은 없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작물을 수확한 사람들에게 복수할 것이

라고 생각했다. 일부 수확제는 이런 정령들의

패배를 축하하였다.

(D) 순례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미

국 땅으로 처음 왔을 때, 그들은 고대 농부들이

했던 것처럼 수확을 축하하는 식을 올렸다. 그

들은 무수한 학대를 참아내고 황무지에 터전을

마련했다. 그들은 기나긴 겨울을 나기 위해 작

물을 재배하였다.

(B) 신세계에서의 힘들고 고된 한 해를 보내고 난

후, 순례자들은 가을에 아주 풍족한 수확을 올

렸다. 그들은 수확의 기쁨을 모든 이주민들은

물론 인근의 원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추수감사

절을 선포하였다.

▪bountiful: 관대한, 풍부한

▪proclaim: 선언하다, 공포하다

▪wilderness: 황무지, 황야

49. 글의 순서 배열                정답 ③   
☞풍족한추수를기념하여인류가행하던의식을설명하는

글로서 예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들고 그에 대한 기원을

설명하고있다. (A)다음으로, (C)수확물에깃들어있는정

령에대한이야기가상세히나와야하며,그와관련하여 (D)

영국에서미국으로이주해온순례자얘기를들었으며,마지

막으로 (B)이주한이래영국의순례자들이힘든시간을거

친후추수감사절을선포하게된이야기가 나오는것이자

연스럽다.

50. 내용 일치 여부 판단                  정답 ③   
☞ 사람들이 작물을 수확하면서 정령들이 나오고 수확 한

후이런정령들을죽이지않으면사람들이그들에게복수들

당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③번이 내용과 일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