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특강 B

해설
정답과

영어영역 형



www.ebsi.co.krPartⅠⅠ유형편

2 EBS 수능특강영어영역 형

문맥속어휘추론강

본문10쪽

정답③

해석연구자들은사회적으로좋은관계를유지하는것이두가

지 상호보완적인 과정, 즉 타인의 요구에 민감한 것과 위반 행

위가정말로발생하면보상이나배상을해주도록자극을받는

것에 달려 있다는 점을 언급해왔다. 요약하면, 좋은 사회적 관

계를 유지하는 것은 죄책감을 느끼는 능력에 달려 있다.

Martin L. Hoffman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데서 생기는

죄책감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그는 이러한 죄책감에 대한 동기

가 유발되는 기반은 공감적 고통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공감적

고통은 자신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나 고통을 끼쳤음

을부인할(̀→ 깨달을) 때 생긴다. 죄책감으로인해자극을받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상하는 것은 손상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집단의 화합을

복원하는역할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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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새로운정보를논하는방법

새로운생각은대개바로그런식으로, 즉새로운것으로

제시된다. 다른것으로. 전에있었던것과같지않은것으로. (이

는) 나쁜소식이다. 이것은듣는사람이나배우는사람에게자신

들이이해할수있다고믿을만한어떠한기초지식, 맥락, 혹은

이유도제공하지않는다. 미지의세계를향해위험을무릅쓰고

나아가기전에우리모두는자기의 (전문) 영역을어느정도가

지고있다고생각할필요가있다. 이경우‘(전문) 영역’이란과

거의정보와경험즉자신의배경이새로운상황에서귀중하고

유용하다는것을아는것을뜻한다. 새로운데이터는큰저항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그것을어떻게연관짓거나혹은심지어어떻게상상해야하는

지모르기때문이다. 그러므로새로운정보에대해논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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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농업의성장

정답

소재

장안전한방법은알려진것을가지고시작하는것이다. 익숙한

것으로시작하여옛것의변이형으로서새로운것을더하는것이

다. ‘실제로있는것’을확고히하여 (그것이어떤것인지를) 상

기시키고나서그것이어떻게‘있을수있는것’으로되는지를

보여주는것이다.

이글의중심생각은새로운정보를논할때기존정보를바탕으

로해서시작해야한다는것이다. 이어지는문장들은이생각을

뒷받침해야한다.

(A) 새로운생각은기존의것과달리제시되기때문에‘미지의

(unknown)’세계를향해나아가기전에자기의 (전문) 영역을

어느정도가지고있다고생각할필요가있다.

(B) 새로운 데이터는 기존 정보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저

항’을불러일으킬것이므로 resistance가적절하다. curiosity

는‘호기심’이라는뜻이다.

(C) 새것은옛것의‘변이형’으로기존지식위에추가될수있을

것이므로 variations가적절하다. copies는‘복제본’이라는뜻

이다.

● “Turf” in this case means knowing [that past

information and experience, {one’s background}, is

valuable and useful in a new situation].
➞ [ ]로표시된 that절은동명사 knowing의목적어이고,

그 안에 { }로 표시된 부분은 앞에 놓인 명사구 past

information and experience와동격을이루는어구이다.

● New data creates major resistance since one doesn’t

know [how {to listen to it}, {to relate to or even

imagine it}].
➞동사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 ] 안에서 { }로

표시된두개의 to부정사구가나란히 how를뒤따르고있

다. 두 번째 { } 안에서 to를 뒤따르는 relate to와

imagine이병렬구조를이루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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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비교 구문이다. { }로 표시된 부분은 앞에 놓인

areas를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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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⑤

상황에따라달라지는욕망

당시에가장강렬히하고싶어했던것과일치하지않는,

여러분이내린결정을생각해보라. 우리는아주다양한기호에

의해공격을받으며그것들은때에따라그강도가달라지기때

문에, 우리는때로이선택에대해혼란스러워진다. 예를들어,

한끼푸짐한식사를끝마친후에는, 다이어트를하기로마음먹

기가쉽다. 그렇지만, 몇시간이지난후에, 우리는다시배가고

파지며음식을먹고싶어하는욕구가강해진다. 체중을줄이고

싶은것보다더파이를먹고싶어하는지경에도달하게되면,

우리는다이어트보다파이를택한다. 우리에게는날씬해지고자

하는욕망이실제로존재하지만, 그러한욕망은음식을먹는즐

거움에대한욕망과충돌한다. 문제는모든것들이동일한상태

로유지되지않는다는것이다.

(A) 문맥상 이 선택에 대해 혼란스러워진다고 해야 하므로

confused를써야한다. clear는‘명백한’이라는뜻이다. 

(B) 식사를하고나서몇시간이지나면배가고파지면서음식

에대한욕구가강렬해진다고해야한다. 그러므로 intensifies

를써야한다. decrease는‘감소하다’라는뜻이다. 

(C) 날씬해지고싶은욕망이음식을먹는즐거움과부딪치는것

이므로, pleasures를 써야 한다. knowledge는‘지식’이라는

뜻이다.

● We sometimes get confused about this [because

{we are assaulted with a wide variety of inclinations},

and {they change in intensity from time to time}].
➞「get＋형용사」는‘~하게 되다’라는 뜻이다. [ ]로 표시

된 부분은 이유를 나타내는 절이며, { }로 표시된 부분

은둘다because에이어진다.

● For example, [after we have finished a heavy meal],

it is easy to decide to go on a diet.

농업기술의전파는이주를통해서뿐아니라차용과문

화접촉을통해서도일어났다. 다시말하면, 농업은지역의상황

에부응하여발달했다. 마지막빙하기가끝나고수렵과어업기

술이개선되자, 인구의총체적인증가는구석기시대의생태계

를교란했다. 줄어드는자원에대한인간의경쟁이더치열해지

는사이사냥감은더부족해졌고찾기힘들어졌다. 유목과줄뿌

림작물재배가곧생존에필수적인것이되었다. 이윽고, 인구

가계속증가하자유목은감소했다. 그것은농업에비해단위면

적당칼로리를더적게제공했고, 유목을제외하고는경작에적

합하지않은지역으로점점더한정되었다. 작물재배는언제나어

느정도는다른식량원에의해보충이되고는했지만, 땅이경작될

수있었던곳이라면어디에서나점차주된활동으로부상했다.

(A) 이어지는바로다음문장에서줄어드는자원에대한인간의

경쟁이더치열해지는사이사냥감은더드물어져찾기힘들어졌

다고했으므로인구의증가는구석기시대의생태계를‘교란했’을

것이므로upset이적절하다. fixed는‘바로잡았다’는뜻이다.

(B) 이어지는바로다음문장에서농업과비교되는유목의비효

율과 역할 축소의 정보가 제시되므로 유목이‘감소했’을 것이

다. 따라서 diminished가적절하다. increased는‘증가했다’

는뜻이다.

(C) 앞문장에서유목이쇠퇴했다는정보가제시되므로이어지

는문장의 (C)는농업이‘주된’활동으로떠올랐다는내용이자

연스럽다. 따라서 primary가적절하다. secondary는‘이차적

인[부차적인]’이라는뜻이다.

● Game became scarcer and more elusive [while {the

human competition for dwindling resources} grew

more intense].
➞ [ ]로표시된부분은‘~하는동안[사이]’이라는뜻의시

간을나타내는접속사 while이유도하는절이다. { }로

표시된부분은그절의주어이며, 주어의핵은competition

이다.

● [It provided fewer calories per unit of land than

farming] and was increasingly restricted to areas

{otherwise unsuitable for cultivation}.
➞대명사 It은앞에놓인herding을대신한다. [ ]로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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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my가전체문장의주어이며 agreed가동사이다.

● She reported having thought to herself, “Well, if I’m

this close I may as well take notes,” {which she had

done only occasionally before}.
➞ { }로 표시된 관계절에서 which는 의미상‘필기하는

것’을가리킨다.

➞ [ ]로표시된부분은때를나타내는절이다. it은형식상

의주어이고, to decide ~가내용상의주어이다.

44..
①

앞자리에앉는것의효과

수업시간에앞쪽더가까이앉는것의이점에대해회의

적이었던학생인 Amy는그것을한두번시도해보기로했다.

놀랍게도, 그녀는수업도중에졸음이오지않는다는사실을발

견했다. 그녀는“음, 내가이렇게가까이앉게되었으니필기를

하는것이낫겠다.”하고마음속으로생각하게되었다고말했는

데, 필기를하는일은전에는그녀가오직이따금씩하는일이었

다. 그녀가몇가지중요한요점을알아듣지못했을때, 그녀의

양쪽에앉은두번째줄동료학생들이그것을알아들었다는것

을발견했으며, 둘다그녀가노트에받아적지못한것을써넣

을수있도록기꺼이도와주려고했다. 두번째줄에앉는것을 2

주일동안시도한후에, 그녀는수업시간에질문을함으로써자

신을놀라게했다. 자신이학생이되는일에얼마나헌신적인지

에대해아직약간불확실하게느꼈지만, 그녀는앞쪽에앉는것

을계속하는것에의해잘못될일은없을거라는생각이들었다.

(A) 문맥상앞자리에앉았더니졸음이오지않았다고해야한

다. 그러므로 drowsy를써야한다. energetic은‘원기왕성한’

이라는뜻이다.  

(B) 옆에 앉은 학생들이 기꺼이 도와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willing을써야한다. reluctant는‘마지

못해하는’이라는뜻이다.  

(C) 교실앞쪽에앉는것을계속하는것이해로울것이없을것

이라는생각이들었다고해야한다. 그러므로 continuing을써

야한다. refuse는‘거절하다’라는뜻이다.

● Amy, [the student {who was skeptical about the

benefits of sitting closer to the front of class}],

agreed to try it once or twice.
➞Amy와 the student ~ of class는 서로 동격 관계이다.

{ }로표시된부분은 the student를수식하는관계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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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북극이남극보다더따뜻한이유

일반적으로남극의기온은북극보다평균 54°C가더낮

다. 그렇다면왜지구의최남단이최북단보다그토록훨씬더추

운가? 답은각지역의지형에있다. 북극은정의상해수면에위

치하고있지만, 즉고형의육지가없고겨울에는오직연속적인

얼음 형성물밖에 없지만, 남극은 해발 2,730미터에 위치하고

있다. 더높은곳은고도가낮은곳보다더추운데, 이는바닷물

이단열재로작용하여태양으로부터의열을붙잡아두어주변공

기를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북극은 오로지 바닷물뿐이기

때문에그것은(북극은) 고도가높고건조한남극보다더효율적

으로열을방출할(→보유할)수있다.

북극은고도가낮고, 열을효과적으로가두어둘수있는바닷물

로만구성되어있기때문에고도가높고육지가있는남극보다

상대적으로기온이높다는내용의글이다. ⑤의 release는북극

의기온이남극보다더높은이유를설명할수있도록‘열을보

유한다’는의미를형성하는 retain 정도로바꾸어야한다. 

● In general, temperatures at the South Pole average

54 °C lower than the North Pole. 
➞「비교급 형용사(̀lower)＋than」을 사용하여 남극과 북극

의기온을비교하고있다. 

● Higher elevations are colder than locations at low

altitudes, because seawater acts as an insulator,

[holding in heat from the sun] and [warming the air

around it]. 
➞「비교급형용사(̀colder)＋than」을사용하여고도가더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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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민생계보장을위한생물학적다양성의필요성

생물학적다양성의보호는자연자원(천연자원)을보존하

는목표만을지향하는것이아니다. 개발협력의주요강조점은

사람들의 생계를 보존하는 것에 두어진다. 생물학적 다양성에

가장의존하는사람들은시골의(농사짓는) 가난한사람들이다.

지역농업에서사용되는농장의동물품종과경작용식물의다

양성은그들의식량공급에필수적이며질병이나변화하는환경

조건에대한적응력은물론생산성을저해한다(̀→보장한다). 예

를 들면 손상되지 않은 생태계는 경작용 식물을 가루받이하는

것은물론깨끗한식수, 영양분이풍부한토양과산소를생산하

는환경적서비스의공급을보장한다. 그것(생태계)은모든인간

의삶을위한토대를형성한다. 숲과다른자연의생태계는야생

식물을채집하고동물을사냥할가능성을제공하며, 그로인해

많은농촌주민들에게주된보충식량원을제공하는데, 농작물

수확이빈약할때특히그러하다.

지역민들의생계보호를위해해당지역생태계에서식하는동

식물의생물학적다양성을보호해야한다는내용의글이다. 생

물학적다양성은식량생산과경작용작물의적응력에필수적이

라고했으므로③damages는 ensures 정도로바꾸어야한다. 

● It is the rural poor who are most dependent on

biological diversity. 
➞The rural poor are most dependent on biological

diversity.의문장에서주어인 The rural poor가강조되

어‘~인것은바로…이다’의의미를나타낸다. the rural

poor는poor people in rural areas의의미를나타낸다.

● Diversity of farm animal breeds and crop plants

{used in local agriculture} [is essential to their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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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and [ensures productivity as well as

adaptability to disease or changing environmental

conditions].
➞ { }로 표시된 부분은 Diversity of farm animal

breeds and crop plants를수식한다. 전체적으로 and에

의해 [ ]로표시된두개의서술부가연결되어병렬구조

를이루고있으며두번째절에서는「A as well as B」가

쓰여 두 개의 목적어(productivity, adaptability ~

conditions)를연결하며‘B는물론 A를’의의미를나타

내고있다.

77..
③

자유경쟁의효과

19세기자유주의의슬로건이었던자유경쟁은틀림없이

그것에유리하도록언급될것이많았다. 그것은국가의부(富)를

증대시켰고수공업에서기계산업으로의이행을가속화했다. 그

것은인위적인불공평함을없애는데도움이되었고재능있는

사람에게성공의길을열어준다는나폴레옹의이상을실현시켰

다. 하지만그것은한가지커다란불공평함을고쳐진(→개선되

지않은) 채로남겨두었는데, 바로같지않은재능에기인한불

공평함이다. 자유경쟁의세계에서조물주가정력적이고기민하

게만든사람은부유해지는반면, 갖고있는장점이경쟁력이떨

어지는사람은가난한채로남아있다. 그결과는온화하고관조

적인유형의사람은권력이없는상태로남아있고권력을얻는

사람은자기의성공은자신의능력때문이라고여긴다. 그래서

약자인사람은성공을가져오는그런종류의능력을지닌지지

자들이없는채로살아가게된다. 

19세기의자유주의가내세웠던자유경쟁은신분제도의부당함

을없애고능력이있는사람에게성공할수있는기회를주게한

긍정적인기여를한것은틀림없지만, 애초에각자다르게갖고

태어난능력자체로인해생기는불공평함은여전히문제로남

는다는 내용이므로, ③의 corrected(고쳐진)를 unremedied

(개선되지않은)로바꿔야한다.

● In a world of free competition the man [wh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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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곳이 더 춥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holding과

warming이이끄는두개의 [ ]는 and it holds in heat

from the sun and warms the air around it의의미를

나타내는분사구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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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has made energetic and astute] grows rich,

while the man [whose merits are of a less

competitive kind] remains poor.
➞ [ ]로표시된 whom과 whose가이끄는관계절은각각

앞에있는 the man을수식한다. 

문맥속문법성판단강

본문16쪽

정답②

해석여러 나라에서, 신문을 읽는 습관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감소해오고있으며이전에신문광고에쓰였던돈의일부가인

터넷으로 이동해왔다. 물론 신문 읽기의 이러한 일부 퇴조는

우리가 신문 읽기를 온라인으로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해왔다. 우리는 그날의 뉴스나 업계의 최신 뉴스, 혹은 연

예소식이나그어떤소식이든뉴욕타임즈, 가디언, 혹은세계

의 거의 어떤 다른 주요 신문의 웹사이트에서도 읽을 수 있다.

갈수록 더, 우리는 컴퓨터는 물론 이동통신 기기를 통해 무선

으로 이러한 기사를 접할 수 있다. 광고비는 이들 새로운 기술

로의이동로를그저따라가고있다.

Zoom In

88..
④

Bushmen 부족의공간활용

사람은사회적존재이다. 우리는사람이함께있음을고

맙게여긴다. 우리가다른사람의존재를얼마나물리적으로가

까이에서 용인하거나 즐기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어떤

조건하에서그러는지는문화마다상당히다르다. 세계에서인구

밀도가낮은지역인 Kalahari 사막에서, Kung Bushmen 부

족은혼잡한상황하에서살고있다. Bushman의캠프에서각

개인이가진평균공간은고작 188 평방피트로미국공중보건협

회가바람직한기준이라고여기는 1인당 350 평방피트보다훨

씬 작다. Bushman 캠프의 공간은 최대한의 접촉을 피하도록

(→보장하도록)배열되어있다. 전형적으로오두막들이아주가

까이있어서서로다른화덕주변에앉은사람들이일어서지않

아도물건들을앞뒤로건네줄수있다. 사막은공간이부족하지

않다. Bushmen은 좋아서 가까이 사는 것이고 생물학적인 스

트레스증상을보이지않는다. 

인구밀도가낮은사막에서 Bushman 부족은서로가까이오

두막을짓고살아서, 일어나지않고도물건을건네줄수있을정

도라는내용으로보아최대한의접촉을보장한다는맥락이므로,

④번의 avoid(피하다)를 ensure(보장하다)로바꿔야한다.

● [How physically close {we tolerate or enjoy the

presence of others}, for how long, and under what

conditions] vary noticeably from culture to culture.
➞ [ ]로표시된부분이주어이고, 동사가 vary이다. { }

로 표시된 부분이 for how long과 under what

conditions 뒤에서각각생략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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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③ 2. ④ 3. ② 4. ④

5. ③ 6. ⑤ 7. ② 8. ④

11..
③

오래된장비의폐기

새집에서는잔디깎는기계와동력사슬톱같은대형장

비를더이상가지고있을필요가없을지모른다. 기름이나가솔

린이들어있을가능성이있어서, 이런물건들을내다버리는것

은환경에해가될수있다. 게다가, 이런장비는상당히오랫동

안보관되어왔을가능성이있어서낡고더러울수있다. 시간을

들여이런물건들을깨끗이하고치워버릴적절한방법을찾는

것이환경에더안전하다. 전국에있는지방환경관서는주택

보유자들이 자신들의 오래된 가솔린 동력의 잔디 깎는 기계와

전기장비를주고보상판매형태로신품을구입할수있는프로

그램을마련해두고있다. 살고있는지역의고형폐기물 (처리)

관서나환경관서에연락하여이런프로그램에대해문의하라.

(A)‘더이상~ 아닌’이라는뜻을나타내는표현으로no longer

가적절하다. 이환경에서표현 any longer가사용될수있으려

면 any 앞에not과같은부정어가반드시수반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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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문장의주어인 this equipment는술어동사 store가나타

내는동작의행위자가아니라대상으로해석되므로수동태구조

가요구된다. 따라서 might 다음에 have been stored가동사

의적절한표현이다.

(C) to부정사구가앞에놓인 programs를수식하는구조인데,

to부정사(to trade in ~)의의미상의주어인 homeowners는

for로유도되어야한다. to부정사구가아닌완전한절의구조를

갖추었을때만 that이선택될수있다.

● [Taking the time {to clean these items} and {to find

a proper way to get rid of them}] is safer for the

environment.
➞ [ ]로 표시된 부분이 이 문장의 주어이고, 주어의 핵은

동명사 Taking이다. [ ] 안에서 { }로 표시된 두 개

의 to부정사구가병렬구조를이루고있다.

22..
④

야구선수에대한평가

우리가주의해야할점은특히큰경기에있어서우리의

기억에 의해 우리의 평가가 편견을 갖도록 하지 않는 것이다.

1993년에 Joe Carter는월드시리즈에서끝내기홈런으로토

론토 Blue Jays가우승하게했고그것을잊을사람은거의없

을것이다. 그는선수경력내내많은홈런을쳤는데, 홈런 396

개로역대홈런순위 45위였고그것이우리가그를아주훌륭한

선수라고기억하는경향이있는이유이다. 하지만사실 Carter

는아주평균적인선수였다. 홈런을치지않을때그는아웃을

많이 당했다. 리그 평균인 67%와 비교해서 그가 타석에 나간

경우의거의 70%가자기팀의아웃을가져왔다. 팬으로서우리

는홈런을기억하는것이쉽다. 아웃당하는것이가장흔한결

과인경기에서아웃은우리의기억에남지않는다. 

(A)「let＋목적어＋원형부정사」구문으로be가어법에맞다. 

(B) which가‘그는선수경력내내많은홈런을쳤다’는앞문

장의내용을가리키고, 그래서우리가그를훌륭한선수로기억

하게된다는결과가이어지므로, why가어법에맞다. 

(C) 목적어를설명하는보어이므로형용사인easy가어법에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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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fans, we find it easy [to remember the home

runs].
➞ it은형식상의목적어이고 to remember로시작하는 [ ]

로표시된부분이내용상의목적어이다.

● In a game [where an out is the most common

outcome], outs do not stick in our memories.
➞ [ ] 부분은앞에있는 a game을수식하는관계절이다.

33..
②

사회적지위에따른지리적공간점유의차이

주거위치는가치의위계를보여준다. 집에서작업을하

는장소는지하실에눈에띄지않는곳에있듯이, 도시에서산업

및상업시설은물가를따라나있고개인주택은위신있게높

은곳에올라가있다. 부유하고권력있는사람들은특권이없는

사람들보다더많은부동산을소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그들

은또한더많은시각적공간을내려다보는위치도차지한다. 그

들의지위는자신들의주거지의우월한위치에의해외부인들에

게분명해지고자신들의주거지에서부자들은창밖을내다보며

자기발아래세상을볼때마다삶에서자신의지위에대해안심

을한다. 모든일이그렇듯이예외가있다. 잘알려진것은리오

데자네이로인데거기서고급고층건물은해변의편리함과매

력을추구하는반면에, 가난한사람들의집은비탈진산경사면

에들러붙어있다.  

(A)「As ~, so …」는‘~와마찬가지로…하다’라는의미이고,

As 다음에 문장이 왔듯이, so 다음에도 문장을 만들어주는

hugs가어법에맞다.

(B) made 다음에목적어가될수있는명사가없으므로수동

형을 만드는 is가 어법에 맞다. The superior location of

their residence makes their status evident to outsiders.

라는능동형을수동형으로바꾼것이다.

(C)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왔으므로 관계대명사 which는 올

수없고접속사while이와야한다.

● ~ and from their residence the rich are reassure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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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position in life each time they look out the

window and see the world at their feet.
➞ each time은‘~할 때마다’라는 의미로 접속사 역할을

한다.

[ ]로표시된부분은「with＋명사＋분사」의형태로부수

적인 상황을 나타내는데, and the concept changes

over time의의미이다.  

● It is also recognized [that, because of communication

technology, it is possible to have access to different

cultures and landscapes without requiring physical

mobility].
➞ [ ]로표시된부분은문장전체의내용상의주어이며, It

은형식상의주어이다. [ ] 안에서도 it은형식상의주어

이고, to have ~가내용상의주어에해당한다.

44..
④

인간경험의필수불가결한구성요소로서의여행

이동의한형태로여행은인간경험의필수불가결한하

나의구성요소이다. 여가와오락분야에서사용되는많은상이

한여행의개념들이있는데, 그개념은시간이흐르면서변화한

다. 1990년이후로여행의개념은사회학과인문지리에서점차

적으로중요해졌다. 이동능력의상이한수준은여행소비에있

어뚜렷이구별되는문화적차이를가져왔다. 또한통신기술로

인해물리적인이동을필요로하지않고다양한문화와자연경

관에접근하는것이가능하다고인식되고있다. 대신에, 가상이

동과여행은오락활동의한형태로서, 그리고방문객유치를추

구하는장소들의홍보수단으로서중요성이커지고있다. 그럼

에도불구하고여행서비스의소비는그것이담겨있는사회적,

경제적관계로부터분리될수없다. 

시대에 따라 여행의 개념은 다양하게 변해왔지만 인간 경험의

한요소임에는변화가없다는내용의글이다. (A)는 a number

of different conceptions of travel을수식하는어구를이끄

는분사인데목적어를수반하지않으면서‘~에서사용되는’의

의미를나타내므로 used를써야한다. (B)는수반하는어구가절

이 아니라 구(̀communication technology)에 해당하므로

because of를 써야 한다. (C)는 이어지는 절에서 in the

social and economic relations를 대신하므로 in which를

써야한다.

● There are a number of different conceptions of travel

[used in the leisure and recreation fields], [with the

concept changing over time]. 
➞첫 번째 [ ]로 표시된 부분은 a number of different

conceptions of travel을 수식하는 분사구이고, 두 번째

정답

소재

해석

55..
③

다리마비의심리적치료

나는마비된다리로인해병원에입원하여몇달을보낸

어린소녀를본적이있다. 최후의수단으로그녀의부모는심리

학자를불렀는데, 그다음날에그녀는걷게되었다. 그녀는감

추어져있었던문제에대한실마리를제공한자신의그림에관

한이야기를나에게들려주었다. 그녀는자신이성장하면서골

격이너무커져서전문발레댄서가될수없게되었기때문에

죄책감을느꼈다. 그녀의가족은그녀의발레레슨에아주많은

것을투자했으며, 그녀의찬란한미래를기대했다. 그심리학자

는그녀가발전시킬수있는다른많은재능들을볼수있게도

와주었고, 전문적인발레를배우는것을중단하는것에대해아

무런변명도할필요가없다는것을알게해주었다. 그녀는침

대에서나와걸었다. 마비는실재하는것이었으나, 그해결방법

은의학적인것이아니었다. 그녀를낫게해준것은바로무의

식적인갈등에대한인식이었다.

글의흐름상, 그녀의가족은그녀의발레레슨에아주많은것을

투자했으며, 그녀의찬란한미래를기대했다고해야한다. Her

family가 주어이므로, 밑줄 친 ③의 was expected를 had

expected로고쳐써야한다.

①과거시점까지의상황을나타내는과거완료형을쓴것이다. 

②「feel＋형용사」는‘~하게느끼다’라는뜻이다. 

④paralysis가단수이므로소유격 its를쓴것이다. 

⑤「It was ~ that …」강조구문으로이루어진문장이다. 

정답

소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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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⑤

창꼬치증후군

어떤문제에접근할때마다, 우리는참신한해결책을생

각해내는능력을제한하는가정에집중하지만, 날카로운생각을

지닌사람들은항상그가정들을인지하고항상즐거운마음으

로그것들에맞선다. 창꼬치와관련된이야기가있다. 창꼬치가

수족관에넣어졌는데, 그수족관에는수족관을분할하는유리로

된칸막이가있었다. 창꼬치가있는곳으로부터맞은편반쪽에

는많은작은물고기들이있었다. 그창꼬치는되풀이하여그물

고기들을잡아먹으려고했으나, 매번 유리칸막이에 부딪쳤다.

그칸막이는마침내제거되었으나, 창꼬치는그작은물고기들

을공격하지않았다. 그것은작은물고기들을잡아먹으려고하

는것은부질없고고통스러운일이라는사실을학습하게되어,

시도를멈춘것이다. 우리는흔히초기의경험이우리로하여금

비슷하지만다른상황에대해잘못된생각을갖도록조건화시키

는‘창꼬치증후군’으로인해고통을당한다.

⑤뒤에문장의기본요소를모두갖춘절이왔으므로관계부사

where나 in which를써야한다. 여기서 where는 and there

의뜻이다.

①주어인brilliant thinkers가복수이므로 are를쓴것은적절

하다.

② 이야기를 수식하는 수동의 뜻을 나타내는 과거분사 told를

쓴것은적절하다.

정답

소재

해석

77..
②

실험의변인해석

실험에서, 우리는 다양한 조건 사이의 전반적인 차이에

관심이있다. 무작위로혼자배정된참가자가두명내지네명

의방관자집단으로배정된참가자들보다더신속하게피해자를

돕는다는것을알게되었다고생각해보라. 방관자의수가돕는

속도에영향을미쳤다고결론을내리기전에, 우리는먼저이차

이가‘진짜’인지 아니면 그저‘우연한’발견인지 물어야 한다.

우리의데이터는각조건에서사람들의특정한표집에만근거하

고있기때문에, 다른표집을측정했을때유사한결과가나왔을

것이라는점을우리가어떻게알겠는가? 어쩌면, 우리가측정한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뽑혀 나온 모(母)집단을 충실히 대표하지

않았을지도모른다. 어쩌면, 무작위배정에도불구하고, 혼자배

정된참가자는다른조건의참가자들보다훨씬더이타적인성

품을가졌을지모르고, 이것이바로그들이더신속하게도왔던

까닭일지모른다.

②에서 상위절의 술어동사 ask는 사실(fact)이나 명제를 유도

하는 that절이아니라질문을나타내는간접의문문을목적어로

선택한다. 따라서 that은 if로교체되어야한다.

정답

소재

해석

③「try to＋동사`원형」을 써서‘~하려고 하다’라는 뜻을 표현

한것이다.

④동사 stop은 to부정사와동명사중동명사만을목적어로취

한다.

● The pike tried repeatedly to eat the fish but each

time hit the glass screen.
➞ tried와 hit가둘다주어인The pike에이어지는문장구

조이다.

● It had learned [that trying to eat the little fish was

useless and painful], so it stopped trying.
➞ that 이하의 [ ]로표시된부분은 had learned의목적어

이다. 동사 stop은 to부정사와동명사중동명사만을목적

어로취하므로, stopped 다음에 trying을쓴것이다. 

● She felt guilty [because she was growing too big-

boned to be able to become a professional ballet

dancer].
➞ [ ]로표시된절안에‘너무~해서…`할수없는’이라는

뜻의「too ~ to …」구문이사용되었다. too 다음에는형

용사나부사가오고 to 다음에는동사원형이온다.

● It was the recognition of the unconscious conflict

that cured her.
➞「It is[was] ~ that …」강조구문으로이루어진문장이다.

강조하고싶은부분을~에쓰고나머지부분을 …`에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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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that절안에서주어의핵이 participants이고이와호응하는

술어동사는 help인데, 주어의핵과수일치를이루고있으므로

적절한형태이다.

③과거시점을기준으로한가상의(hypothetical) 조건을나타

내는표현으로적절하다.

④관계대명사 which의선행사는 the populations이고, 관계

절안에서전치사 from의목적어역할을한다.

⑤대명사 those는앞에언급된복수형태의명사 participants

가반복사용될때그것을대신할수있다.

88..
④

밀로의비너스상

아마도, 세계에서가장잘알려진조각상은사랑과미의

여신비너스의조각상일터인데, 이는그리스의 Melos 섬에서

발견되었다. 그것은‘밀로의비너스’라불린다. 정면에서볼수

는없지만, 그녀는완벽한그리스인의코를가지고있다. 조각가

가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몇몇 사람들은 Praxiteles의 제자

중한명이만들었을것이라고생각한다. 이비너스는팔이없지

만, 많은사람들은그녀가두팔이실제로있었을때팔이무엇

을했을지상상해보고자했다. 몇몇은그녀가무릎위에청동방

패를들고있으면서자기자신을보기위해그것의환하게닦인

표면을들여다보고있었다고말한다. 그 당시사람들은유리거

울이없었다. 그들의거울은빛나는금속으로만들어졌다. 다른

사람들은그녀가창을들고있었거나혹은아무것도들고있지

않았을수도있다고말하지만, 아무도확신할수없다.

④에서 to부정사구에포함된 see의목적어가주어 she와같은

대상일때이목적어는재귀대명사형태로표현되어야한다. 따

라서목적어의적절한형태는her가아니라herself이다.

① 관계대명사 which는 선행사에 추가의 정보를 제공하는 비

제한적용법의관계절을유도할수있다.

②과거의사실에대한강한추측은 must have p.p.의형태로

표현된다.

③ 동사 had가 나타내는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 그 동사 앞에

did를더할수있다.

⑤이문장의possibly는절전체를수식하는부사이다.

정답

소재

해석

주제추론강

본문26쪽

정답②

해석 100미터와 10,000미터 경주에서 모두 동일하게 잘 겨

루는육상선수를찾기가왜어려운것일까? 주된이유는우리

의근육이지근섬유와속근섬유라고불리는두주된유형의근

섬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근섬유는 반복되는 수축을

유지할수있지만신체에빠른힘을많이만들어내지않는섬

유 세포이다. 그것들은 느리고 지속적인 근육 활동을 필요로

하는장거리달리기와같은지구력운동을할때기능을더잘

한다. 속근섬유는 지근섬유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수축할 수

있지만훨씬쉽게지치는세포이므로역도나단거리육상과같

은강렬한활동에서의짧은힘의폭발에가장잘기능한다.

Zoom In

1. ② 2. ② 3. ① 4. ⑤

5. ④ 6. ① 7. ⑤ 8. ②

11..
②

공유자산관리에대한여러지역에서의성과

사람들의무지한행동이환경에끼칠수있는피해에주

의를 환기시켰던 Garrett Hardin은 공동으로 관리되는 모든

형태의재산은시간이지나면필연적으로가치가떨어진다고주

장했다. 그러나우리는도리어적절한상황속에서많은사람이

효과적으로조직화하여자연환경을보호하는것을발견하게된

다. 스위스에서와같이, 어떤기관은수세기에걸쳐 (공유자산

관리에대한) 이력을지속적으로기록해왔다. 네팔에서와같이,

다른기관은극단적인갈등과무장폭력의상황속에서도산림

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었다.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공유하는규범과규칙을발전시키는것이공유자산

의효과적인관리의목적을달성하는데결정적이다. 서로다른

환경과문화속에서현지의집단들이상당한토착지식을이용

하여이(공유재산의효과적인관리)를행할수있는믿을수없

이다양한방법을발전시켜왔다.

정답

소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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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②

차작(借作)의윤리적문제

모든저자들이자기공동집필자를자신들의책에서인

정하지는 않는다. Sarah Walker의 The Promise of an

American Life가좋은사례이다. 그녀의(책의) 속표지나판권

면어디에도 Walker 외에그누구도그녀의이야기를썼다는

암시가없다. 하지만오늘날의기술적인진보에의한정보망으

로그녀가이야기쓰는것을 Anna Vincent가도왔다는것이

널리알려지게되었다. 공동집필자가보이지않기때문에이것

은차작(借作)이라고불리는것인데, 그것은윤리적인문제를몇

가지제기한다. 이것은저자가어떤다른사람이한일에대해서

(그 사람 대신에) 공적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므로

표절인것인가? 그리고우리가원저자인지를신뢰할수없다면

그내용은신뢰할수있는가? 사실그것이사실이아닐수도있

정답

소재

자연환경과같은공유자산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한노력

이여러지역에서성과를거두었다는내용이기때문에, 글의주

제로②‘공유자산관리의성공’이가장적절하다. 

①생활조건을개선해야할필요성

③문화적갈등과긴장의방지

④인간과자연관계의진화

⑤역사적인사건을해석하는적절한방법

● But we have found, on the contrary, that under

appropriate conditions many people do organize

effectively [to protect natural environments].
➞ do가사용되면서동사 organize의의미를강조하고있다.

[ ]로표시된부정사구가결과를나타낸다.

● [Developing shared norms and rules {that are

considered reasonable and fair}] is crucial for

achieving effective management of common

property.
➞ [ ]로표시된동명사구가전체문장의주어역할을한다.

이 [ ]에서 { }로 표시된 관계절이 shared norms

and rules를수식한다.

는데(일관성있는책을쓸수없을수도있는데) 그회고록집필

자가일관성있는책을쓸수있다는그회고록집필자에대한

잘못된이미지를그것이암시하기도한다.

저자가공동집필자를밝히지않아공동집필자가보이지않는

글인 ghostwriting, 즉 차작(借作)의의미를알려주고차작이

제기하는몇가지윤리적인문제(표절의문제, 내용의신뢰성문

제, 회고록집필자에대한잘못된이미지제공의문제)를제시하

고있으므로, 이 글의주제로가장적절한것은②‘차작(借作)

과(그것에) 관련된윤리적문제’이다.

①기술이쓰기에미치는영향

③쓰기에서표절을피하는효과적인방법

④저자와등장인물사이의관계

⑤에세이쓰기에서일관성의중요성

● [Nowhere on her title page or copyright page] is

there a suggestion [that anyone but Walker wrote

her story].
➞부정어 nowhere를포함한부사구 [ ]가문장앞으로나

가강조되어 is가 there 앞으로도치되었다. 두번째 [ ]

는 a suggestion과동격관계이고그속의 but은‘~ 이외

에, ~을제외하고’라는의미이다. 

● Is this plagiarism, [suggesting that the writer is

taking credit for work {done by someone else}]?
➞ [ ]로표시된부분은분사구문으로 suggesting 이하의

분사구문의의미상의주어는 this이다. { }로표시된부

분은앞의work을수식하고있다.해석

33..
①

기술이생산비용과공급에미치는영향

우리는새로운생산기술의엄청난급증을지금까지경

험해보지않았다. 전 세계에서새롭고더효율적인기술이그

어느가능한판매가격으로라도더많은제품을제조하는것을

가능하게만들고있다. 새롭고더강력한컴퓨터가생산비용을

줄이고모든종류의상품과서비스의공급을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이제는 컴퓨터가 소의 젖을 짜고 있다. 컴퓨터가 젖소를

정답

소재

해석



55..
④

성표시어휘의사용에의한성차별

여성영웅이나연기자를가리키는 heroine과 executrix

의 사용은 Douglas Hofstadter가 의미의“비탈길”이라고 명

명한것을예시한다. Metamagical Themas라는자신의책에

서, Hofstadter는비탈길이어떻게작용하는지도해를이용하

여보여준다. 예를들어, 삼각형이영웅이라는개념을나타낸다

고해보자. 이삼각형의밑각에 heroine이라는낱말이있는데,

이낱말은여자영웅을나타낸다. 다른밑각에 hero라는낱말이

정답

소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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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⑤

보안시스템내의신뢰받는사람들

모든 보안 시스템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예외 없이

‘신뢰받는사람들’을 필요로하는데, 이런 사람들이반드시 신

뢰할만하지는않다. 여러분의현관문자물쇠를설치하는사람

이자명하듯이신뢰받는사람이다. 여러분은그사람을신뢰할

수밖에없지만, 그는자신을위해여러분열쇠의복사본을만들

수있고, 여러분은전혀눈치채지못할것이다. 환자의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병원의 보안 시스템 안에서는 의사들이

정답

소재

해석

착유구역으로입장시키고나서레이저를가동시켜착유컵을제

자리로안내한다. 낙농업자들이더이상아침 5시반에깨어날

필요가없고, 젖소는낮이나밤이나그들이내킬때는언제든지

착유된다. 이 기술이미국전역으로퍼져나감에따라더많은

판매용 우유를 다양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우유의공급이증가할것이다.

새로운생산기술의폭발적증가로인해새롭고더효율적인기

술개발이가능해졌고이러한기술이상품과서비스의생산비

용을낮추고공급을늘린다는내용의글이므로, 이글의주제로

가장적절한것은①‘기술적진보의경제적영향’이다.

②새로운기술을맹신하는것의위험성

③착유와저장분야에서의최근의진보

④생산비용과가격사이의관계

⑤유제품의생산비용에영향을미치는요인

● Never have we experienced such an explosion of

new production techniques.
➞부정어 never가문장앞으로나가강조되면서 have가주

어we 앞으로도치되었다. 

● Throughout the world, new and more efficient

technology is making it possible [to manufacture

more products at any possible selling price].
➞ it이형식상의목적어로사용되었고 [ ]로표시된부분이

내용상의목적어이다.

신뢰받는다. 그들은환자의사적인치료전력(前歷)을알아야한

다. 다른신뢰받는사람들은감시카메라를바라보는경비요원,

주차위반딱지를끊는사람, 항공사수하물검사원, 세관검사

관, 도움을찾는긴급한요청에대응하는경찰관이다. 우리가좋

아할필요는없지만, 우리는이런사람들을신뢰할수밖에없다.

그들이없다면, 시스템은(제대로) 기능하지않을것이다.

보안시스템이제대로기능하기위해서는그시스템을운영하는

사람, 즉신뢰받는사람들(trusted people)이반드시필요하다

는내용의글이므로, 이글의주제로가장적절한것은⑤‘모든

보안시스템내에서신뢰받는사람들의필요성’이다. 

①정부기관내의강화된보안의이점

②신뢰할만한사람들에게공통적인성격의특성

③보안강화에있어서신뢰받는사람들의부정적인역할

④기술을통해보안시스템을혁신하려는시도

● Every security system, without exception, needs

trusted people to function, [though these people are

not necessarily trustworthy].
➞ though는‘비록 ~이지만’의 의미를 가진 절을 이끈다.

not necessarily는‘반드시 ~인 것은 아닌’이라는 의미

이다.

● In a hospital security system [designed to protect

patient privacy], doctors are trusted.
➞ [ ]는앞의a hospital security system을수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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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낱말은남자영웅을나타낸다. 그리고꼭대기에총칭

의낱말 hero가또있으면서, 밑각의두낱말을포괄한다. 하지

만꼭대기의 hero와한밑각의 hero가이름이같기때문에, 이

들각각의의미가삼각형의한변, 즉비탈길을따라왔다갔다

한다. 두 의미가 뒤섞여 서로를 병합한다. 이 둘이 비탈길에서

붙어버린다. 그리고 다른 밑각의 heroine은 그 결속으로부터

떨어져있게된다.

이글은성표시어휘가얼마나쉽게성차별적으로사용되는지

보여주기위해, 성을표시하는어휘쌍에서남성을가리키는낱

말과총칭의같은낱말이여성을가리키는낱말과달리의미상

서로병합된다는사실을삼각형도해와“비탈길”을이용하여설

명하는것을소개하고있다. 따라서글의주제로④‘성표시용

어의사용에의한차별’이가장적절하다.

①서로다른말투

②언어형태의의미변화

③다중언어사회의언어정책

⑤사업상교신에서의어휘의중요성

● [The use of heroine and executrix as referring to a

hero or executor {who is female}] illustrates [what

Douglas Hofstadter calls “the slippery slope” of

meaning].
➞첫번째 [ ]로표시된명사구가문장의주어역할을한다.

이 [ ] 내에서 { }로 표시된 관계절이 a hero or

executor를수식한다. 두 번째 [ ]로표시된부분은선

행사가 포함된 관계절을 나타내는데, 동사 illustrates의

목적어역할을한다.

● [At one base angle of this triangle] is [the word

heroine], representing the female heroic person.
➞첫번째 [ ]로표시된전치사구가원래의위치에서문두

로옮겨졌다. 두번째 [ ]로표시된명사구가주어로서동

사 is와 도치되었는데, 이 명사구가 또한 분사 구문

representing the female heroic person의의미상의주

어로이해된다.

66..
①

규칙적일상의가치

사람들은규칙적일상의행동이즉흥성이나창의성을손

상시킬수있다는믿음때문에규칙적일상을도입하는생각에

때로반대하는데, 배우자와의주기적인데이트와같은대인관

계적관행이나그림그리기와같은예술적관행에관해서는특

히그렇다. 그러나체육관에서운동을하는것이든, 가족과시간

을보내는것이든, 또는즐거움을위해독서를하는것이든지활

동들을 규칙적 일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흔히 그것들을

행하지 않으며 즉흥적이기보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다른사람들의요구에) 반응적이된다. 대체로구조화된일상생

활에서우리는물론하루의매시간을어디에쓸지설명할필요

가없다. 그래서즉흥적인행동을위한시간을남겨둘수있다.

더중요한것은, 즉흥적인것을규칙적일상에통합시킬수있는

데, 예를들면일상적으로하던데이트를위해어디로갈지를즉

흥적으로결정하는것과같은것이다. 가장창의적인사람들은

그들이따르는규칙적인일상이있다. 역설적이게도그규칙적

일상이그들을자유롭게하여창의적이고즉흥적이되게한다. 

우리는일상에서규칙적으로행하는활동들이창의성과즉흥적

인것과거리가멀다는이유로새로운규칙적인활동을시작하

는것을꺼려하는경향이있다. 그러나필자는오히려이러한규

칙적인활동들이우리에게창의적이고즉흥적이될수있는여

유로움을제공하므로일상의규칙적인활동들에창의성을통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①

‘일상의 규칙적 활동의 필요성과 긍정적 역할’이 가장 적절

하다.

②생활에서창의적활동의중요성

③대인관계에있어서즉흥성의필요성

④창의성을증진하기위한예술활동의역할

⑤현대사회에서자유의가치

● ~ we certainly don’t need to [have {each hour of the

day} accounted for] and can thus leave time for

spontaneous behavi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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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⑤

자신의신체에대한이미지

많은사람이자신의신체에대한명확한이미지가부족

하여자기자신을잘돌보지않는다. 여러분은사람들이자기자

신의신체에대해상당히정확히알고있을것이라생각할것이

다. 결국우리의신체에대해누가우리자신보다더익숙하겠는

가? 매일우리는목욕이나몸단장을하며말할수없을만큼많

은시간을신체로부터메시지를받으며보낸다. 그러나못보고

지나치는곳또한있어서우리의신체이미지는현실과일치하

기보다그저현실에가까워지는것이다. 주요요인은우리의신

체가계속변하고있고신체이미지를최근것으로하는데시간

상의차이가존재한다는것이다. 얼굴의주름, 숱이줄어드는머

리, 또는 처지는허리살을잘인식하지못하는나이들어가는

남자처럼 우리 개개인은 얼마간 오래된 이전의 신체 이미지에

매달리는경향이있다.

우리의 신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우리의몸을보고가꾸면서도그것에대한정확한이미지

를갖지못하고대략적이미지를가지고있다고필자는주장한

다. 따라서이글의주제는⑤‘우리의신체이미지를정확히파

악하는데있어서의어려움’이가장적절하다.  

①건강에대한위험요소를방지하기위한실질적방법

②정확한신체이미지를만들기위한사진기법

③정신건강을유지하기위한효과적인전략

④건강관리산업과다른산업간의차이점

● But we have blind spots as well, [so that our body

image only approximates rather than coincides with

reality]. 
➞ [ ] 안의 so that 구문은결과의부사절로‘그결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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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의동사 have는 each hour of the day를목적어

로 취하고 accounted for는 목적어의 보어로 쓰이고 있

다. 목적어와보어가의미상수동관계에있으므로과거분

사(accounted)를사용하고있다.

다’의 의미로 해석한다. reality는 approximates와

coincides with에공통으로걸리는목적어이다.

● Each of us tends to hold on to more or less outdated

body images, such as [the aging man {who has

difficulty recognizing the wrinkles in his face, his

thinning hair, or his sagging waistline}].
➞관계대명사 who가 이끄는 관계절 { }가 선행사 the

aging man을수식한다.

88..
②

반복의기능과목적

우리가무엇을생각하고어떻게생각하는가가전적으로

어떤하나의정보원에의해결정될수는없다. 그럼에도불구하

고이념적인주제의순전한반복이개인과집단의의식깊은곳

에생각을전달한다. 예를들어상업광고의광고주들은그러한

반복에의존한다. 광고사업의주요목표중의하나는최대의설

득효과를얻으면서비용을낭비하지않도록메시지반복의최

적의빈도수를결정하는것이다. 광고주들의동기와는매우다

른동기를가진교사, 부모, 그리고여타의사람들역시자신들

의목표를이루기위해서주요정보의반복에의존한다. 예를들

어유명한미국어린이TV 프로그램인 Sesame Street의제작

자들은알파벳과다른기본적인수업을가르치기위해서끊임없

는반복을사용한다. 그목적은잠재적소비자, 학생, 아이들, 그

누구든지간에, 그들이기억해주기를바라는정보를그인간대

상들에게넘치도록제공하는것이다.

메시지의반복은의식깊은곳에생각을전달하고설득하는역

할을하는데, 특히상업광고나설득의목적을가진많은사람들

이메시지를반복하는방법을사용한다고서술하고있다. 따라

서이글의주제는②‘인간의마음을조절하는반복의역할’이

가장적절하다.

①TV 상업광고의중요한요소들

③다양한목표집단에대한다양한판매방식

④정보원이의사결정과정에미치는영향

⑤현대사회의정보기술의복잡성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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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of the primary objectives of the advertising

business is to determine the optimum frequency of

message repetition so as not to waste money while

achieving the maximum persuasive impact. 
➞ so as not to는‘~하지않도록’의의미이다.

● Teachers, parents, and others with motives [that are

quite different from advertisers’ (motives)] also

depend on repetition of key information to achieve

their goals. 
➞ [ ]로 표시된 부분은 선행사 motives를 수식해주는 관

계절이다.

● The idea is to saturate your human subjects—

potential consumers, students, children, whomever

—with information [you want them to retain]. 
➞ [ ]로 표시된 부분은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관계절로 선

행사 information을수식한다.

요지추론강

본문32쪽

정답①

해석비록칭찬은아이들이어떤활동을어른이지켜보는동안

에계속하도록고무시킬수있지만, 최근연구에따르면아이들

은그어른이없을때그활동을지속하거나미래에반복할가

능성이 더 적어진다고 한다.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아이들의

전념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은 아이들이 중요한 어른들

로부터 미래에 언어적으로‘맛있는 것’을 얻는 방법을 찾도록

부추긴다. 다시 말해서, 칭찬은 케이크 한 가운데에 있는 커다

Zoom In

란 분홍빛 당의 장미와 같다. 그것은 매력적이며 처음 깨물어

먹었을때그것의달콤함은정말맛이기가막히다. 두어번더

깨물어 먹을 때 그것은 여전히 맛이 좋겠지만 금방 너무 달게

된다. 그것은단지하나의단순한맛이난다. 우리는곧그것에

싫증이나며, 우리가어느때라도한번에너무많이먹으면가

볍게 아플지도 모른다. 그것은 다소의 신속한 에너지를 공급할

지는모르나아무런영양도주지않으며성장이나건강에보탬

을주지않는다.

1. ⑤ 2. ② 3. ⑤ 4. ③

5. ③ 6. ② 7. ① 8. ④

9. ② 10. ④ 11. ② 12. ⑤

11..
⑤

의료보급불균형으로인한문제

전세계의의료, 의사, 의약의보급이고르지못하기때

문에, 예방할수있고치료가가능한여러질병들이치료되지못

하고있다. 국가의국민평균수명이 30대일때에, 흔한의학적

인문제를치료하기위한의학적도움을받지못한다는것을알

게된다. 예를들어, 콜레라와같은수인성질병에의해발생하

는설사병으로인한탈수, 비타민A 결핍으로인해발생하는시

력상실, 감염된모기에의해야기되는말라리아나그밖의예방

가능한질병들은오늘날의세계에서질병으로인한불필요한고

통들이다. 하지만 Global South(저개발국혹은개발도상국)에

속한많은나라들은 1인당의사수가극히적다. 예를들어, 말

라위에서는인구 10만명당한명의의사가존재하며, 에티오

피아와니제르에서는국민10만명당세명의의사가존재하며,

말리에서는국민 10만명당네명의의사가존재한다. 이러한

나라들의 몇 안 되는 의사들은 주로 도시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

저개발국혹은개발도상국의예를들어의료보급의불균형으로

인해막을수있는질병의치료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사실

을설명하고있다. 이러한글의요지로가장적절한것은⑤이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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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example, {dehydration from diarrhea caused by

water-borne diseases such as cholera, blindness

caused by vitamin A deficiency, malaria caused by

infected mosquitoes, and other preventable diseases}

are unnecessary afflictions in today’s world.
➞ { }로표시된부분이전체문장의주어이며 are가동사

이다. caused by ~가뒤에서앞에있는명사를각각수식

한다.

22..
②

필기에의존하는현대인의경향

현대사회에서사람들이기억해야할수많은자료를고

려하면, 일정량의필기를하거나정보를책에담아두는일은피

할수없다. 그러나기억하는일에서멀어지고자하는경향이눈

에띨정도를넘어커지고있다. 뭔가를적는것이우리의기억

력을감소시킨다는사실은우리자신을통해쉽게그리고가장

잘알수있지만, 몇 가지전형적인사례가 (이에대한이해에)

도움을줄것이다. 일상적사례가상점에서일어난다. 오늘날점

원은두세가지물품의단순합산을암산으로하는일이좀처럼

없을것이며, 그보다는곧바로계산기를사용할것이다. 교실이

또다른예를제공한다. 교사들은강의의모든문장을주의깊게

받아쓰는학생들이최소한핵심적인것을이해하고따라서기억

하는, 자신의능력을신뢰한학생들이이해하고기억한것보다

더적게이해하고기억할것이라는것을알아차릴수있다.

현대인들은기억하고싶은것을적어놓음으로써그정보를‘소

유’하려하며결국우리의머릿속에서는그정보를잃게된다는

내용이다. 글의요지로는②‘필기는우리의기억력을감소시킨

다.’가적절하다.  

● [Considering the multitude of data {that people in

our contemporary society need to remember}], a

certain amount of notetaking and information

deposited in books is unavoidable.

정답

소재

해석

➞Considering은‘~을고려하면’의의미를나타내고, that

절 { }는 the multitude of data를수식하는관계절이

다. deposited in books는 수식어구로 information을

꾸며주고있다. 

● Teachers can observe [that the students {who

carefully write down every sentence of the lecture}

will understand and remember less than the students

{who trusted their capacity to understand and,

hence, remember at least the essentials}].
➞ [ ]로 표시된 that절이 동사 observe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 ] 내에서 { }로표시된두개의관계절이각각

앞에오는 the students를수식하고있다. 두번째 { }에

서 understand와 remember가 and로 연결되면서 to부

정사구를이루고있다.

33..
⑤

목재이용시환경에미치는부정적영향

목재는 환경 친화적이라고 널리 인정받고 있는 자재이

다. 그것은시멘트나벽돌대신, 집을지을때하나의대체재(代

替財)로서오랫동안환영받아왔다. 그러나목재와같은특정한

자재의 다른 것들보다 뛰어난 상대적인 장점을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쉬운일이아니다. 마호가니와티크를포함하여많은종

의나무들이이제멸종위기에놓여있고, 특히, 열대우림의삼

림벌채는지역사회뿐만아니라토착식물과야생동물에도심

각한영향을미쳤다. 목재가채취되고세상을반이나가로질러

운반되는경우, 관련에너지비용이증가하게되어, 환경에부정

적인영향을미친다. 게다가나무가내화성(耐火性)과내충성(耐

蟲性)을향상시키기위해화학물질로약품처리되는경우, 건강

에유익한목재의성질은손상된다. 

목재는환경친화적인장점을가지고있어서집을짓는재료로

널리환영받아왔으나삼림벌채와목재운반시의문제점등으

로환경에좋지못한영향도미치게된다는내용이다. 요지로는

⑤가적절하다.   

● [Many species of tree are now endangered, i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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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ogany and teak], and [deforestation, particularly

in tropical rainforests, has had a severe impact {both

on local communities and on indigenous plants and

wildlife}]. 
➞ [ ]로표시된두개의절이 and로연결되어있으며 { }

로표시된부분에서「both A and B」는‘A와B 둘다’를

뜻한다. 

German labor force.
➞This standard는 앞 문장에 언급된 주당 35시간 근무를

의미한다. 

● And so, after nearly one hundred years of

simultaneous decline, the U.S. workweek has

remained flat, or perhaps even increased, over the

last half century, while in Europe it persists in its

sweet decline. 
➞ simultaneous decline의의미상의주어는‘미국과유럽

의주당근무시간’이다.  

55..
③

시장경쟁력을갖춘상품

과거에집착하는것의위험성에대해업계언론에서많

은과장이있고, 그것들의대부분은정당화된다. 그러나더나은

상품과회사를만드는것에대한그모든흥분은우리가대부분

의새로운아이디어는나쁘고대부분의오래된아이디어는좋다

는사실을잊어버리게할수있다. 결국, 그것은다윈설이예측

한것이다. 새로운상품과회사의실패율은오래된것보다상당

히높다. 매년수백개의새로운장난감이소개되지만, 대부분은

실패작이다. 심지어한동안매우유행하는장난감들조차도무대

에서사라지는반면 Play-Doh는살아남는다. 만약광고에진

실이존재한다면‘혁신하지않으면소멸한다’라는선전문구는

‘혁신하면소멸한다’로대체되어야할것이다. 유효성이증명된

것은대체로새롭고개선된것을이긴다.     

신제품이나신생기업이경쟁에서살아남을것처럼과장되지만,

실제로는기존에시장을오랫동안점유한제품이성공한다는내

용의글이기때문에③‘새로운혁신제품은기존의정평있는

제품보다시장에서실패할확률이훨씬더높다.’가글의요지로

가장적절하다.

① 다윈의 이론은 어떤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할지를 예측하는

데에이용될수있다. 

②앞으로시간이가면서어떤장난감이유행할지를예측하기란

어렵다.

④ 회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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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③

유럽노동조합의노력

유럽에서근무시간의감소추세는잠시도주춤했던적이

거의없었다. 미국과는다르게유럽의노동조합은전후시대내

내근무시간단축문제를그들의의제의최우선순위에두었다.

경제위기가왔을때노동자는더오래근무하라는압력에투쟁

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1980년대의연이은격렬한파업

을통해독일의대형노동조합인 IG Metall의회원은주당 35

시간근무계약을얻어냈다. 이기준은독일의노동계에퍼질것

으로예상된다. 그리하여거의백년동안 (양쪽모두) 동시다발

적으로감소한후에, 유럽에서는기분좋은감소가지속된반면,

지난반세기내내, 미국의주당근무시간은변함이없거나, 어쩌

면오히려증가하였다. 

유럽의노동조합이근무시간단축을최우선과제로지정하여파

업과같은활동을통해근무시간을단축해왔다는내용의글이기

때문에③‘노동조합과사주(社主) 간의격렬한싸움의결과유

럽인들은이제더적은시간을근무한다.’가글의요지로가장

적절하다. 

①경제적으로어려운시기에는더오랜시간을일하라는많은

압력이노동자들에게가해진다.

②유럽에서의상황과는대조적으로미국의주당근무시간은계

속줄어왔다. 

④미국인들은유럽인들에비해열심히일한다. 

⑤유럽방식의노동조합이없기에미국의주당근무시간은계

속늘어날것이다. 

● This standard is expected to spread through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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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명품의특허기간내상업화가능성

1960년대에나는한고객이화학반응폭발로작동되는

레이저에대한아주광범위한특허권을취득하도록도와주었다.

우리는이특허권으로아주기뻤다. 하지만그것은그당시로서

는너무발전된것이었기에그것의배경이되었던기술은 Star

Wars의 방어 활동과 관련하여 이제야 막 시행되고 있는 중이

다. 불행하게도, 그사이에그특허권은만료되었다. 컴퓨터마

우스와롤러블레이드스케이트도마찬가지인데, 컴퓨터마우스

특허권은그개념이인기를얻기직전인 1980년에만료되었고,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 특허권은 롤러블레이드 열풍이 시작되

기직전인 1985년에만료되었다. 한조사가전화, 라디오, 식기

세척기, 컬러텔레비전, 전자레인지, VCR, 컴퓨터, 휴대전화같

은주요혁신제품이미국전체세대의 25%에의해소유되는

데 평균 11.4년이 걸렸다는 것을 알아냈다. 교훈은? 여러분이

훌륭한발명품을갖고있다고해도그것이 17년의특허기간안

에상업적으로실행될수있는지를확인하라. 

발명품이아무리뛰어나도특허기간이지난후에상업화가되

면소용이없기때문에특허기간내에발명품이상업화될수있

는지따져보아야한다는내용의글이므로, 필자가주장하는바

로가장적절한것은①이다.

*스타워즈계획 (Star Wars (Project))

1983년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추진한 전략방위구상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으로적이발사한탄도미

PartⅠⅠ유형편

18 EBS 수능특강영어영역 형

정답

66..
②

자신이한일을과대평가하는경향

한유명한연구에서배우자들은“비율로따질때집을깔

끔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기여를 얼마나 많이 했는

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들은 또한“쓰레기 내다 버리기,”

“사회활동시작하기”등에대해서비슷한질문에대답했다. 스

스로추정한기여도의합이 100퍼센트가될것인가, 아니면더

많을것같은가, 아니면더적을것같은가? 예상한대로, 스스로

평가한 기여도의 합은 100퍼센트가 넘었다. 설명은 간단한데,

양쪽배우자가모두자신의개인적노력과기여를상대방의그

것들보다훨씬더분명하게기억하기때문이다. 그편향이반드

시자기잇속만차리는것은아닌데, 더 바람직한결과에대한

기여도보다는정도가더작았지만배우자들은싸움을유발하는

것에대한자신들의원인제공도또한과대평가했다. 그와똑같

은편향때문에팀에서공동으로일하는많은구성원은자신의

몫이상을해왔다고느끼고또한나머지사람들이자신의개인

적기여에대해제대로고마워하지않는다고느끼는것을흔히

보게된다.

진실과상관없이사람들은상대방에비해자신의기여도가훨씬

더높다고생각한다는연구결과를통해‘사람들은자신이한일

을과대평가하는경향이있다.’라는글의요지를추론할수있다.

해야만한다. 

⑤성공한회사들은새로운제품을개발하는대신계속수익을

얻어온제품을시장에내놓는다.

● But all the excitement about building better products

and companies can make us forget [that most new

ideas are bad and most old ideas are good].
➞ [ ]로표시된부분은동사 forget의목적어이다. 

● Even toys [that are wildly popular for a while], fade

from the scene, while Play-Doh persists.
➞ [ ]로표시된관계절은앞에있는 toys를수식하고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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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ame bias contributes to the common

observation [that many members of a collaborative

team {feel they have done more than their share}

and {also feel that the others are not adequately

grateful for their individual contributions}]. 
➞ that절 [ ]는 observation과동격을이루고있다. 접속

사 and에의해연결된두개의 { }가 many members

of a collaborative team을공통의주어로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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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험의주체라는점에있어서그런사람들과같은동물들

이더적은내재적가치를가지고있다는관점을이성적으로뒷

받침할수없다. 내재적인가치를가진모든것은, 그들이인간

이라는동물이든지아니든지간에, 그것을동등하게지니고있

는것이다. 

인간이이성이나지적능력이있기때문에동물보다더많은내

재적가치를가지고있다는관점은지적능력이떨어지는사람

들의경우를생각해볼때근거가부족하다고필자는말하고있

다. 따라서④‘동물의내재적가치가인간보다더적다는생각

은버려야한다.’가필자의주장으로가장적절하다.

● But it is not true [that such humans—the retarded

child, for example, or the mentally handicapped—

have less inherent value than you or I]. 
➞형식상의 주어 it이 [ ]로 표시된 부분의 that절을 대신

하고있다. 

● Neither, then, can we rationally sustain the view

[that animals like them in being the experiencing

subjects of a life have less inherent value]. 
➞이문장의neither와같은부정어구가문장의첫머리로이동

하면조동사 can은주어인we의앞으로그자리를옮겨도

치구문을만든다. [ ]로표시된부분은앞의명사인 view

와동격관계이다. that이이끄는절을동격으로삼는명사

는 view외에도 fact, hope, belief, idea, news 등이

있다.

88..
④

동물의내재적가치

아마도어떤사람들은동물들이얼마간의내재적가치를

지니고있지만, 우리가가진것보다는그저적을것이라고말할

것이다. 그러나이러한관점을옹호하려는시도는이성적인타

당한근거가결여된것으로보일수있다. 우리가동물보다더

많은내재적인가치를가지고있다는것의근거는무엇일까? 동

물의 이성이나 자율성, 혹은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일까?

우리가 (동물과) 유사하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기꺼이같은판단을내리는경우에한해서는(그럴수있을것이

다). 그러나 예를 들어, 정신 지체아라든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사람들과같은그러한사람들이여러분이나나보다내재적

가치가더적다는것은사실이아니다. 그러면우리는또한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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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②

문화적취향에있어서의세대차이

미디어문화는아이들이부모와별개의관심을발전시키

는것을가능하게한다. 내가부모들로부터들었던가장큰불평

은그들의자녀들이 그들이‘쓰레기’라고생각하는 음악, 영화

또는텔레비전프로그램을좋아하고따라서해로운결말을맞지

않을수없다는것이다. 부모들이여자신에게귀를기울여보아

라. 이것은정확히여러분의부모가여러분이좋아했던음악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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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을우주배치레이더와레이저로탐지하여요격하는것

에관한연구계획

● However, it was so advanced at the time that the

technology behind it is just now being implemented

in connection with the Star Wars defense effort. 
➞「so ~ that …」은‘매우 ~해서 …하다’라는 의미이다.

「be＋being＋과거분사」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는 수동태

로서‘~되고있다’라는의미이다.

● The same goes for the computer mouse, [the patent

for which expired in 1980, just before the concept

became popular], and the rollerblade skates, [the

patent for which expired in 1985, just before the

rollerblade craze started].
➞ the computer mouse와 the rollerblade skates가 and

로 연결되어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 ]로 표시된 첫

번째 부분은 부가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관계절이고, the

patent for which는 and the patent for it(= the

computer mouse)으로 생각할 수 있다. [ ]로 표시된

두번째부분도부가적인정보를나타내는관계절이고, the

patent for which는 and the patent for them(= the

rollerblade skates)으로생각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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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말했던것이아닌가? 그것은또한양방향으로작동한다.

어렸을때나는나의부모가들었던음악을싫어했다. 내가십대

일 때에 Elvis와 Neil Diamond가 너무 시시해서 나는 자주

어떻게나의부모님이그점을보지못하는지의아해했다. 여러

분의자녀들이자기가좋아하는것을즐기도록하라. 비록여러

분의취향때문에비판을받았지만여러분은잘못자라지않았

다. 따라서여러분이자녀들에게자신이좋아하는것을즐기도

록한다고해서무슨일이일어나겠는가?

이글은자신의자녀가‘쓰레기’라고여길만한대중문화를좋

아하는것처럼보이지만부모들역시어렸을때자신의부모가

보기에똑같았으며자녀들도부모의취향을좋아하지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이글의주장으로②가가장적절하다.

● The biggest complaint I have heard from parents is

[that their children {like music, movies, or television

programs that they consider to be “junk,”} and

{therefore must have harmful consequences}].
➞ [ ]로표시된 that절이동사 is의보어역할을한다. [ ]

안에서두서술어 { }가 and에의해결합되어있다. 조

동사 must는‘~함에틀림이없다’는뜻으로확신을나타

낸다.

● Elvis and Neil Diamond were so uncool when I was

a teenager [that I often wondered {how my parents

couldn’t see that}].
➞「so ~ that …」구문은‘너무 ~해서 …하다’는 뜻이다.

[ ]로표시된 that절이결과를나타내는데, 이 [ ] 안에

{ }로표시된 how절이동사wondered의목적어로사

용되었다. 동사 see의 목적어 that은 Elvis와 Neil

Diamond가너무시시했다는것을의미한다.

것이 (시로서) 기능하는지확인하는것을명심하는것이중요하

다. 시가 운율, 각운, 두운, 그리고 다른장치를 통해서 어떻게

소리패턴을만들었는지, 또는그림을보는듯한생생한묘사가

이미지를통해서어떻게형성되었는지, 또는 (재치있는) 말장난

을 통해서 의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시에

대한이해뿐아니라다른종류의즐거움도더할수있다. 하지만

시가특징을찾아내는것, 예를들어 (시의) 부분을명명하기위

해은유와직유를찾아내는것을위한구실로서만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런종류의활동후에수업이똑같은특징혹은주제

를가진또다른글로옮겨가면서시는흔히조각난채남겨진

다. 어떤형태의분석이든지그후에는그시의소리와이미지가

어떻게 서로 들어맞는지를 통찰한 다음에 그 소리와 이미지를

새롭게음미하면서그시를소리내어다시읽는것이습관이되

어야한다.

시수업에서시의형식적특징을학습하기위해시를분석할수

는있지만, 분석활동후에는반드시낭독하면서시의아름다움

을감상해야한다는내용의글이므로, 필자가주장하는바로가

장적절한것은④이다. 

● Poems can be taken apart from time to time, like any

well-made objects, but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o put them back together properly at the end and

check that they still work].
➞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로 표시된 부분이 내용상의

주어이다. put과 check은병렬구조를이루고있다.

● [Looking at {how a poem has built up sound

patterns through rhythm, rhyme, alliteration, and

other devices}, or {how word pictures have been

built up through images}, or {meanings made

through wordplay}], can add a different sort of

enjoyment as well as understanding of poems.
➞ [ ]로 표시된 동명사구가 문장의 주어이고 뒤에 동사

can add가이어지고있다. { }로표시된부분세개는

or로 이어져서 Looking at의 목적어로 쓰였고, 세 번째

{ }로표시된부분은원래 how meanings have been

made through wordplay에서 두 번째 { }로 표시된

부분과의공통부분이생략된형태이다.

1100..
④

시분석후시수업방법

시는그어떤잘만들어진물건과마찬가지로가끔분해

될수있지만, 마지막에는그것을제대로다시합쳐서여전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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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⑤

넓은범위의즐거움으로서의먹는즐거움

먹는즐거움은단순한미식가의즐거움이아니라‘넓은

범위의’즐거움이어야한다. 자신의채소가자란텃밭을알고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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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인고용증진을위한조치

영국은노인들이노동시장에더많이참여하는것을권

장하기위해이미올바른방향으로많은중요한조치들을취해

왔다. 예를들면, 고용연금부는노인노동자들을다루는일련의

조치와프로그램을소개해왔다. 비록이러한노력들이연령차

별문제를해결하려는데있어최고의실천방안을촉진시키고

고용에서의 연령의 다양화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긴 했지

만, 노인들이계속활동하도록하기위한장려책을강화하기위

해, 나이많은노인노동자의보유와고용을장려하기위해, 그

리고그들의취직능력을증진시키기위해서는보다더많은것

이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복지제도에포함되어있는노동장

려책을강화하기위한대책뿐만아니라수요측면에서의조치를

아우를포괄적인전략이요구된다. 또한, 더좋은그리고더유

연한근무환경을촉진하는것이일과관련된건강상의문제를

줄임으로써근로수명을연장시키는데필수적이다.

필자는영국이노인들의고용문제를해결하기위해많은일을

해왔지만그들의고용증진을위해보다더많은조치를취해야

한다고말하고있다. 따라서②‘노인고용증진을위해추가적

인조치가필요하다.’가필자의주장으로가장적절하다.

● ~, more needs to be done to strengthen incentives

[for older people to remain active], to encourage

retention and hiring of older workers and to

improve their employability. 
➞ to strengthen, to encourage와 to improve가병렬구

조를이루고있다. [ ]로표시된부분에서 to remain의

의미상의주어는older peopl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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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이건강하다는것을아는사람들은자라나는농작물의아름

다움을기억할것이다. 그런기억은음식과연관되고먹는즐거

움중하나이다. 텃밭의건강함을아는것이먹는이를안심시키

고자유롭게하며편안하게한다. 육류를먹는것도마찬가지다.

건강한초원에대한생각과만족하여풀을뜯는송아지에대한

생각이스테이크의풍미를더해준다. 어떤사람들은여러분이

(그것이) 살아오는동안내내알아온(우리와) 같은동물을먹는

다는것을잔인하다고또는그보다더나쁜일이라고생각하리

라는것을나는안다. 이와반대로나는그것이여러분이이해심

을가지고그리고감사하는마음으로먹는다는것을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먹는즐거움의상당한부분은음식의출처가되는생

명체와세상에대한한사람의정확한인식인것이다.

오로지음식의맛만을추구하기보다는음식의출처를인식하고

그인식이음식에맛을더해주는넓은범위의(extensive) 즐거

움으로서의먹는즐거움을추구해야한다는내용의글이므로, 필

자가주장하는바로가장적절한것은⑤이다. 

● People [who know the garden {in which their

vegetables have grown} and know that the garden is

healthy] will remember the beauty of the growing

plants.
➞ [ ]로 표시된 관계절이 People을 수식하고 있고 { }

로표시된관계절은 the garden을수식한다. 전체문장의

동사는will remember이다.

● Some, I know, will think it bloodthirsty or worse [to

eat a fellow creature {(which) you have known all

its life}].
➞ it은형식상의목적어이고 [ ]로표시된부분이내용상의

목적어이다. which가생략된 { }로표시된관계절이 a

fellow creature를수식하고있다. I know는삽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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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타인과의관계에거리를두기위해화를내거나싸움을

건다는내용으로, 이를반영한제목은②‘거리감을두기위해

분노이용하기’가가장적절하다.

①분노는자연스러운감정이다

③여러분의상대와잘지내는방법

④분노가당신을다스리기전에분노를다스려라!

⑤왜사람들은혼잡해지는것을좋아하지않을까

● When he calls later, you tell him you think [it is

better if you take a few days off from seeing each

other since you are not getting along]. 
➞ [ ]로표시된부분은동사 think의목적어이다. since 이

하는 [ ] 안에서이유를나타내는절을이끌고있다.

22..
④

뉴스배경화면의영향력

우리는시각적자극의세계에살고있고, 늘함께하는배

경화면이있는텔레비전뉴스는우리가정치지도자를보는방

식을변화시켰다. Roger Masters는정치지도자에관한텔레

비전보도의배경화면역할을하는동영상이나사진을설명하

기위해‘시각적인용’이라는 용어를도입하였다. 시청자가정

치지도자에관한TV 보도를‘볼’때, 시청자의관심은말로언

급되는내용보다는시각적인이미지에더많이끌리게된다. 많

은뉴스시청자가짧은동영상은진짜이야기의배경에불과하

다고 가정하지만 사실은 그 동영상이 사람들의 의식과 기억의

전면을차지한다. 예전에시민들은팸플릿이나신문에노출됨으

로써정치뉴스를알게되었다. 예전에정보는말로우리에게전

달되었지만지금은화상이미지를통해전달된다.  

TV 뉴스보도의배경화면이말로전달되는뉴스내용보다시

청자의관심을더끌어서오히려의식과기억의전면을차지한

다는내용이므로, 제목으로는④‘시각이미지가언어로전달되

는내용보다더영향력이크다’가적절하다.

①이이미지는진짜인가가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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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40쪽

정답③

해석 1990년대초반에노르웨이는에너지에서나오는배기가

스에 대한 탄소세를 도입했고, 그것은 정말 환경적인 혁신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이 이 접근법을 전 세계

적으로 적용하려고 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유

럽연합이 회원국들의 판매세가 복잡하고 수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조정하려고했을때극심한어려움들을겪었다는것을우

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배기가스에 대한 국제적인 세금

에 동의하는 것도 악명 높게 어려웠다. 게다가, 비록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덴마크가 1990년대에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

을 가까스로 결정했지만, 그들은 노르웨이와 또는 그들 서로

간에 접근 방법들을 맞추지 못했다. 그렇게 비슷한 국가들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세계의 나머지 훨씬 더 다양한 나라

들과그렇게할가망은거의없다.

Zoom In

제목추론강

1. ② 2. ④ 3. ⑤ 4. ④

5. ④ 6. ② 7. ③ 8. ②

11..
②

화를내는이유

어떤사람들은자기자신과다른사람간의거리를두기

위해화를내거나싸움을시작한다. 여러분과여러분의상대가

엄청난양의시간을함께보내오고있다고해보자. 여러분은다

소귀찮아지고, 억압되었다고느끼기시작하고있다. 자신에게

이것을인정하고, 상대방에게여러분이약간의거리가필요하다

고 설명하는 것 대신, 여러분은 싸움을 시작하거나, 그가 했던

약간의사소한일때문에그에게화를낸다. 그런식으로여러분

은떠날때정당하다고느낀다. 나중에그가전화를하면, 여러

분은그에게여러분이잘지내고있지못하기때문에며칠동안

서로만나지않는것이더낫다고생각한다고말한다. 실제로는,

여러분이줄곧거리를원했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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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자연에서의경쟁대(對) 협동

● In a brain-scanning experiment, some scientists

found [that when humans cooperated with each

other, their brains lit up in the same neighborhoods

{that come to life when we win a prize, or eat a

piece of chocolate cake}`─`̀the inner reward circuitry

{that responds to dopamine and provides that glow

of pleasure}].
➞접속사인 that이이끄는 [ ] 부분이 found의목적절이다.

첫 번째 { } 부분은 관계절로 앞에 있는 the same

neighborhoods를수식한다. 두번째 { }로표시된부

분은 the inner reward circuitry를수식하는관계절이고,

the inner reward circuitry는 the same neighborhoods

와동격관계이다.

33..
⑤

기쁨의원천이되는협동

많은이들이인간의협동을기본적으로학습에의해터

득된행동이라고여겨왔지만, 최근의증거는협동은생물학적인

근원또한있을것이라는점을보여준다. 어느뇌정밀검사실험

에서일부과학자들은사람이서로협력할때그들의뇌가, 상을

받았을때나초콜릿케이크한조각을먹을때생기를띠게되는

바로그부위, 즉도파민에반응하고고조되는기쁨을제공하는

내부의보상회로에서밝아진다는것을알았다. 바꿔말하면, 우

리는그것이우리를기분좋게만들어주기때문에협력하는것

이다. 그리고몇몇연구자들은그것이협동하고자하는충동이

어떤면에서는그저인간안에내재되어있다는것을의미할수

도있다고추측한다. 아마우리의옛조상들은큰사냥감을사냥

하거나더영양가있는음식을찾거나더똑똑한아이를키우기

위해서로도울필요가있었을것이다. 하나의팀으로일하는것

을성공적으로배운이들이생존의우위를가졌을것이다.   

사람이다른사람과협동해서일할때기쁨을느끼는뇌의부위

가밝아진다는연구결과를보여주면서, 사람이협력하는이유

는그것이기쁨을주기때문이라고말하고있으므로, 제목으로

는⑤‘협동: 인간기쁨의내적원천’이적절하다.

①호르몬은어떻게행동에영향을미치는가

②뇌를젊게유지해주는건강식

③협동의밝은면과어두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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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④

인터넷을이용한화물운송사업

대도시지역간에화물을운반하는장거리트럭운송은

더낮아진검색비용에서생기는향상된배차연결로이익을얻

고있다. 화물을운반한트럭은본거지로돌아가는여정에텅빈

차로가기보다는다른화물을찾을필요가있다. 이것은트럭운

전기사나화물운송회사사무실이전화를많이해봐야하는것

을의미했다. 이제는인터넷이트럭용량이나잠재적화물에대

한즉각적인정보를이용가능하게만든다. 사업가들이그정보

를제공하는패스워드로접속하는웹사이트를만들었고트럭운

전기사나운송할화물이있는회사들이월정액을내고그사이

트에가입할수있다. 이제트럭들이텅빈트레일러로본거지로

돌아갈필요가거의없어졌고 20% 혹은그것을초과하는생산

성증가가보고되고있다. 

인터넷사이트가트럭운송서비스제공자와운송할화물을가

진사람사이를신속하게연결시켜줌으로써트럭운송업의생산

성이향상되었다는내용이므로, 제목으로는④‘인터넷이화물

운송시장을재탄생시켰다’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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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적인이미지대(對) 개인적자아

③정확성: 보도기사의힘

⑤더많은사람들이신문보다는온라인으로뉴스를얻는다

● Roger Masters introduced the term visual quotes to

describe the video clips or photographs [that serve as

background to television stories about political

leaders].
➞ that이 이끄는 [ ] 부분은 관계절로, 앞에 있는 the

video clips or photographs를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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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트럭운송산업이불경기에빠지다

②고객을위해보장된안전운송

③좋은트럭으로당신의트럭운송사업을향상시켜라

⑤화물운송회사, 요금을올리기전에비용을줄여라

● Now, the Internet makes available instant

information on truck capabilities and potential loads.
➞ available은 목적어를 설명하는 형용사인데, 목적어인

instant information on truck capabilities and

potential loads가너무길어서뒤로보낸형태이다.

55..
④

느리게변화하는인간의생리기능

우리의기원이래로우리주변세상속의빠른변화때문

에우리인간은살아있는시대착오적인존재이다. 지난 150년

간우리세상은급격히변화했다. 그에반해서, 인간의생리기

능은생성되는데수백만년이걸렸고 15만년동안많이변하

지않았다. 여러분의신체는완벽한상태일지라도‘과거’에서의

성공을위해설계되어있다. 그것은더는존재하지않는세상에

대한반응으로진화한구식생체기계이다. 컴퓨터의 (정보) 처

리속도가거의 24개월마다두배가되는세상속에우리가살

고있지만, 인간의정보처리는지난 15만년동안사실상확대

되지는않았다. 우리의생리기능은분명히시대에뒤쳐져있다. 

이글의요지는급속도로변화하는세상과는달리인간의생리

기능은사실상변하지않았다는것이므로, 이를반영한제목은

④‘매우빠른세상에서느리게작동하는살아있는기계’가가

장적절하다.

①속도가비행기를공중에계속떠있게하는것이다

②인간대컴퓨터: 어느것이‘더영리한’것인가?

③컴퓨터가정말우리의삶을편하게만드는가?

⑤과거: 미래를위한자원의보고(寶庫)

● It is an antique biological machine [that evolv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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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to a world {that no longer exists}]. 
➞ [ ]로표시된관계절은 an antique biological machine

을수식하고있고, { }로표시된관계절은 a world를수

식하고있다. 

● Although we live in a world [in which computer

processing speed doubles roughly every twenty-

four months],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has

not expanded substantially over the past 150,000

years. 
➞ [ ]로 표시된 관계절은 a world를 수식하고 있고,

「every＋숫자＋복수명사」는‘~마다’의의미이다.

66..
②

새물건이가져오는잔물결효과

우리는새것을손에넣으면서기뻐하지만프랑스의철학

자Denis Diderot가기술한, 이에따른잔물결효과를거의고

려하지않는다. Regrets on Parting with My Old Dressing

Gown이라는수필에서그는아름다운주홍색실내복을선물로

받고헌실내복을이내버리는것에대해글을썼다. 그러나주

위가이제낡고새옷의화려함에어울리지않는다고깨닫기시

작하면서, 그의 기쁨이 시들해졌다. Juliet Schor가 설명하듯

이, 그사람은자신의서재, 책상, 의자그리고방의책장까지도

불만스러워 하게 되었다. 익숙하지만 낡아빠진 서재의 가구가

하나하나 교체되었다. 결국, Diderot는 새로운 주변의 멋들어

진격식속에서‘모든다른것으로하여금자신의고상한품격

에일치하기를강요하는, 이압도적인주홍색실내복’이한일을

후회하면서불편하게앉아있는자신을깨닫게되었다. 

새물건이생기면이물건으로인해주변의모든다른물건을대

체하게 되어 결국 후회한다는(regretting the work of this

‘overbearing scarlet robe that forced everything else to

conform with its own elegant tone’) 내용으로보아, 글의

제목으로②‘새실내복이항상좋은것은아니다’가가장적절

하다.

①어떻게취향이변할수있는가

③살돈이없는것은사지마라

④소중히간직한기억을불러일으키는헌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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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이것이서재에가구를비치하는방법이다

● We delight in acquiring new things, but seldom do

we consider the resulting ripple effect described by

the French philosopher, Denis Diderot.
➞‘좀처럼~ 않는’이라는뜻의 seldom이절앞으로나가면

서「조동사`＋주어＋동사」의 형태가 쓰였다. the French

philosopher와Denis Diderot는서로동격이다.

● In the end, Diderot found himself seated

uncomfortably in the stylish formality of his new

surroundings, [regretting the work of this

‘overbearing scarlet robe that forced everything else

to conform with its own elegant tone].’
➞ seated가 목적어 himself의 보어로 사용되었다. [ ]로

표시된분사구문이동시에일어나는상황을기술하고있다. 

77..
③

약으로쓰인파리의유충

파리는고기냄새에아주민감하다. 많은암컷파리들이

자기새끼를위한먹이를공급하기위하여고기위에알을낳는

것을 좋아한다. 많은 사람이 부상당한 과거의 전쟁 중에, 모든

부상당한 병사를 찾아내어 의사에게 데려가는 데에 여러 날이

걸릴수있었다. 그 병사들이바깥에누워있었기때문에가끔

의사들은상처안쪽에서구더기를발견했다. 시간이조금지난

뒤에, 의사들은상처에구더기가생긴병사들이그렇지않았던

병사들보다더빠르게회복한다는것을알아차렸다. 그들은무

슨일이일어나고있는지조사하였고구더기가오직죽은살만

을먹어서, 상처를깨끗이하는데에도움이된다는것을알아냈

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더기는 알란토인이라고 불리는 화학

물질을만들어냈고, 그것이상처가빨리낫도록도왔다. 핸드로

션, 방취제, 치약그리고비누의성분목록을살펴보라. 여러분

의집에는알란토인이있는가?

파리의 유충인 구더기가 부상당한 병사들의 상처를 낫게 하는

데긍정적으로작용했다는내용으로글의제목으로는③‘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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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위해쓰이는구더기’가적절하다. 

①파리를제거하는방법

②파리의번식장소

④파리의높은번식률

⑤파리의생활주기와발육시기

*알란토인(allantoin)은세포의활동을직간접적으로활성화

시키는등건강한피부세포의재생을촉진시켜주고, 손상되

지않은육아조직을재건하는역할을한다. 주로밀의싹, 컴

프리 뿌리, 상수리나무, 담배종자, 사탕무 등에서 추출하는

천연물질이다. 

● After some time, the doctors noticed [that the

soldiers {who had maggots in their wounds}

recovered faster than the soldiers {who did not}]. 
➞ that절 [ ]이동사 notice의목적어역할을하고있으며,

who가이끄는관계절이각각다른 the soldiers를수식하

고있다. 

● They studied [what was happening] and discovered

[that the maggots only ate the dead flesh, helping to

clean the wounds]. 
➞what절 [ ]와 that절 [ ]이 각각 동사 studied와

discovered의목적어역할을하고있다.

88..
②

통증을느끼지못하는질병

통증을느끼는능력없이태어난사람들은보통사람보

다더많은부상을당한다. 예를들어, 이런질병을가진어떤사

람들은 골절로 인한고통을 느낄 수 없기때문에 (통증 속에서

도) 부러진다리로걸으려노력한다. 다른사람들은자신도모르

게화상을입었다. 이와같은부상과관련된감염과손상은심각

한 장애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행히도, 우리 대다수는

통증을느끼는능력을지니고태어난다. 그래서우리는나중에

뼈가부러지면, 의사에게가서치료과정을시작할것이다. 난로

에닿게되면, 우리는더이상의피해를입기전에손을뗀다. 다

치고있는것혹은다쳤다는것을아는것은매우중요하다. 그

것은우리에게다치는것을멈추기위한어떤일련의조치를취

하게하고, 그것은우리가치료과정을시작하도록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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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을느끼지못하는질병을가진사람의예를들어우리몸의

통증을느끼는것이더큰위험을막아주는중요한요소임을설

명하고있다. 글의제목으로는②‘통증을느낄때감사하라’가

적절하다. 

①통증의근원을검사하라

③건강할때병원에가라

④가능한한신속하게통증을피하라

⑤부러진다리로라도걷도록노력하라

*흔히무통증병이라고알려진 CIPA의정식명칭은‘선천성

무통각증 및 무한증(congenital insensitivity to pain

with anhidrosis)’이다. 전세계적으로도매우드문질환중

하나이며, 유전자돌연변이때문에고통을뇌로전달하는신

경섬유가발달하지못해발생하는질환이다. 

● The infection and damage [associated with such

injuries] can lead to extreme disability and death. 
➞ [ ]로표시된부분은문장의주어인 The infection and

damage를수식하고있다. lead to는‘~을초래하다, ~로

이끌다’로해석한다. 

● It allows us to take some course of action to stop

being harmed, [which then allows us to start the

healing process].  
➞대명사 It은 앞 문장에 나온 Knowing that we are

being harmed or have been harmed를가리키며, 동사

allow 뒤에「목적어＋to do」의 순서가 이어지고 있다.

[ ]로 표시된 부분에서 관계대명사 which는 앞의 내용

즉, It allows us ~ stop being harmed를가리킨다.

본문46쪽

정답②

해석초급 생물 교과서는 눈을 카메라에 비유함으로써 지각이

무엇을수반하는지에대해잘못된인상을만들어내는데기여

하고 있다. 눈과 카메라가 어떤 공통점이라도 가지는 것은 단

지상(̀像)이형성되는물리적현상이라는관점에서만이다. 눈과

카메라 둘 다 외부 세계에서 들어온 빛줄기를 하나의 상으로

초점을맞추는렌즈를가지고있고, 둘다그상의초점과명도

를 조절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눈과 카메라 둘 다 그 상이

맺히는빛에민감한막(각각 망막과필름)을 가지고 있다. 하지

만, 상의 형성은 시력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일 뿐이다. 눈과

카메라사이의피상적인유사성은둘사이의훨씬더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데, 그 차이는 카메라는 단지 상

을기록할뿐이지만시각체계는그것을해석한다는것이다. 

Zoom In

빈칸채우기강

1. ⑤ 2. ③ 3. ④ 4. ⑤

5. ② 6. ④ 7. ③ 8. ①

9. ② 10. ① 11. ① 12. ④

11..
⑤

건설적비판의요건

우리는비판의주된목적이반대하는것이아니라건설

적인것, 즉무엇인가를바로잡는것이라는점을흔히잊어버린

다. 그러나일반적인비판은파괴적이다. 그것은아무에게도상

황을어떻게바로잡을지알도록해주지않고, 다만사람들을기

분나쁘게만들뿐이다. 우리모두에게는각기다른언어적스타

일과시각적스타일이있으며같은것을말하는데다른방법을

생각한다. 그러나구체적으로설명할수없다면, 어떤것도바로

잡기를시작하지않은것이다. 비판을받는사람이여러분이반

대하는 것을 바로잡는 방법을 알도록 도우려면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고왜그것이불만족스러운지명확히하라. 대다수사

람들은일반적으로비판에너무민감하여실제로는알지도못하

면서 단지 비판을 끝내기 위해서‘네, 알아요.’하고 말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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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확히무슨뜻인지에대한구체적인기술뿐아니라개선을

위한구체적인예도필수적인것이다.

이글의중심생각은비판은건설적이어야하고, 건설적비판은

‘구체적으로(̀specifically)’해야한다는것이다.

①문자[말] 그대로 ②공손히 ③일반적으로 ④다르게[같지

않게]

● To help the criticized person know how to fix what

you object to, define exactly [{what went wrong}

and {why it is unsatisfactory}].
➞ [ ]로표시된부분은동사 define의목적어역할을하는

데, 두 개의 wh절이 and로연결되어병렬구조를이루고

있다.

● [Specific examples for improvement {as well as

specific descriptions of exactly what you mean}] are

a must.
➞ [ ]로 표시된 부분이 이 문장의 주어이고, 주어의 핵은

examples이다. { }로표시된부분은추가의정보를제

공한다.

22..
③

침묵의효용

말하기의 반대는 언제 멈출지를 아는 것이다. 연사들은

흔히그점에문제가있다. 그들은말을멈추면자기들이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잊어버렸거나 놓쳐버린 것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한다. 정선된말이설득력있기는하지만침묵도그와동

일하게, 그리고 흔히 더 설득력 있다는 것을 깨닫기는 어렵다.

(이는) 청중에게멈춰서생각할기회를주기때문이아니라청중

이그렇게할수밖에없게만들기때문에설득력있다. 여러분이

메시지전달에치열하게매진하고있을때, 청중은그것을흡수

하느라바쁘고, 여러분은양측모두상당한속도로나아가고있

다. 그러므로그들에게여러분이방금말한것에대해생각해볼

수있는휴지기가주어지는것은매우유용하다. (이는) 일방적

인돌진(강연)으로부터한숨돌릴수있게하기위한것일뿐아

정답

소재

해석

니라여러분과함께달리는대신그들스스로생각할수있게하

기위해서이다. 

이글의중심생각은웅변(달변) 못지않게‘침묵(̀silence)’도청

중에게생각하게만든다는점에서강연에기여하는바가크다는

것이다.

①소리(소음)  ②부인(부정)  ④몸짓 ⑤정확도

● It’s difficult to realize [that {as eloquent as well-

chosen words are}, silence is equally, and often

more, eloquent].
➞ [ ]로 표시된 부분은 realize의 목적어이고, 그 안의

{ }는‘양보’를나타낸다.

● Eloquent not [because it gives the audience a chance

to stop and think] but [because it compels them to do

so].
➞‘이유’를나타내는 [ ]로표시된 두개의절이「not X

but Y(‘X가아니라 Y이다’)」의표현안에서병렬구조를

이루고있다. 

33..
④

우유부단함이야기하는부정적결과

나는 다른 어떤 시간을 허비하는 습관에 의해서보다도

우유부단함에의해서더많은시간이낭비되고, 더많은두통이

생겨나며, 더많은기회가상실된다고생각한다. 감자수확물을

분류하도록한남자를고용한농부에관한일화가있다. 할일은

큰감자들을한무더기에, 중간크기를다른한무더기에, 작은

것들을세번째무더기에놓는것이었다. 몇시간후에, 고용된

남자는그일을그만두기로결정했다. 그는마치그짧은시간에

체중이줄어든것처럼보였고, 마치하루종일도랑을파고있었

던것처럼그렇게땀을뻘뻘흘리고있었다. 농부는그일이그

에게너무힘든지물었다. “아니오. 하지만결정을내려야한다

는것이나를너무힘들게해요!”나는여러분에게이것을확실

하게말할것이다. 여러분은결정을내리지않는것보다실수를

하는것이훨씬더낫다. 나는 대부분의미루는버릇이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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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는것의두려움에기인한다고믿는다. 

결정을내리지못하고머뭇거리면여러가지문제들이생겨나고

기회를잃게된다는취지의글이다. 빈칸에는여러가지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을 나타내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데, the

decisions are killing me, not making decisions, the fear

of making a decision 등으로 보아 indecision(우유부단)이

가장적절하다.

①게으름②불신③조급함⑤무관심

● I think that more time is wasted, more headaches

(are) caused, and more opportunities (are) missed by

indecision than by any other time-consuming habit.
➞「more ~ than any other＋명사」의비교급표현은‘다른

어떤~보다도더’의의미이므로결국최상급과같은뜻을

표현한다. 

● The job was to place the large potatoes in one pile,

[the medium in another], and [the small in a third].
➞ 2개의 [ ]로표시된부분은각각 to place the medium

ones(= potatoes) in another pile, to place the small

ones in a third pile에서 반복되는 어구가 생략된 형태

이다. 

● He looked [as if he had lost weight in that short

time], and was as sweating as if he’d been digging

ditches all day. 
➞ as if는‘마치 ~한것처럼’의의미를나타내는절을이끈

다. as if가이끄는절에 ‘had p.p.’가쓰이면주절의동사

가기술하는일보다더먼저일어난일을나타낸다. 「as ~

as if …」는‘마치…인것처럼그렇게~하다’의뜻이다.

44..
⑤

처음에집중력을발휘해서좋은습관들이기

시작할때조금만집중을하면그이후에는많은시간과

노력을아낄수있다. 일단 하나의일이습관이되면여러분은

거의더이상그것에대해생각할필요가없다. “내가욕조의물

을잠갔나?”혹은“내가문을잠갔나?”와같은그런사소한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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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이일들이습관적이되도록만듦으로써피할수있다. 내가

옷을입지않고집을나설가능성이없는것과같이문을잠갔는

지확인하지않고집을나설가능성이없다는것을나는알고있

다. 따라서여러분스스로가이모든사소한일들을한동안주의

력을갖고하도록만들라. 여러분이알기도전에그것들은습관

이될것이다. 나는그들의사업을거의자동적으로운영하도록

스스로를훈련시켰기때문에창의적인활동에그들시간의대부

분을투자할수있는많은성공한사람들을안다. 사소하지만필

요한반복적인잡일과의무사항이습관이된것이다.

처음에집중력을발휘하여좋은습관을들여놓으면이후에는크

게신경쓰지않아도자동적으로이루어진다는내용의글이다.

빈칸에는 좋은 습관을 배양하기 위한 방법을 나타내는 어구가

들어가야 하는데, do all these little things with attention

for a while, have trained themselves의 내용으로 보아

concentration(집중력)이가장적절하다.

①걱정 ②창의력 ③협력 ④시각화

● [Once a thing becomes a habit], you need hardly

think about it anymore.
➞ once가이끄는 [ ]는‘일단~하면’의의미를나타낸다.

hardly는‘거의~하지않다’의의미이므로문장전체를부

정적인의미로만든다.

● I know that it’s no more likely for me to leave my

house without checking [if the door is locked] than

it is (likely) for me to leave without my clothes on. 
➞「no more A than B」는‘B가아닌것과같이 A도아니

다’의의미를나타낸다. if가이끄는절 [ ]는‘~인지(아

닌지)’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checking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55..
②

진정으로직원을아껴준사업주

어떤소규모사업주가자기직원들에게의료보험급부금

을제공해줄능력이전혀없었다. 대부분의직원들은직업을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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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는자신의배우자를통해의료보험급부금을받을수있었

으므로, 일반적으로그것은문제가되지않았다. 그렇지만, 어느

해에그의가장생산적인직원들중두사람이생명을위협하는

질병에걸렸을때비극적인상황이발생했다. 한사람은심장마

비를일으켰고, 다른한사람은폐암에걸렸다. 분명히, 그들각

사람은일을중단해야만했다. 업무의생산성이사라지고사업

이타격을입는상황에서, 그는그직원들의월급중에서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액수만을 그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

다. 그해에사업은손실을보는상태로운영되었지만, 그두명

의사람들이생명을위협하는질병을이겨냈을때, 이익을훨씬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업주의 이야기를

그들이했을때에새롭게생겨난그들의충성심이일련의새로

운보상을가져왔다는것을그는알게되었다.

사업주가손실을감수하면서질병에걸린사원을도와주어사원

들로부터충성심을얻게되었고그결과새로운이익을얻게되

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②가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

하다.  

①신중하게생각하지않고행동하는

③의료법의혜택을받고싶어하는

④광고를위해언제돈을써야하는지정확하게아는

⑤사업경영의책임을지지않는

● With productivity gone and the business hurting,

he chose to give the employees the only portion of

their salary [he could afford].
➞「with＋명사`＋현재분사[과거분사]」구문은‘~이 …한 상

태로’라는 뜻이다. the only portion of their salary를

[ ]로표시한부분이뒤에서수식한다.

● The business operated at a loss that year, but when

the two individuals overcame their life-threatening

illnesses, he found [that their new-found loyalty

reaped a new set of rewards {as they told their

stories of a business owner who cares about much

more than a profit}].
➞ [ ]로표시된부분은동사 found의목적어이다. { }

로표시된 as 이하의절은때를나타내는절이다.

66..
④

이해의차이에서생기는분노

대부분의경우에, 분노는개인간의이해에있어서의차

이가특징이다. 한연구에서갈등을겪고있는참가자들에게자

신들의분노경험에대해설명해달라고요청했다. 분노한사람

들은자신의행동은정당화될수있지만상대편의행동이잘못

되었다고거의항상주장했다. 그들은가해자의행동을비이성

적이고, 임의적이고, 이기적인것으로묘사했다. 가해자는자신

의행동을전혀이런식으로보지않았으며, 자신의동기와행동

에대한합리적인설명을제공했다. 사건에대한서술이완전히

달랐다. 분노를경험했던사람들은상황을감안하지않고장기

적인맥락에서그사건을묘사했다. 가해자는일들에대해훨씬

더호의적인시각을지녔다. 자신들이잘못했다는것을인정하

기는했지만, 가해자들은그사건의심각성을최소화했다. 그들

의견해에따르면, 화를나게한사건은행복한결말을가져온,

특정시간에국한된것이었다.

분노를경험한사람들을조사해본결과상대방의행동이나상

황에대한인식이가해자와많이달랐다는것을실험을통해알

게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④가 가장 적절

하다.  

①이전의나쁜경험

②신체적혹은감정적고통

③좌절에대한낮은수준의인내력

⑤관련된사람들의증가된스트레스수준

● In a study, participants in a conflict were asked to

provide [narratives about their anger experiences].
➞「be asked to＋동사원형」은‘~해달라는부탁을받다’라는

뜻이다. [ ]로표시된부분은동사provide의목적어이다.

● The individuals who had been angered described the

incidents in long-term contexts, not allowing for

circumstances.
➞ not allowing for ~는분사구문이며‘~을참작하지않고

서’라는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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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③

아름다운외모의가치

현명한사람은대개아름답다고해서결혼하지않을것

이다. 아름다움은 처음에는엄청난매력을발휘할지모르지만,

나중에는비교적별로중요하지않은것으로여겨진다. 그렇다

고사람의아름다움을저평가해야만한다는것은아니다. 왜냐

하면, 다른것이동일하다면, 외형이멋지고얼굴이아름다운것

은건강하다는것을외적으로표현해주기때문이다. 그러나인

품이없이잘생긴인물이나감성이나고운마음씨에의해아름

다워지지않는멋진용모만가진사람과결혼하는것은가장비

참한 실수다. 가장 좋은 경치라도, 매일 보면 지루해지는 것처

럼, 가장아름다운얼굴도, 아름다운본성이그얼굴속에서빛

을발하지않는다면, 마찬가지다. 오늘의아름다움은내일이되

면평범한것이된다. 이에반해가장평범한용모속에서드러

나는선함은사시사철아름답다. 더욱이, 이런종류의아름다움

은나이가들수록더해지며, 시간이흐를수록훼손되지않고원

숙해진다.

인품이없이잘생긴인물이나감성이나고운마음씨에의해아

름다워지지 않는멋진용모만가진사람(̀a handsome figure

without character, fine features unbeautified by

sentiment or good nature)과결혼하는것은가장비참한실

수라는말로부터빈칸에③‘아름다운본성이그얼굴속에서빛

을발하지않는다면’이가장적절하다.

①더건강해지려고노력하지않는다면

②도량이큰사람이아니라면

④창백한피부가얼굴에나타나지않는다면

⑤아름다움에대한지식이많지않다면

● Not that the beauty of the person is to be

underestimated, for, other things being equal,

handsomeness of form and beauty of features are the

outward manifestations of health.
➞「not that ~」구문은‘그렇다고~하다는것은아니다’라는

의미이며, is to be underestimated는당위를나타낸다.

for는이유를나타내는절을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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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even the finest landscape, {seen daily}, becomes

monotonous], so does the most beautiful face,

unless a beautiful nature shines through it.
➞「so＋does＋주어」구문은 앞서 언급된 서술어의 의미가

주어에 적용됨을 뜻한다. 따라서 so does the most

beautiful face를 the most beautiful face becomes

monotonous too로풀어쓸수있다. { }로표시된분

사구문이 [ ]로표시된 as절에연결되면서조건을나타

낸다.

88..
①

연기에서의‘맨처음의환상’

무대위에있는동안여러분은매순간을그것이처음일

어나는 것처럼 연기하면서‘나는 지금 존재한다.’라는 상태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19세기의 배우였던

William Gillette가‘맨 처음의 환상’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인생에서처럼여러분이맡은인물들은장래를내다볼수없다.

그들이 미래를‘알 수는’없다. 한번은 어떤 사람이 20세기의

전설적인 배우였던 Laurence Olivier 경에게 어떻게 그가

Hamlet에 나오는 모든 그의 대사를 기억하는지 물었다. 그는

“나는모든대사를기억하지는않아요. 나는그저그다음대사

를 기억할 뿐이죠.”라는 말로 대답했다. Gillette와 Olivier와

같은 위대한 배우들의 동료들은 그들(̀Gillette와 Olivier)이

늘연극속의사건에의해놀라는것같았다고전하고있다. 그

들은현재에살았다. 무대위에있는동안에는비록여러분이그

다음대사를‘알고있고’여러분이맡은인물의연기를셀수없

이여러번해왔다고해도, 여러분이그다음에무슨일이일어

날지진정으로‘알수는’없다. 다른사람의연기를예상해보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인위적인 인상을 주면서 지시된 움직임을

표현하는것을초래할뿐이다. 따라서여러분도또한현재에머

무르면서순간순간각장면을연기해야한다. 

배우가연기할때매순간이처음일어나는것처럼연기해야연

기하는순간을현실로서충실하게연기할수있다는내용의글

이므로, 빈칸에들어갈가장적절한말은①‘현재에머무르면

서’이다.

②여러분의연기를믿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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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관객을그장면으로초대하면서

④감독의지시사항을따르면서

⑤여러분동료의연기로부터추측하면서

● While (you are) onstage, you must constantly remain

in the state of “I am,” [playing each moment as if it

were occurring for the first time] ~.
➞While 뒤에는 you are가생략되어있다. [ ]로표시된

부분은 동시 상황을 의미하는 분사 구문이다. 「as if＋주

어＋과거형동사」는‘마치~인것처럼’이라는의미로해석

하고 가정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는 가정법 형태의 동사

가쓰인다.

● Someone once asked the legendary twentieth-

century actor Sir Laurence Olivier [how he

remembered all his lines in Hamlet].
➞ [ ]로표시된부분은 asked의직접목적어로사용된간접

의문문이다. 간접의문문의 어순은「의문사(̀구)̀＋주어＋동

사」이다.

99..
②

불완전한길잡이로서의필수과목

일반교육과전공둘다에있어서필수과목의배경이되

는생각은학생들이스스로는충분히폭넓고충분히깊이있는

교육을받지않으리라는것이다. 그들이너무한정하여전공을

공부하거나표면만너무많이훑어볼수있다. 하지만필수과목

은단지최소한의폭과깊이를확보하려고노력하는것일뿐이

라는것을기억하라. 여러분이단순히필수과목만충족시켜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공식적인 필수 과목을 마음껏 넘어서라.

여러분의전공에서가외의과목을듣거나배분이수제를초과하

여달성하라. 현명한사회계획자가완벽한교육을만들어내려

고이런필수과목을만들어냈다고생각하지마라. 그들은하지

않았다. 필수과목은 (바라건대) 과목선택시학생들의몇가지

편향, 즉익숙하고쉬운것을고수하려는경향을바로잡기위해

서존재하는것이지모든이가자기가필요로하는것을얻는것

을보장하기위해서존재하는것이아니다. 그문제에대한해답

은오로지여러분만알고있으며, 필수과목은기껏해야불완전

한길잡이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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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필수과목은학생들이최소한의학문적인폭과깊이를

확보하기위한조치일뿐이라는내용의글이므로, 빈칸에들어

갈가장적절한말은②‘기껏해야불완전한길잡이일뿐이다’

이다. 

①자주서로겹친다

③정식기관에만존재한다

④변함없이익숙하기도하고쉽기도해야한다

⑤성공적으로바람직한결과를가져온다

*배분이수제 (distribution requirements)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등의여러학문계열에서지

정된수의교과목을균형있게배분하여이수하도록하여폭

넓은학습경험을갖도록하는제도

● The idea behind requirements, both for general

education and majors, is [that on their own students

will not get a broad enough or deep enough

education].
➞문장의주어는 The idea이고문장의동사는 is이다. [ ]

로표시된부분은주어의보어로쓰였다.

● Don’t assume that wise social planners have

manufactured these requirements to produce the

perfect education; they have not.
➞ have not 뒤에는 manufactured these requirements

to produce the perfect education이생략되었다.

1100..
①

십대에게의미있는노동

어떤 연구원들은 일의 사회적 의미가 일이 십대들에게

좋은지 나쁜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J. Schulenberg와 J.

G. Bachman은십대들이오직돈을위해미래의직업과는관

계없는지루한일자리에서오랫동안일을했을때괴로워했다는

것을알게되었다. H. W. Marsh가행한어느연구는십대들이

대학을가기위해돈을모으려고일을했을때심지어그십대들

이지루한일자리에서일을했을때조차도그들의성적이향상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십대들이 자신을 위해 자동차나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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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①

기쁨과고통의상대성

기쁨과고통이라는고전적인개념에서유기체는자기의

환경과균형상태를유지하려고애쓴다. 유기체가균형상태에

서벗어날때고통이발생하고균형상태로돌아가면기쁨이발

생한다. 예를들어, 추위가체온을위협할때, 추위는그것이극

단으로가게되면극심한고통이될수있는불쾌감으로인식된

다. 반대로추위로부터따뜻해질때우리는즉각적인기쁨을느

낀다. 기쁨은따뜻함그자체로부터기인하는것이아니라이상

적인체온에가까워지는데있다. 지나친따뜻함역시균형상태

정답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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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같은여분의것을사기위해일을했을때, 일과는상

관없이그들의성적은떨어졌다. 대공황시기동안, 유사한연구

들은위기의시기에가족을부양하는데기여했던젊은이들에게

는어떤종류의일이든유익한가치를지녔음을보여주었다. 젊

은이들은자신들의가족을돌보는데도움이된다는것에서자

신감과자기효능감을얻었다.   

십대들의노동에있어서오직돈을위해, 혹은자신을위한사치

품을사기위해일을했을때는지루한일을괴로워하고성적이

떨어진반면, 미래의진로를준비하기위해대학갈돈을모으거

나가족을부양하는데도움이되는노동을할때는일의성격과

상관없이오히려성적이향상되었고일을통해자신감을얻었다

는내용이므로, 빈칸에는①‘일의사회적의미’가적절하다.  

②동료직원과의관계

③일을기반으로한학습에서얻는기술

④직장에서겪는스트레스의정도

⑤일을통해버는돈의양

● J. Schulenberg and J. G. Bachman found [that teens

suffered when they worked only for the money, for

long periods of time, at boring jobs {that were

unconnected to future work}].
➞ that이 이끄는 [ ] 부분은 found의 목적어이다. { }

부분은관계절로앞에있는 jobs를수식한다.

1122..
④

여성들사이에서일어나는대화의특징

여성들사이에일어나는많은대화는서로의유사성으로

서로를안심시키려는듯이보인다. 예를들어한여성이, “나는

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려.”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나도마찬가지야.”라고말할가능성이있다. 여러분이좋아하

는누군가가여러분과비슷하다는것을아는것이만족감의원

천이될수있다. 습관과인식이같다는사실을일깨워주는것은

여러분이제대로된사람이고만사가형통하리라는메시지를보

내준다. 그것이누군가“나도마찬가지야.”라고반응하기를거

절했을때많은여성들이당혹스러워하는이유이다. 한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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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깰수있고다른종류의불편함과명백한고통이오게된다.

그래서기쁨은절대적인것이아니라오히려항상균형점에상

대적인것이다. 어떤 상황에서기쁨을줄수있는동일한맛과

느낌과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다른 상황에서는 고통스러울

수있다. 

너무추워도고통을느끼게되며반대로너무더워도고통을느

끼게된다. 이렇게이상적인체온에얼마나가까우냐아니면멀

어졌느냐가기쁨이나고통을느끼게하여, 기쁨혹은고통을느

끼는 것이 주어진 환경과의 균형점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①‘항상 균형점에 상대적인 것이다’가

적절하다.

②우울증의치료에따라상대적이다

③다양한보상에주로달려있다

④전반적인상황에서생각해볼때일시적인것이다

⑤상호욕망의충족에달려있다

● For instance, when cold threatens body temperature,

it registers as unpleasantness that can become

intense pain [if carried to an extreme].
➞ [ ] 부분은 조건 부사절인 if (it is) carried to an

extreme에서「주어＋be동사」인 it is가생략된것이다. it

은 cold를가리킨다.



www.ebsi.co.kr

정답과해설·07강 33

문단요약강

본문54쪽Zoom In

“나는늘물건을어디에두었는지잊어버려.”라고말하고상대

방이“물건을어디에두었는지주의를기울이는게어때?”라고

말한다고가정해보자. 첫 번째여성이“나한테충고하지마”라

고저항할수는있겠으나이런반응이그녀를괴롭게하는이유

는그반응이둘이같다는것에대한기대했던안도감을주지않

기때문일수있다.

서로같은문제를갖고있다는응답을들었을때는안심하게되

지만, 그런응답을듣지못했을때는당황한다는내용이므로, 빈

칸에는④‘둘이같다는것에대한기대했던안도감을주지 (않

는다)’가적절하다.  

①언어한계의장벽을극복하지

②과거로부터의명확한단절을보여주지

③옳고그름을구별하지

⑤주제에대한최신소식을따라가지

● The reminder of shared habits and perceptions sends

a message [that you’re a right sort of person and

all’s well with the world].
➞ that이이끄는 [ ] 부분은앞에있는message를설명하

는동격의절이다.

한사람들, 즉, 차 밖에있는보행자들과자전거를타는사람들

로옮겨간것이었다.”

Adams는‘위험보상’이라는개념, 즉 인간은위험에대해타

고난내성이있다는생각에의거하여이러한직관에반한연구

결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안전장치들이 차량이나 도로에

추가될수록, 운전자들은 (위험에) 덜 취약하다고 느껴 더 많은

모험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현상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면에서관찰될수있다. 게임을하는동안보호장비를착

용한 어린이들은 더 많은 신체적 위험을 무릅쓰는 경향이 있

다. 도보 여행자들은 구조자가 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고생각할때더많은모험을시도한다.  

→ John Adams에따르면, 안전 대책이 부주의한 운전의 원

인이되는현상은더큰안전감이사람들로하여금더많은

위험을감수하도록부추긴다는개념에의해설명될수있다. 

1. ① 2. ① 3. ① 4. ④

5. ⑤ 6. ② 7. ④ 8. ⑤

11..
①

새로운가정기기의도입

가정으로새로운기기를도입하는것은생활공간과그것

이어떻게사용되는가를변화시키게마련이다. 그래서어떤가

족이처음으로 TV를집으로들여왔을때집안의공간과그의

미가변화한다. 예를들어, 나의부모님이 1950년대초에미국

에서그들의첫 TV를샀을때그것을집의앞부분에있는직사

각형거실의끝부분에위치하게했다. 그러나부모님의관점에

서볼때텔레비전은몇년안에가족의생활에원치않는침입

자가되었다. 어머니는“TV 방”이라는TV 시청만을위한작은

방을집에추가로만들것을강하게주장하셨다. TV를방해가

안되는곳으로치워놓은것이주의가산만해지지않은채독서

하거나쉬기위한거실의원래목적그리고손님을접대하는장

소로서의원래목적을회복시켰다.

➞새로운기기를집으로들여올때, 그것은가족생활과함께그

것이배치된장소의원래기능을변화시킬수있다.

새로운기기를구매하여집으로처음들여올때그것을어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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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왜 안전벨트를 의무화한 나라들에서 도로사고의 사망자

수가 기대한 만큼 감소하는 것을 보는 것이 불가능했는가?”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지리학 교수인 John

Adams는 위험에 관한 자신의 많은 논문 중 하나에서 (다음

과 같이) 썼다. “운전자들을 잘못된 운전의 결과로부터 보호하

는 대책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운전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안전벨트 법률 제정의 중요한 결과는 위험 부담이 차 안에서

이미 가장 잘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위험에) 가장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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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①

대인관계를위한표정관리의필요성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신들이 느끼지 않는 감정의 얼굴

표정을짓는능력을습득할지라도모든아이들이이것을똑같이

잘하거나그렇게하는것이좋은것이라고믿지는않는다. 예를

들어, 일부아이들은미소로화를억누르지않는다. 이런아이들

이더일반적으로행동문제가있는아이들일가능성이있다. 연

구원들은인기가없는아이들이인기있는아이들에비해게임

에서졌을때불쾌한얼굴을하고얼굴을찡그릴가능성이더크

고게임에서이겼을때자신들의미소를억제할가능성이더적

다는것을알게되었다. 그들은아마도자신들의‘진짜’감정을

드러낼것이고다른사람들의감정을생각해서이러한감정들을

억제할가능성이더적다. 크게씩웃으면서승리를자랑한다면

다른사람의호감을사지못할것이다. 사회적으로유능한아이

들은감정을숨기거나감추는것이친구로서해야하는것이되

는때가있다는것을안다.

➞자신들의얼굴표정을조절할줄모르는아이들은사회적으로

무능한경향이있다.  

주어진상황에서자기가느끼는감정을그대로얼굴표정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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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어떻게배치하는가가그배치된장소의고유기능과가족

들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A)에는

function이, (B)에는 family life가와야적절하다.

● Introduction of new equipment into the home

necessarily changes [{the living space} and  {how it

is used}]. 
➞ [ ]로표시된부분은동사 changes의목적어이다. { }

로표시된부분이 [ ] 안에서병렬형태를이루고있다.

● My mother insisted [that we add a small room to the

house especially for TV viewing`─ t̀he “TV room].” 
➞ [ ]의상위절에‘주장’의의미를나타내는 insisted가쓰

여하위절의동사는시제와인칭에상관없이「(should＋)

동사원형」의형태(add)가되었다.

타내는것은상대방의감정을고려하지않는행동이될수있다

는 내용이므로, 요약문으로‘자신들의 얼굴 표정을 조절할 줄

모르는아이들은사회적으로무능한경향이있다.’가적절하다.

● Although most children acquire some ability to

manufacture facial expressions they don’t feel, not

everyone does this equally well or believes it to be a

good thing.
➞Although는‘비록 ~이지만’이라는 의미로 양보의 절을

이끈다. not everyone은‘모두가~인[하는] 것은아니다’

라는부분부정의의미이다. 

● Socially competent children recognize that there are

times [when hiding or disguising emotions is {what

friends do}].
➞when이이끄는 [ ] 부분은관계절로앞에있는 times를

수식한다. [ ] 부분에서동명사인 hiding or disguising

emotions가 주어이고 동사는 is이다. { } 부분에서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사로‘~인 것’이라는 의미

이다.

33..
①

스포츠분야에서의도덕적규범적용

스포츠세계에도기준은분명존재하는데그렇지만운동

선수와(스포츠세계의) 다른사람들이기준의범위를벗어날경

우그에대한반응은 (그럴경우) 다른환경에서나타나게되는

것과는흔히다르다. 건강과안녕을위험하게하고타인에게고

통과상해를입히는극단적인행동에관여하는것이스포츠에서

는다른활동에서그런것만큼빠르게비난받지않는다. 우리는

스포츠분야의사람들특히운동선수의행동이팀, 학교, 지역사

회, 국가, 또는기업후원자를위해성공을이루는것을겨냥하

기때문에그들의동기를긍정적으로보는경향이있다. 그러므

로그러한행동이분명히허용된한계를넘을때도그들이비난

받기보다는용인되기도하고심지어는칭찬을받을수도있다.

운동선수는그리고심지어코치도필연적인비난보다는매력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면에서 (보통 사람과는) 다르고 기준

을벗어난것으로여겨진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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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스포츠세계에서의극단적행동의발생에대해다른

환경에서보다더관대한규범을적용하는경향이있다.

스포츠세계에서규범을어기는행동은그행동의동기가학교

나국가등을위한것일때가많아보통의사회에서규범을어겼

을때와는다르게관대하게다루어진다는점을지적하는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A)에는 generous가, (B)에는 extreme이

와야적절하다.

● Norms do exist in sports worlds, but when athletes

and others push normative limits, responses are

often different than they would be in other settings. 
➞동사 exist의의미를강조하기위해서강조의조동사 do를

써서 do exist로표현하였다. different 다음에보통전치

사 from이사용되지만 than이사용되기도한다. 

● Engaging in extreme behaviors [that risk health and

well-being and inflict pain and injury on others] is

not as quickly condemned in sports as in other

activities.
➞ [ ]로 표시된 관계절이 선행사 extreme behaviors를

수식하고있다. 「as ~ as …」는‘…만큼~한’이라는의미

를나타내는동등비교구문이다.

44..
④

과거의경험을기억하는인간의능력

인간은과거의경험을보존하기때문에하등동물과다

르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오늘

일어나고있는일주위로지난날에겪은비슷한일에관한많은

생각이떠돈다. 다른동물에게있어, 경험이란생기면서사라져

버리며, 새롭게무엇인가하거나고통을겪는일들이각각연관

성없이떨어져있다. 그러나인간은매사건이전에일어났던

일의반향과회상으로채워지는세상, 즉매사건이다른것들을

기억나게해주는세상에서산다. 따라서인간은들판의야수들

과달리단순히물질적인세계속에서사는것이아니고기호와

상징의세계속에서살아간다. 불은따뜻해지거나연소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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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 가족의영속적인삶, 즉인간이일시적인방랑으로

부터회귀하는, 성찬과영양과거처의지속적인근원을상징하

는것이기도하다.

➞하등동물과달리, 인간은자신이경험한것을부호화하거나

해독하는정신과정에의해현재를과거와관련시킬수있다.

인간이 과거의 경험을 보존한다는(̀he preserves his past

experiences) 내용과인간이매사건이전에일어났던일의반

향과회상으로채워지는세상에서살기때문에단순히물질적인

세계속에서사는것이아니고기호와상징의세계속에서살아

간다는(̀he lives not, like the beasts of the field, in a

world of merely physical things, but in a world of

signs and symbols) 내용으로부터④가정답임을알수있다.

● About what goes on today hangs [a cloud of

thoughts concerning similar things {undergone in

bygone days}].
➞동사 hangs에연결된 about what goes on today가문

두로나가게되면서, [ ]로표시된주어와 hangs가도치

되었다. [ ]에서 { }로 표시된 분사구가 similar

things를수식한다.

● Hence he lives not, like the beasts of the field, in a

world of merely physical things, but in a world of

signs and symbols.
➞「not A but B」구문은‘A가아니라B’라는뜻인데, 위문

장에서는 A 자리에 in a world of merely physical

things가, B 자리에 in a world of signs and symbols

가들어가있다.

55..
⑤

질문문항의제시순서가응답자의판단에끼치는영향

여러분은삶전반에대해얼마나만족하는가? 지난달에

얼마나많은데이트를했는가? 여러분이대부분의사람들과같

다면, 그두질문에대한여러분의응답들에어떤연관성이있었

을수도있지만, 강한연관성이있지는않았을것이다. 결국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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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④

나무에미치는세균의영향

제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정부는 몹시 나무가 부족한

상태에맞닥뜨리게되었고이기간동안영국삼림지대의상당수

나무들이벌채되었다. 그래서전쟁이후스코틀랜드 Highlands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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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②

자신의가치를부정하는Shirley

언젠가나는아주매력적이고확실히남자들에게인기가

있는 Shirley라는 한 젊은 여성과 일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Shirley는자신이맺은모든관계가나쁘게끝났고, 자신은간

절히결혼하기를원했지만기회를갖지못했었다고강변하였다.

Shirley가자신도모르는사이에, 모든관계를파괴시키고있다

는사실이상담을통해드러났다. 만약어떤젊은남자가그녀를

좋아한다거나사랑한다고말하면 Shirley의머릿속은“그는그

것이내가듣고싶은말인줄알기때문에그렇게말하고있을

뿐이야”라며반대되는생각을했다. Shirley는항상자신의가

치를부인할만한말들을찾고있었다. 그녀자신에대한사랑이

없었으며, 그래서그녀는자신을사랑하려는다른사람들의노

력을거부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그녀는우선자신이사

랑받을가치가있다고믿지않았고, 그래서끝없이부인하기를

반복하는것이스스로가치없다는생각을강화하는그녀의행

동방식이되었다.  

➞Shirley는스스로에대한자신감의결여때문에그녀는매력

적이었으나모든그녀의관계는좋지않게끝나버렸다.

Shirley가자신이가지고있는매력에도불구하고스스로에대

한자신감이결여되어다른사람과의인간관계를망쳐버렸다는

내용이다. 빈칸 (A), (B)에는‘스스로에 대한 자신감(self-

confidence)’과‘매력적인(attractive)’이적절하다. 

● Shirley insisted, however, [that all her relationships

ended badly] and [that, {though she wanted

desperately to marry}, she had never had the

opportunity]. 
➞등위접속사 and가두개의 that절을병렬구조로연결하고

있고, 그두절은 insisted의목적어역할을한다. { } 속

의 though절은‘~하더라도, ~한다할지라도’로해석된다. 

● It came out in counseling [that Shirley was ruining

each of her relationships without realizing it].
➞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로 표시된 부분이 내용상의

주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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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는데이트하는것보다훨씬더많은것이있다. 사실설문

조사응답자들이이두질문들을이러한순서로받았을때, 그들

의응답간의상관관계는단지 .32이었다. 그러나또다른응답

자그룹이그두질문을반대의순서로받았을때, 그들의응답

간의상관관계는 .67로두배가넘게강해졌다. 첫질문에서최

근의데이트이력에대해서묻는것이그들로하여금자기삶에

서그부분이어찌되어가고있는지에대해서더인식하게하였

고, 그러고나서그것은그들이두번째질문에어떻게대답하는

지에대해주목할만한영향을미쳤다.

➞설문조사결과는(문항) 항목이제시되는순서가우리의판단

에강력한영향을미칠수있음을시사한다. 

필자가설문조사의결과를들면서앞서던진질문이다음질문

에대한응답자의답변에대한판단에주목할만한영향을미쳤

다고 했으므로 (A)에는 order가, (B)에는 judgment가 와야

자연스럽다.  

● [Asking about their recent dating history in the first

question] made them very aware of [how {that part

of their life} was going], which then had a notable

effect on [how they answered the second question]. 
➞첫 번째 [ ]로 묶은 부분은 문장의 주어로서 동명사

Asking이핵의역할을하고있고두번째 [ ]로표시한

부분은전치사 of의목적어로서 { }로표시한부분이그

절의주어이다. which는앞문장전체를선행사로삼고있

는관계사이고, 마지막 [ ]로표시한부분은전치사 on의

목적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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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있었던것과같은나무심기프로그램이시작되었다. 사람

에의해서살균된흙이담긴화분에서자란소나무묘목은땅에

옮겨심은지이삼년이내에죽어버렸다. 실험을통하여자연적

인흙에심겨진묘목이살아남을수있다는사실이알려졌다. 과

학자들이이살아남은묘목들이균류와식물의뿌리사이에관

계를맺고있음을발견했다. 이와같은관계속에서균류는영양

분흡수에필수적인역할을하며, 흙속병원균에대항하여식물

을보호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얻어진교훈은균류가소나

무묘목뿌리에대량서식하지않고서는, 소나무가 Highlands

에서살아남을수없었다는사실이었다. 

➞영국의 나무를 심는 프로그램은 균류의 작용이 Highlands

지역에서소나무묘목의생존에필수적임을보여주었다.

사람에 의해 세균이 제거된 토양에 심어진 묘목들은 생존하지

못했으나 오히려 세균이 서식하는 자연 그대로의 땅에 심겨진

묘목들은세균의작용으로살아남을수있었다는내용이다. 빈

칸 (A)와 (B)에는 각각‘균류의 작용(̀fungal function)’과

‘생존(̀survival)’이 적절하다. 실제로, 균류는 죽은 동물이나

나무와 같은 죽은 유기체의 분해를 촉진시켜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하며, 다른살아있는것들에게혜택을주는긍정적인역할

을한다. 

● Scientists discovered [that these surviving seedlings

had associations between fungi and plant roots]. 
➞ that절 [ ]는 동사 discover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며

between A and B는‘A와B 사이에’로해석한다. 

● The fungi in these associations play an essential role

in nutrient uptake and may help to protect plants

against soil pathogens.
➞주어인 The fungi가 복수 표현이므로 동사 play를 쓰고

있으며, play an essential role은‘필수적인 역할을 하

다’로해석한다. 

88..
⑤

자신과특성이다른연인과의상보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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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Robert Solomon은사랑이란자기자신을다른사람과

관련하여정의하려는시도에관한것이라고말하고있다. 서로

별개이고자주적인두사람이자유롭게선택을하며, 이선택에

는 (연애 관계의) 상대방에 대한 선택이 포함된다는 것이 서구

사회의생각이다. 하지만, 그동반자관계가잘이루어지려면상

대적으로상반된힘으로부터오는긴장감이있어야한다. 그러

므로어떤사람이자기자신과상호보완적인특성을지닌사람

과의관계를추구한다면이로인해단순히자주적인자아와연

관되어존재하게되는그차이점때문에흥미가상승하게된다.

예를들면, 여러분이삶에있어서확실성을추구하는차분하고

조용한편인사람이라면, 불확실한것에도편안하게느끼고일

을추진해나가는것을좋아하는보다외향적인사람에게끌리

는것은당연하다. 이것은부족한부분을채우면서도동시에어

떤다른영향력을만들어낸다.

➞사랑은 두 명의 독립적인 사람들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되는

관계이지만, 그관계는종종그들이상보적일때강화된다.

필자는 연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자주적인 상대방의 상반된

힘으로부터 오는 긴장감 때문에 자신과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지닌사람과의관계를추구하면흥미로움이상승하고자신에게

부족한부분이채워져서관계가잘유지된다고말하고있다. 따

라서 (A)에는 independent가, (B)에는 complementary가

들어가야자연스럽다.

● ~, that two separate and autonomous persons are free

to make choices, [among these choices being that of

(romantic) partner].
➞ [ ]로표시된부분은분사구문으로서, 부사구인 among

these choices가 구문의 앞부분에 위치하여 주어인 that

of (romantic) partner가 being 뒤로이동했다. [ ] 안

의 that은 the choice를대신하는대명사이다.

● ~, you might well be attracted to a more outgoing

person [{who is comfortable with uncertainty} and

{who likes to move things on}].
➞ [ ]로표시된부분은관계절로, { }로표시된두개의

관계절이병렬구조로연결되어앞에놓인선행사 a more

outgoing person을수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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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앞에서과학의어원을‘나는안다’라는의미의라틴어라고

소개하고그것과연결하여과학을사물과자연에서발생되는일

에대해알려고하는노력이라고정의한다. (A) 다음의문장이

이러한 어원에서 비롯된 과학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Therefore가들어가야한다.

(B) 앞에서이유없이발생하는일은존재하지않고모든일에

는인과관계가있다는법칙을제시하고그것과연결하여과학의

기능은원인을찾는것이라고규명한다. (B) 다음의문장이인

과관계에서비롯된과학의기능을설명하고있으므로, Thus가

들어가야한다.

● This had led to [an accumulation of the body of

knowledge about nature through experiments and

reasoning {called science}]. 
➞ [ ]로표시된명사구내에서 { }로표시된부분이 the

body of knowledge about nature through experiments

and reasoning을수식한다.

● The word science originated from a Latin word sciō,

[which means ‘I know].’
➞ [ ]로 표시된 부분은 관계대명사 which가 이끄는 계속

적용법의관계절로선행사인 a Latin word sciō를부연

설명해준다.

22..
①

암시에의해생각과행동을하는인간

예전에인간은자신의행동의근거를자연적논리의결

론에두는이성적인동물로여겨졌다. 인간은어떤의견을만들

거나행동의방식을결정하기전에적어도그문제에찬성하고

반대하는이유들중일부를따져보고어느정도단순한추론과

정을실행한다고생각되었다. 그러나최근의연구조사는꽤상

반되는것이사실임을보여주었다. 우리의의견과행동의대부

분은의식적인추론에근거한것이아니라암시의결과이다. 실

제로, 몇몇권위자들은순수한추론행위라는것은보통의사람

들에게있어서는매우드물다고단언했다. 중대한결정들과지

대한영향을끼치는행동들의결정은주로암시의힘에의해이

루어진다.

본문64쪽

정답①

해석물리학에서, 과학자들은 우주에 관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자료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모형이나 이론을 만든다. 뉴

턴의 중력 이론이 한 가지 예이고,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이

또 다른 예이다. 그 이론들은 비록 같은 현상을 기술하고 있지

만 현실에 대한 서로 매우 다른 해석이다. 예를 들어, 뉴턴은

질량이 힘을 발휘함으로써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

고, 반면에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는 공간과 시간의 구부러짐

을 통해 그 결과가 일어나며, 힘으로서의 중력의 개념이 없다.

둘 중 어느 이론도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

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지만, 뉴턴의 이론이 사용하기가

훨씬더쉬울것이다. 반면에, 운전하는동안장소를찾는것을

도와주는 인공위성에 기반을 둔 전(全) 지구 위치 파악 시스템

(GPS)을 위해 필요한 계산에 있어서는, 뉴턴의 이론이 잘못

된 정답을 줄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사용되

어야한다.

Zoom In

연결어(구) 넣기강

1. ⑤ 2. ① 3. ② 4. ②

5. ① 6. ④ 7. ⑤ 8. ②

11..
⑤

과학의의미

문명이시작된이래로인간은자연의신비를밝혀냄으로

써발견의과정에참여해왔다. 이것은과학이라고불리는, 실험

과추론에의한자연에대한지식집합체의축적으로이어졌다.

과학이라는단어는‘나는안다’를의미하는라틴어 sciō로부터

유래했다. 그러므로 자연의 사물과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알려고하는것에서비롯된노력이과학이다. 인간은자연

에서이유없이발생하는일은존재하지않는다는결론에도달

했다. ‘원인과결과’라는보편적인법칙이있다. 따라서과학의

기능은자연적현상과그밖의일들의원인을찾는것이다. 이러

한지식과진리를추구하는과정에서인간은과학이라고알려진

방대한지식의축적을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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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②

진정한협상

협상은흔히한쪽당사자의이익이다른쪽당사자의손

실인제로섬게임이다. 예를들어, 여러분이차값으로내는돈에

서할인을받은한푼한푼은여러분의이익이며파는사람의

손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겐 진정한 협력(양측에 유리한 상

황)이란 없다. 협상하기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그것은진행중인관계를발전시키는데관한

것이다. 여러분이원하는것을얻기위해서, 여러분은자신의아

이디어를팔고, 여러분이원하는것을주도록상대방을납득시

켜야한다. 그러나협상은모든당사자에의해서, 이기고-지는

상황이라기보다는모든사람이무언가를얻어갈기회로여겨져

야한다. 다시말해서, 모든당사자가훌륭한거래를했다고믿

어야한다. 만일노동조합의직원들이자기들이지고경영진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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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앞에는예전에인간이이성적인동물로여겨졌다는내용

이나오고그뒤에는상반된결과를보여주는최근의연구조사

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므로 (A)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However이다. (B)의앞에서는인간의의견과행동의대부분

이의식적인추론에근거한것이아니라고했고, 뒤에서는몇몇

권위자들에따르면순수한추론행위는보통의사람들에게는매

우드물게나타난다고했으므로 (B)에는앞의사실에대해부연

하며강조하는의미를표현하는 In fact가가장적절하다. 

● It was supposed [that before forming an opinion or

deciding on a course of conduct he {weighed at least

some of the reasons for and against the matter},

and {performed a more or less simple process of

reasoning}]. 
➞ It은형식상의 주어로서 [ ]로표시된접속사 that이이

끄는절을대신하고있다. { }로나타낸부분은각각 he

에 연결된 동사구로서 and에 의해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 { } 부분의 for and against는 the

matter를공통의목적어로취하고있다.

이겼다고믿는다면, 직원들은직업불만족을경험하게되어결

국엔수행능력이더낮아지게될것이다. 

(A) 한쪽이이득을얻으면다른쪽은손실을보게되는협상의

특성상양측의진정한협력은이루어질수없다는내용으로빈

칸의앞부분이원인, 뒷부분이결과에해당하여인과관계를설

명하는Therefore가들어가야한다. 

(B) 앞에서협상이모든당사자에게이익이될수있어야한다

는말을모든당사자가괜찮은거래를했다고믿어야한다는일

맥상통의내용으로바꾸어언급하고있으므로, 앞의내용을다

른말로바꾸어말할때쓰는 In other words가들어가야한다. 

● For example, [every dollar less {that you pay for a

car}] is your gain and the seller’s loss. 
➞명사구 [ ]가 문장의 주어이고, that절 { }는 every

dollar less를수식하는관계절이다.

● However, negotiation should be viewed by all

parties [as an opportunity {for everyone to win

some}], rather than [as a win-lose situation]. 
➞첫 번째와 두 번째 [ ]로 표시된 두 개의 전치사구가

rather than으로 연결되어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 }로표시된부분은 an opportunity를수식하고있다.

{ } 안에서 for everyone은 to부정사의의미상의주어

를「for＋목적격」의형태로나타낸것이다.

44..
②

그리스인과미국인의이야기방식비교

그리스인과미국인의구두서술스타일에관한연구에서

알게된것은자기들이본영화에서일어난일을말할때그리스

인화자가사용하는많은특징들이이야기를잘전하기위한목

적을위한것으로이해될수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 그들은

영화의메시지에대한어떤해석을뒷받침하기위해세부사실

들을사용했다. 그들은사건에대한자신들의해석에있어서비

교적자유로웠다. 그리고그들은영화속등장인물들의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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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④

조직내사람들의다양성과다문화주의에대한이해

조직체안에서다양성과다문화주의를다루는데필요한

것중의하나는그것들의본질과의미를이해하는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관리자들은평등한고용이라는기본적인개념을불

필요한극단개념으로확대하였다. 그들은성별, 인종등을근거

로사람들에대해차별할수없다는것을알고있다. 그래서모

든사람들을똑같이대해야한다고믿게된다. 그러나사람들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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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흔히씨앗이자연환경에서생존하는데필수적인데, 많은

야생식물의씨앗이겨울이끝나고비가오기시작할때까지여

러달을휴면상태로남아있어야하기때문이다. 하지만인간의

관리하에서두꺼운씨앗껍질은불필요한데, 농부들이수분과

포식자로부터씨앗을보호하여저장하는책임을넘겨받기때문

이다. 사실, 더얇은껍질을가진씨앗은그것이먹거나가공하

기가더수월하고, 파종되었을때묘목이더빠르게발아하기때

문에선호되었다. 

농경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껍질이 얇은 씨앗을 고르게 되었

고, 이는식용식물의진화과정에영향을주게되었다는내용의

글이다. (A)에는‘자연의환경속에서생존해야하는대신에인

간이만든환경속에있게되었다’는흐름이되도록 Instead가

들어가야한다. (B)에는앞문장에서설명하고있는내용을부

연하고있으므로 In fact가들어가야한다.

● This changed the evolutionary pressure [that these

food plants experienced], as they no longer had to

survive in a natural environment.
➞ that절 [ ]는 the evolutionary pressure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as는‘~ 이므로’의의미를나타내는절을이

끈다.

● Seeds [recovered at archaeological sites] clearly

show that early farmers selected for larger seeds and

thinner coats. 
➞ [ ]로표시된부분은Seeds를수식하는분사구이다.

55..
①

농경이식용식물의씨앗에미친진화적영향

사람들이저장된씨앗종자를의도적으로심기시작했을

때그들은또한자신들의식물을보호하기시작했다. 이것은이

들식용식물이더이상자연환경속에서살아남아야할필요성이

없어지면서 그것들이 경험한 진화적 압박을 변화시켰다. 대신

에, 사람들은그것들을위한새로운환경을창조했고, 자연이이

전에선택한것과는다른특징들을선택했다. 고고학적현장에

서발굴된씨앗들은초기의농부들이더큰씨앗과더얇은껍질

을선택했다는것을명백히보여준다. 두껍고스며들지않는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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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판단을내렸다. 이런특징과더불어여타의특징들은말하

는사람과듣는사람간의상호교감을강조했다. 대조적으로그

연구에서미국인들은보다많은세부사실을포함시키고정확성

을위해시간순서를강조하면서일종의기억력과제를수행하

고있는것같았다. 이점에있어서그들은관습적으로듣는사

람의참여를무시했고객관적인과제를수행하려고애썼다.  

(A)의앞에서그리스인들이말을할때이야기를잘전하는것

을목적으로한다고언급하고 (A) 다음에자유롭게자신이본

것에대한해석과그해석을뒷받침하는세부사실들을사용한

다는예를들고있으므로, (A)에는For example이적절하다.

(B)의앞에서그리스인들의말로전하는이야기스타일이제시

되고, (B) 다음에는 미국인들이 이야기할 때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언급하고 있으므로, (B)에는 대조의 연결사인 In

contrast가적절하다.  

● ~ I found that many of the features [that Greek

speakers used in telling what happened in a film

{they had seen}] could be understood as serving the

goal of telling good stories.
➞ that이이끄는 [ ] 부분은앞에있는 the features를수

식하는관계절이다. 그안에있는 { } 부분은앞에있는

a film을수식하는관계절로목적격관계대명사가생략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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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⑤

실험용양서류를다루는요령

어떤양서류는독성이있어장갑을끼고다뤄야만하며

접촉후에손은눈과입으로부터멀리해야하고또잘씻어야하

지만, 대부분의양서류는실험용표본화에있어서비교적다루

기쉽다. 양서류는개체군사이에서손쉽게퍼질수있는질병

(곰팡이전염병을포함한)에걸리기쉬울수있다. 사실, 그러한

한곰팡이전염병이아메리카대륙과호주에걸쳐서양서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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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지않기때문에, 이러한믿음은사람들사이의직장내행동

들로옮겨질때문제를일으킬수있다. 비록사람들이공평하게

처우를받을필요가있다하더라도, 관리자는사람들사이에차

이가분명히존재하고있다는것을이해해야한다. 그러므로, 사

람들의근본적인인간적차이점들을무시한채로모든사람들을

똑같이대우하려는어떠한노력도결국문제로이어질뿐이다.

관리자는문화적요소가사람들을다른방식으로행동하게만든

다는 것과 이런 차이점들이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빈칸 (A) 앞에는조직체내의다양성과다문화주의를다루기위

해서는이들개념을이해해야한다는내용이나오고그뒤에는

이들개념을잘못이해하고있는관리자들의예가나오고있기

때문에빈칸 (A)에 for example이들어가야한다. 빈칸 (B)를

전후로, 사람들사이에차이가존재하고있다는내용과이런차

이를무시한채로모든사람들을똑같이대우하려는어떠한노

력도문제를일으킬뿐이라는내용이나온다. 두내용이인과관

계에있기때문에빈칸 (B)에Thus가들어가야한다.

● But this belief can cause problems [when translated

into workplace behaviors among people], [because

people are not the same].
➞‘시간’을나타내는접속사 when이이끄는절과‘이유’를

나타내는접속사 because가이끄는절이함께들어있는

문장이다. 첫 번째 [ ] 내에서는 when과 translated의

사이에 it is가생략되었는데, 이때의생략된 it은주절의주

어인 this belief를대신하는대명사이다.

체군의심각한감소와관련이있음이드러났고, 그것이현재아

프리카와유럽에서발견된다. 양서류를다루는것은질병전염

을증가시킬수있어너무많은개체들을저장탱크나그물에너

무 장시간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서,

어떠한장갑, 신발, 용기, 설비이든지각기다른장소에서사용

되기 전후에 소독이 되어야 한다. 양서류(동물)는 이 장소에서

저장소로이동되지않아야한다.

(A) 앞에서양서류개체들사이에서곰팡이전염병과같은질병

이쉽게퍼질수있다는내용이나오고 (A) 다음에서그사실에

대해예를포함한부연설명으로강조를하고있으므로 In fact

가가장적절하다.  

(B) 앞에서양서류들사이에서의질병확산을방지하기위해저

장고에너무많은개체들을장시간보관하지않아야한다는주

의사항을제시하고 (B) 다음에는또다른추가적인사항인실험

도구의소독에대한내용을첨가하고있으므로 In addition이

적절하다.

● [Most amphibians are relatively easy to handle in a

sampling for experiments], although some may be

toxic and should only be handled wearing gloves,

[with hands {kept away from eyes and mouth} and

{carefully washed} after touching the animals]. 
➞첫번째 [ ] 안에서주어인Most amphibians는의미상

handle의목적어로걸리고있다. 두 번째 [ ]로표시된

부분에서「with＋명사`＋분사」는동시상황을나타내는표

현이다.

● Handling amphibians can increase disease

transmission and care needs to be taken [to avoid

keeping too many animals in holding tanks and nets

for too long]. 
➞ [ ]로 표시된 부분은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to부정사

구이다.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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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파악강

본문70쪽

정답⑤

해석 Great Salt Lake는서반구에서 가장큰소금호수이다.

그 호수는 Bear강, Weber강, 그리고 Jordan강에서 물이

유입되지만 (물이) 나가는 출구는 없다. 빙하기 끝에 그 전 지

역은 빙하가 녹은 물로 된 호수 밑으로 잠겼고, 그 호수로부터

넘쳐흐른 물은 Snake강과 Columbia강을 통해 태평양으로

빠져나갔다. 그 호수가 겪은 심한 기후 변화와 담수의 유입량

을 초과한 계속된 증발 때문에 호수가 이전 크기의 20분의 1

로 줄어들었다. Great Salt Lake에 있는 대부분의 소금은

모든 담수에 있는 용해된 소금의 잔존물이다. 물이 증발하면서

용해된 소금의 잔존물이 크기가 줄어드는 호수에 서서히 농축

되었다. 

Zoom In

1. ④ 2. ③ 3. ④ 4. ④

5. ① 6. ④ 7. ⑤ 8. ⑤

9. ④ 10. ③ 11. ⑤ 12.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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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작가Maurice Sendak의성장과정

Maurice Sendak은뉴욕 Brooklyn에서폴란드계유

대인이민자부모에게서태어나성장했다. 끊임없이아픈아이

(그는네살까지홍역, 폐렴, 성홍열을견디었다)였던Sendak은

많은시간을침대에서책을읽고, 몽상에빠지고, 그림을그리면

서보냈다. Sendak은 12살때Disney 영화Fantasia를보고

나서만화가가되기로결심했고고등학교에다닐때는이미삽

화가로서일하고있었다. 그는자신의고등학교생물교사의교

과서 Atomics for the Millions의삽화를그렸고, 1952년에

아동작가인 Ruth Krauss와 짝을 이루어 그녀의 획기적인 A

Hole Is to Dig의삽화를그렸다. Sendak은 Krauss와그녀

의배우자 Crockett Johnson에의해고무되어삽화그리기뿐

만 아니라 글쓰기도 시도했고, 1963년에 Where the Wild

Things Are로명성을얻었고, 그다음해에미국도서관협회

의Caldecott Medal을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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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사용범위에따른소프트웨어실행환경의신뢰

도차이

실행환경이라는개념은소프트웨어신뢰도의규정에있

어서필수적인부분이다. 한소프트웨어시스템이 10개의다른

기능, f1에서 f10까지를지원하는데, 두집단의사용자가있다

고생각해보라. 한사용자집단은기능 f1에서 f 7까지만사용하

고, 다른집단은모든기능을사용한다. 기능 f1에서 f 7은결함

이없고기능 f 8에서 f10까지는오류가있다고가정하자. 결과

적으로첫번째사용자집단은결코결함을발견하지않을텐데,

단지 그들의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운영이 그 소프트웨어의

결함요소들을포함하지않기때문이다. 첫번째사용자집단의

관점으로부터 볼 때, 그 소프트웨어의 무오류 운영의 확률은

1.0이다. 반면에, 두번째사용자집단은그들이얼마나빈번하

게기능 f 8, f 9, 그리고 f10을사용하는지에따라이따금씩오

류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 사용자 집단에

의해인지되는신뢰도의수준은첫번째사용자집단에의해인

지되는그것(신뢰도의수준)보다더낮다. 

사용자가얼마나많은기능을사용하느냐에따라소프트웨어시

스템의실행환경에대한신뢰도가영향을받는다는내용의글이

다. (A)에는‘결함이없는기능만사용하면결과적으로결함이

발견되지않는다’는흐름이되도록Consequently가들어가야

한다. (B)에는‘첫 번째 사용자 집단이 오류를 발견하지 않을

확률이 1.0인반면에두번째집단은이따금씩오류를발견하게

된다’는흐름이되도록On the other hand가들어가야한다.

●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group of users will

observe failure from time to time, depending upon

[how frequently they use functions f 8, f 9, and f10]. 
➞ how가 이끄는 [ ]은 upon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depending upon은‘~에따라’의의미를나타낸다.

● In consequence, the level of reliability [perceived by

the second group of users] is lower than that

[perceived by the first group of users].
➞ 2개의 분사구 [ ]는 각각 the level of reliability와

that을수식한다. 대명사 that은분사구의수식을받으면서

앞에쓰인명사구인 the level of reliability를대신한다.

해석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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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illustrated his high school biology teacher’s

textbook, Atomics for the Millions ~.(그는자신의고등학

교 생물 교사의 교과서 Atomics for the Millions의 삽화를

그렸다.)라는문장에서④가글의내용과일치한다는것을알수

있다.  

● [Seeing the Disney film Fantasia at the age of

twelve], Sendak decided to become a cartoonist and

was working as an illustrator by the time he was in

high school.
➞ [ ]로표시된부분은때를의미하는분사구문으로After

he saw the Disney film Fantasia at the age of

twelve 정도의의미이다. by the time은‘~할때는이미’

라는의미를갖는다.

● [(Being) Encouraged by Krauss and her partner,

Crockett Johnson], Sendak tried his hand at writing

as well as illustrating, and in 1963, he made his

reputation with Where the Wild Things Are,

[winning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s

Caldecott Medal the following year].
➞첫번째 [ ]로표시된부분은Being이생략된분사구문

으로의미상의주어는 Sendak이다. 두번째 [ ]로표시

된 부분도 분사 구문으로 and he won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s Caldecott Medal the following

year 정도의의미이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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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과자biscotti

많은 나라가 이 수 세기나 된 과자에 대한 그들 나름의

변형(된 형태)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오늘날 가장 익숙한

biscotti는아마도 15세기동안에원래 Tuscan 포도주와함께

그것을 내놓았던 한 이탈리아 제빵사에게서 유래했을 것이다.

그것은너무인기가있어서각지방은자기나름의형태를개발

했다. biscotti는보관수명이길어서Christopher Columbus

와그시기의다른선원들이특히좋아하는것이었다고한다. 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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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리아어로‘biscotto’라는단어는‘비스킷’이나‘쿠키’를의

미한다. 보다구체적으로말하자면, biscotti는그것의원래(빵)

굽는방식에따라서이름이붙여진것이다. ‘bis’와‘cotto’라

는어근은말그대로‘두번’과‘구워진’이라는의미이다. 그것

의길고가느다란모양과바삭바삭하게씹히는느낌은 biscotti

를뜨거운음료와차가운음료에담갔다가먹는이상적인과자

로만들어준다.

Biscotti are said to have been a favorite of Christopher

Columbus and other sailors of the time because of

their long shelf life.(biscotti는 보관 수명이 길어서

Christopher Columbus와그시기의다른선원들이특히좋

아하는것이었다고한다.)라는문장에서③이글의내용과일치

한다는것을알수있다. 

● Many countries have their own variations of this

centuries-old cookie, but [the biscotti {(which) we

are most familiar with today}] probably originated

during the 15th century with an Italian baker [who

originally served them with Tuscan wines].
➞ { }로표시된관계절은 the biscotti를수식하고있으며

관계사which가생략되었고, [ ]로표시된첫번째부분

이 but 이하문장의주어이며동사 originated가뒤에이

어지고있다. [ ]로표시된두번째부분은관계절로 an

Italian baker를수식하고있다.

● Biscotti are said to have been a favorite of

Christopher Columbus and other sailors of the time

because of their long shelf life.
➞「be＋said＋to부정사」는‘~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라는

의미이고, 완료부정사「to＋have＋과거분사」는 술어동사

에의해기술되는상황보다앞에일어난상황을기술한다.

(= It is said that biscotti were a favorite of

Christopher Columbus and other sailors of the

time because of their long shelf life.)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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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등이있다. 스파게티호박(국수호박)은겨울호박의일종으로

엄밀히말해작은호박이며, 호박처럼심고가꾸어진다. 덩굴을

이루는유형의겨울호박은공간을많이차지하지않도록틀안

에가꾸어지거나울타리위를뻗어오르도록가꾸어질수있다.

버팀대를필요로할품종을기르고있다면, 심을때버팀대를세

워라. (심은) 다음에세우면그식물의뿌리를다치게할위험이

있다.

①같은겨울호박한그루에서암꽃과수꽃이모두핀다.

②몇몇현대의개량종은더촘촘하고무성하게성장하도록품

종개량이되었다.

③수확기가되면껍질이딱딱해진다.

⑤버팀대가필요하면심을때세워야하는데, 그렇지않으면뿌

리를상할수있기때문이다.

● Winter squashes are weak-stemmed, tender annuals,

[with large, cucumber-like leaves and separate male

and female flowers {that appear on the same plant}].
➞ [ ]로 표시된 전치사구 안의 { }은 관계절로, that의

선행사는앞에놓인 separate male and female flowers

이다.

● Vining types of winter squash can be caged or

trained to climb up a fence to save space.
➞문장의주어인 Vining types of winter squash는동사

cage와 train이나타내는동작의행위자가아니라대상으

로해석되므로수동태구조로표현된다.

55..
①

도르카스가젤

도르카스가젤은사막기후에잘맞는다. 그들은물을마

시지않고도평생을살수있으며, 필요한수분은자신이먹는

식물에서섭취한다. 건조한기후에잘적응해서건기에는매우

농축된 소변을 배설한다. 특히 더운 날씨에 그들은 보통 새벽,

해질무렵, 밤중에만활동한다. 하지만그들은필요하면심한고

온도견뎌낼수있다. 그들은먹이를찾아넓은지역을떼지어

이동하여달리곤한다. 무리는 40마리에이르는단일한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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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호박

겨울호박은줄기가약한, 연약한한해살이식물로, 오이

처럼생긴큰잎과한그루에서피는별개의암꽃과수꽃이있

다. 대다수겨울호박은덩굴식물로자라지만, 몇몇현대의개량

종은더촘촘하고무성한성장습성을가지도록품종개량이되

어왔다. 겨울호박품종은수확하여먹을때가되면껍질이딱딱

하다. 많이들기르는겨울호박의종류에는버터호두호박, 도토

리모양의호박, 바나나호박, 터키인의터번형호박, 수세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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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의감각에대한연구

새들은전형적인‘시각적동물’이지만예외들이존재한

다. 밤에사냥하는올빼미나쏙독새는방향을찾는데청각체계

에매우많이의존하는반면, (먹이를) 뒤져가며힘들게찾는많

은새들은먹이를찾고인식하는데촉각에의존한다. 최근까지

새들은미각이잘발달되지못했던것으로생각되었는데, 최근

의연구가이러한상황을바꾸어놓았다. 또한후각의중요성은

오랫동안제대로인식되지못했고, 후각의역할과중요성에대

한보다많은지식은단지느린속도로만얻어지고있다. 가장

흥미로운것은후각이비둘기의귀소행위에있어서중요하다는

의견인데, 큰견해의차이가존재한다. 이런 (귀소) 행위에있어

서비둘기가부화하고자라는지역에따라여러다른감각들을

사용한다는증거가늘어나고있다. 지금까지, 자기장감각의있

음직한역할과생물학적기초에대해서는거의알려진바가없다. 

귀소행동에있어서비둘기가부화하고자라는지역에따라여

러다른감각들을사용한다는증거가늘어나고있다고했으므로

글의내용과일치하는것은④‘비둘기가부화하고자라는곳에

따라다른감각을사용해둥지를찾아간다는증거가있다.’이다.

● There is increasing evidence [that pigeons use

different senses in this behaviour depending upon

the area {where they hatch and grow up}]. 
➞ [ ]로표시된 that 이하의절은앞의 evidence와동격이

다. { }로표시한부분은 the area를수식하는관계절로

서where는 in which로바꿔쓸수있다. 

소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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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④

자메이카

자메이카는카리브해지역에서세번째로큰섬으로, 면

적이 11,000 평방킬로미터이며 마이애미로부터 불과 550 마

일남단에자리잡고있다. 1962년 8월 6일에영국으로부터독

립했다. 민주주의에대한헌신뿐아니라, 해안, 농업, 보크사이

트같은천연자원을갖추고있어서독립할때자메이카는큰장

래성과잠재력이있는것으로여겨졌다. 그러나오늘날그러한

인식은바뀌었다. 자메이카는이제네번째로가장빚이많은신

정답

소재

해석

이루어지거나 100마리에 이르는 양성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먹이를찾지않을때면, 무리는보통다자란수컷한마리

를포함하여불과 12마리정도에이른다. 포식자에대항하기위

해때때로 2~5마리의수컷으로이루어진무리들이만들어진다.

그들은최근의강우로식물성장이활발해진지역에모이는경

향이있고, 다른가젤및낙타와어울리는수도있다.

②주로새벽, 해질무렵, 밤중에만활동한다.

③넓은지역을돌아다니며먹이를찾는다.

④먹이를찾지않을때는다자란수컷한마리를중심으로작

은무리를짓는다.

⑤다른종류의가젤및낙타와어울린다.

● They may go their entire lives without drinking

water, [obtaining necessary moisture from plants

{that they eat}].
➞ [ ]로표시된부분은분사구문으로, 분사 obtaining의

의미상의주어는상위절의주어 They[Dorcas gazelles]

이다. [ ] 안에 포함된 { }는 관계절로, 앞에 놓인

plants를수식한다.

● [When not hunting for food], groups usually only

reach about 12 in number, with one adult male.
➞ [ ]로 표시된 부분은 접속사 When이 명시적으로 표현

된 분사 구문이다. 분사를 부정하는 부정어 not은 분사

hunting 앞에놓인다.
77..

⑤

Zaynab Fawwaz

Zaynab Fawwaz는 South Lebanon의 가난한 가정

에 태어났다. 그녀는 어린 소녀였을 때 자신이 모시며 일했던

이집트가족과함께알렉산드리아로갔다. 그녀의여주인은자

기하녀의타고난지능에관심을갖고그녀에게읽기, 쓰기, 산

수를 배울 수 있게 해주었다. Zaynab은 교사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빠르게 배웠으며 얼마 안가서 이집트의 학자들과

계속공부를하게되었다. 마침내그녀는여성문제에대해매우

적극적인활동을하게되었으며여성인권에초점을맞춘선도

적인시와수필을썼다. 그녀의수필중가장유명한것은 The

Zaynab Letters였다. 그녀는또한페르시아인들이메디아사

람들을 정복했을 당시의 노예 제도를 비판하는 역사 로맨스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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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경제국으로빚이GDP의 150퍼센트이며, 전반적인경제성

장이고르지못하다. 국가세입의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가이

빚에대한이자를갚는데곧장들어가고국가는원조에크게의

존하고 있는데, 이는 자메이카가 국제기구로부터 신용을 얻기

어렵게만드는일련의요인들이다.

①Miami로부터550마일남쪽에위치하고있다.

②1962년에영국으로부터독립했다.

③민주주의에대한헌신과여러가지천연자원때문에독립당

시에장래성이많은것으로여겨졌다.

⑤국가세입의 60–70퍼센트가빚에대한이자를갚는데사용

된다.

● [{Between 60 per cent and 70 per cent of the

country’s revenues go directly towards servicing this

debt}, and {the country remains heavily reliant on

aid}], [a series of factors that make it difficult for

Jamaica to obtain credit from international sources].
➞첫번째 [ ]는두번째 [ ]와의미상동격관계이다. 첫

번째 [ ] 안에포함된두개의절 { }는 and로연결되

어병렬구조를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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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내용과일치하지않는다.

● It is estimated [that as many as 30 opera houses

were built in Utah before World War I].
➞ It은형식상의주어이고, [ ]로표시된 that 이하의절이

내용상의주어이다. It is estimated that ~은‘~인것으

로추정된다’라는뜻이다.

● [(Being) Constructed between 1908 and 1909 at a

cost of $20,000], the theater provided seating for

1,000 people and was considered by one

commentator to be the “finest playhouse south of

Salt Lake.”
➞Constructed between ~ of $20,000는 Being

constructed between ~ of $20,000의 뜻으로 이해할

수있다. 분사구문의의미상의주어는주절의주어인 the

theater이다.

99..
④

큰가시고기(stickleback)

큰가시고기는 얕은 민물에서 흔한 작은 물고기이다. 봄

에수컷큰가시고기각자가원형의둥우리를만든다. 그때회색

인그의몸이변해서턱과배는밝은빨강, 등은푸른빛이도는

흰색이된다. 몸의색이변하는것은암컷을유인하고수컷을쫓

는기능을한다. 알을가져배가부풀어오른암컷이큰가시고기

의둥우리구역내에오면수컷은지그재그를그리며암컷에게

다가가자기얼굴과화려한몸의옆모습을과시한다. 암컷이수

컷을따라둥우리로들어가면암컷은알을낳는다. 그다음수컷

은알을수정시키고암컷을내쫓는다. 이때짝짓기충동이진정

되고수컷은예전의회색이된다. 이제그의역할은알을지키는

것이다. 알이부화하면수컷은어린새끼가혼자살아갈정도로

커질때까지그들을보호한다.

수컷이 알을 수정하고 난 후 암컷을 내쫓는다고(̀The male

then fertilizes the eggs, and drives the female away) 하

였으므로④가글의내용과일치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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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⑤

Beaver Opera House

제1차세계대전이전에유타주에는 30개나되는오페

라하우스가지어졌을것으로추정된다. 그것들중대부분은파

괴되거나심하게변형되어서, 비버오페라하우스가유타주에

서가장잘보존된오페라하우스로남게되었다. 1908년부터

1909년사이에 2만달러의비용으로건설된이극장은천명의

사람들이앉을수있는좌석을제공했으며한논평가에의해“솔

트레이크남쪽에서가장훌륭한극장”이라고여겨졌다. 연극공

연외에도, 이건물은대형댄스홀, 체육관, 그리고후일에는영

화관으로 사용되었다. 1929년부터 1955년 사이에 주 방위군

의지역단위부대가이곳에머물렀다. 이곳은 1988년에개조

될 때까지 30년 동안 창고로서 역할을 했다. 현재 이곳은

Beaver Civic Center이다.

1988년에개조될때까지창고로사용되었다고했으므로, 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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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Qurush와Good Outcomes or the Shining Maidens

라는 소설 두 편과, 출판되지 않은 4막으로 이루어진 희곡

Passion and Loyalty를썼다.

4막으로이루어진희곡작품 Passion and Loyalty를썼으나

출판되지는않았다고했으므로, ⑤는글의내용과일치하지않

는다.

● As a young girl she went to Alexandria with the

Egyptian family for whom she worked.
➞whom의선행사는 the Egyptian family이며전치사 for

다음에쓰였으므로목적격whom을쓴것이다.

● Zaynab quickly learned [what her teachers had to

offer] and in time went on to study with Egyptian

scholars.
➞ [ ]로 표시된 부분이 동사 learned의 목적어이다. 관계

사what은‘~한것’이라는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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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 gray coloring then changes, so that [his chin and

belly are bright red], and [his back (is) blue-white].
➞ so that 이하가결과를나타내는데, [ ]로표시된두개

의 절이 and에 의해 결합되었다. 두 번째 [ ]에서 is가

생략되었다.

● When a female, [her belly swollen with eggs],

comes within range of the stickleback’s nest, the

male zigzags toward her, [displaying his face and

colorful profile].
➞When절의주어와동사사이에 [ ]로표시된분사구문

이 삽입되었다. When절이 묘사하는 상황과 동시에 일어

나는 상황을 나타낸다. 두 번째 [ ]도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묘사하는데, 주절의주어(the male)와동일하기때

문에displaying의주어가생략되었다. 

1100..
③

Joe DiMaggio

Joe DiMaggio는 Babe Ruth가 은퇴한 후 1년만인

1936년 Yankees에 입단하여, 3할 2푼 3리(.323)의 타율을

기록하고, 중견수로서 주자들을아웃시키며리그를이끌어, 즉

시스타가되었다. 그는출전한모든단독시즌마다올스타팀에

선출, 지명되었고, Yankees를 13년동안에 10번월드시리즈

로이끌었다. 수줍음이많은남자이긴했지만, Joe DiMaggio

는팬들에게예의가있었다. 그는또한완벽주의자였으며, 단지

자신이예전만못하다고느꼈기때문에, 1951년시즌을마지막

으로은퇴했다. 그는자신의팬들이최상의것보다못한것을보

길원치않았다. 똑같은이유로, 그는은퇴선수들의경기에모습

을보이고심지어옛유니폼을입긴했지만, 경기는절대하지

않으려했다. 그는최고의기량일때의모습으로기억되기를원

했다. 

그가활약했던 13년동안 Yankees를 10번 World Series에

진출시켰다고말하고있으므로, ③은 내용과일치하지않는다.

Joe DiMaggio(조 디마지오)는 힘과 기품을 겸비한 뉴욕

Yankees 팀중견수(̀1936~42, 1946~51)로, 미국야구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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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장뛰어난외야수가운데한명으로손꼽혔으며 1940년대

에최고의만능야구선수로명성이높았다. 

● He was also a perfectionist, and he retired after the

1951 season [because he felt {(that) he just wasn’t as

good as he used to be}].
➞ [ ]로표시된부분에서 that절 { }이 felt의목적어역

할을하고있으며, not as good as는‘~만큼잘하지못하

는’으로해석한다. used to는과거의한동안지속된상태

를나타내어‘예전에~이었다’로해석한다. 

1111..
⑤

30 St Mary Axe 건물

런던중앙부의구시가지에서가장인상적인현대식건축

물은 30 St Mary Axe로, Swiss Re 건물, Pine Cone 또는

단지 Gherkin이라고 더 흔히 알려져 있다. 그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들, (그들의 회사인) Norman Foster and Partners는

그것을현대의상징건물이라고알렸고, 그들이만든그건물로

2004년 RIBA Stirling 상을받았다. 그 건물은런던중앙부

의구시가지의전통적인지평과시야에고층건물이바람직한가

에 관한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왔다. 하지만 그 건물이 Swiss

Re 사(社)에게상업적으로약간실망을주었다는사실은그다지

의심의여지가없다. 그 회사는 34층가운데 15층까지차지하

고있지만그건물의나머지절반을다른단일조직에임대하는

데성공하지못했다. 그결과그공간은더소규모의임대로나

누어졌다. 

‘~ has never succeeded in renting the other half of the

building to another, single, organization’ 부분을볼때그

건물의나머지절반을다른단일조직에임대하는데성공하지

못했다고했으므로⑤는글의내용과일치하지않는다. 

● But there is not much doubt [that it has been a bit of

a commercial disappointment for Swiss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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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대상파악강

본문78쪽

정답④

해석 Ellen Langer는 어머니에게 구이용 고기를 조리하는

법을 배웠다. 어린 소녀였을 때, 그녀는 어머니가 고기를 구이

용팬에놓기전에고기의한쪽끝을조금잘라내는것을지켜

보곤 했다. 어른이 되어서 그녀는 그와 똑같은 과정을 따라했

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에게 의문이 하나 생겼다. 왜 고기의

한쪽 끝을 잘라내야 했을까? 그녀가 어머니에게 묻자, 어머니

는당신의어머니에게그렇게하는것을배웠노라고말할뿐이

었다. 그러고나서 Langer는할머니에게물었다. 그녀는자신

이 젊은 어머니였을 때, 그녀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구이용 팬

이보통의구이용고기조각을넣기에너무짧아서팬안에그

것이 들어맞게 하려면 그 끝을 잘라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오래전부터더큰크기의구이용팬들을샀고, 그후로

는 한쪽 끝을 자르지 않았다. 하지만 수년간 Langer와 그녀

의어머니는별생각없이늘하던이과정을따랐던것이다. 

Zoom In

1. ⑤ 2. ③ 3. ② 4. ①

11..
⑤

골프선수의정직함

영화‘Bagger Vance의 전설’의 한 장면에서 Matt

Damon이연기한Rannulph Junuh가자신의골프경기를만

회하려고하지만그는중대한실수를해서공이나무숲속으로

들어가게된다. 공을 다시골프그린에올려놓은뒤그는그의

샷을위해트인길을만들려고공바로옆에있는작은가지를

치운다. 그가작은가지를치울때공이옆으로약간구른다. 규

정대로라면그는그것을한타(打)로세야한다. 시합의그시점

에서 Junuh는충분히앞서있었고만약그가규정을무시하면

그는이길수있고재기에성공하고그의예전의영예를회복할

수있었다. 그의어린조수가눈물을글썽이며 Junuh에게공이

움직였다는것을무시하라고간청한다. “그건우연히그렇게된

거잖아요,”조수가 말한다, “그리고 그건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규정이에요. 게다가 아무도 모를 거예요.”Junuh는 그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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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③

프레리도그의굴만들기

프레리도그는 서로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들의

굴은 몇 피트에서 50피트(̀1에서 15미터) 정도 떨어져 위치해

있을수있다. 독수리같은적이마을에나타날경우경고음을

내줄수있는이웃이있기에평지에나무가없는대초원에서더

안전하게살아간다. 또한굴입구마다튼튼한담이있어서심한

폭우후에도프레리도그의굴속으로물이들어가지않게된다.

굴은 실제로 탁 트인 대초원에서 프레리도그가 숨을 수 있는

정말유일한곳이기때문에이동물들은많은시간을포식자와

날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자신들의 집을 짓고 보수하는데

바친다. 능숙한발과뭉툭한주둥이로프레리도그는계속입구

주변에흙을쌓아모양을만들고다진다. 

‘~ having a sturdy wall around the entrance to each

burrow keeps water from rushing into a prairie dog’s

burrow after a heavy downpour’ 부분을볼때굴속으로물

이들어차는것을막기위해튼튼한담을쌓는다고했으므로, ③

은글의내용과일치하지않는다. 

● Having neighbors [who can sound an alarm {if an

enemy like an eagle should show up in town}]

makes life more secure on the flat and treeless

prairie.
➞주어는 Having neighbors이고, 동사는 makes이다.

who가 이끄는 [ ] 부분은 관계절로 앞에 있는

neighbors를 수식한다. 그 안에 있는 { } 부분은 if가

이끄는조건을나타내는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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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이이끄는 [ ] 부분은앞에있는 doubt를설명하는

동격명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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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며태연하게말한다, “내가알거야. 그리고너도알거야.”

⑤는 the assistant를가리키고, 나머지는Rannulph Junuh를

가리킨다.

● There’s a scene in the movie The Legend of Bagger

Vance [where {Matt Damon’s character, Rannulph

Junuh, is attempting to get his golf game back}, but

{he makes a critical error} and {his ball ends up in

the woods}].
➞where가이끄는 [ ] 부분은 a scene을수식하는관계절

이다. 그안에 { }로표시된 3개의문장이접속사인 but

과 and로이어져있다.

22..
③

흑인역사학자George Washington Williams

크게 인기를 거둔 자신의 책들 때문에, George

Washington Williams는인기강사가되었고유럽여행을여

러번했다. 이여행중에한번, 그는벨기에국왕인 Leopold 

2세를만났는데, 그국왕은아프리카에있는콩고자유국의개

발을돕도록그를설득했다. 비록 Congo가‘자유국’이라고불

렸지만, 그 나라는그국왕이소유한식민지였다. Williams는

그곳을방문하기로결정했다. 그여행은그에게엄청난충격이

었음이드러났다. 비록그(Leopold)가노예제도에반대한다고

Leopold가말했지만 Williams는콩고사람들이노예처럼다

루어지고있는것을발견했다. 고무농장에서장시간일하도록

강요받으면서그들은심한혹사를당해야했다. 그가목격한것

에격분하여Williams는‘벨기에국왕Leopold 2세전하에게

보내는공개편지’를썼다. 그편지에서그는국왕과국왕의아프

리카에서의통치를비난했다. 

①, ②, ④, ⑤는주인공인 George Washington Williams를

가리키지만 ③은 벨기에 국왕 Leopold 2세(King Leop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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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를 가리킨다. George Washington Williams는 19세기

미국의역사학자로유명했으며흑인들의인권보호를위해노력

했다.

● [Outraged by {what he saw}], Williams wrote “An

Open Letter to His Serene Majesty, Leopold II, King

of the Belgians.” 
➞ [ ] 부분에서 Outraged는 과거분사로 주절의 주어

Williams를의미상의주어로삼고있는분사구문을이끌

고있다. 관계대명사what이이끄는 { }는전치사 by의

목적어역할을하고있다.

33..
②

수업받고있는학생과복도에있는친구의장난

친구인Amy가계속흥미를가지려고애쓰는것을보면

서Laurie는그녀가기운이나게할만한것이필요하다고판단

했다. 그래서 그녀는 문 바깥쪽 Amy는 그녀를 볼 수 있지만

Mr. Gabondi는 (그녀를) 볼 수 없는 곳에 자리를 잡고,

Laurie는사시눈을하고바보같은표정을지었다. Amy는웃

지않기위해그녀의손을그녀의입에갖다대는반응을보였

다. Laurie는다른표정을지었고 Amy는보지않으려고노력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친구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보기위해돌아보지않을수없었다. 그러고나서 Laurie는유

명한그녀만의물고기표정을지었다. 그녀는그녀의귀를밖으

로밀어내고, 사시눈을하고, 그녀의입술을오므렸다. Amy는

웃지않으려고너무노력한나머지눈물이그녀의볼을타고흘

러내리기시작했다. Laurie는그녀가더이상표정을짓지말아

야한다는것을알았다. 만약 그녀가더이상표정을짓는다면

Amy는 아마 그녀의 자리에서 굴러 떨어져 책상 사이 통로로

구를판이었다.

①, ③, ④, ⑤는 모두 Laurie를 지칭하고, ②는 Amy를 지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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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①

해석당신도익히알고있는것처럼, 지난주 우리시에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결함이 있는 일부 전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결국에는 교외에 있는 한 블록 전체의 집들을 파괴

했습니다. 애초부터 강한 바람에 의해 불길이 거셌지만, 우리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제때에 도착할 수 있었더라면, 불길이 그

렇게 멀리, 그렇게 빨리 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시에는

시내에 있는 소방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 시의 시

장이시니, 우리 지역에 새 소방서를 하나 설립해 주시겠습니

까? 우리에게는 소방서 하나가 긴급히 필요합니다. 당신의 답

변을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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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목적파악강

1. ④ 2. ③ 3. ④ 4. ③

11..
④

여자기숙사를위한모금

여기 Sanders 대학에서가장필요한것이무엇인지젊

은여성들에게물으면, 첫번째응답은언제나여자기숙사입니

다. 그들은친교를나눌수있고안전한공동생활의장소에서살

기를바랍니다. 우리는최대 20명의여학생을수용할건물을취

득하고자 하는 우리의 계획을 진행해도 된다는 대학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

다. 우리를재정적으로도와주는것을고려해주시겠습니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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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ching her friend Amy struggle to stay

interested], Laurie decided she needed some

cheering up. 
➞ [ ]로표시된부분은As Laurie watched ~ interested

라고볼수있다. 

● Amy was trying so hard not to laugh that tears

started to roll down her cheeks.  
➞‘참으로~해서…하다’의의미를나타내는「so ~ that …」

구문이사용되고있다.  

➞ [ ]로표시된관계절은his mother에대한설명이다.

● Bernard vacuumed the same way [he must have

mowed the front yard], in ragged, starlike clusters. 
➞ [ ]로표시된부분은앞에나온 way를수식하는관계절

이다.

44..
①

진공청소기로청소하는남자

Mr. Harton을집으로들이기전에 Bernard는진공청

소기로청소를했다. Mr. Harton이그의실물선전용도구(즉

진공청소기)를두고갔고, Bernard는그가그것을돌려줘야하

기전에샘플진공청소기를사용해보고싶었다. Bernard는진

공청소기를가지고있지않았고, Bernard의아파트는그를떠

난개때문에여전히털이많이있었다. Fern이 Bernard의미

숙한진공청소기청소작업을지켜보았다. 그는오렌지색소파

부터시작했다. Fern은가구를진공청소기로청소하는사람을

본적이없었다. 그는그녀의어머니와는완전히달랐는데, 그녀

는사선방향으로진공청소기로청소를했다. Bernard는분명

그가앞뜰의잔디를깎았을방식과같은방식, 들쑥날쑥한별무

리모양으로진공청소기로청소를했다. 그는십중팔구잔디깎

는기계도빌렸을것이라고 Fern은생각했다. 그는작고, 낮게

툭툭거리는 진공청소기 모터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Mr.

Harton에대한이야기를하였고, Fern은빠르게움직이는진공

청소기의흡입구부분을피하려고애쓰며주의깊게들었다. 

②, ③, ④, ⑤는모두 Bernard를지칭하고, ①은 Mr. Harton

을지칭한다. 

● He was nothing like her mother, [who vacuumed in

diagonal 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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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③

설문조사의취지와내용설명

이설문조사는 Jordan 대학교대학교육 (과정)의컴퓨

터기술에관한 (박사) 학위논문조사연구입니다. 과학기술은

교육과정의점점더중요한측면입니다. 학생들이교실에서어

떻게과학기술과상호작용을하는지더잘이해할수록학생들이

학교와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되도록 보장해 주는 교육과정을

더잘설계할수있습니다. 여러분의입력정보는이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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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구체적인 도전과제는 100명의 개인이나 가족이 2013년

1월부터한달에 $100씩 12달간기부할것을약속하는것입니

다. 이자금은, 이미주어진것에더하여, 2016년가을학기까

지건물을준비하고자하는목표에순조로이다가가도록도와줄

것입니다. 기부금은편지지윗부분에인쇄된주소나 PayPal로

보낼수있습니다. 

설문조사결과학생들에게여자기숙사가가장필요하다는것

을피력하며기숙사취득을위한기부금을모으려는글이다. 그

러므로 ④‘기숙사 확보를 위한 기부금을 부탁하려고’가 글의

목적으로가장적절하다. 

*PayPal은 인터넷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로 거래를 할 때 신

용카드번호나계좌번호를알리지않아도되도록한시스템

이다. 

● Our specific challenge is [for 100 individuals or

families to commit to giving $100 a month for 12

months beginning in January 2013]. 
➞ [ ]로표시된부분에서 to부정사의내용상의주어는 for

가유도하는100 individuals or families이다. 

● These funds, [combined with {what has already been

given}], will put us well on our way to being able to

have the residence ready for the Fall 2016 semester. 
➞ combined로 시작하는 [ ]는 분사 구문으로 when

they are combined ~의의미로생각할수있고, { }로

표시된부분은전치사with의목적어역할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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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④

불우이웃을돕기위한모금

The Warm Heart Organization은 2013년 4월 5일

금요일에연례모금운동을시작합니다. 여러분의재원과직원

들의재원에대한많은수요가존재한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

만, 이보람있는좋은일을다시한번후원해주셨으면합니다.

이전에귀하의회사는이운동을이끌어나가는리더들중하나

였습니다. 귀사직원들에게기부할돈이많지않을것이라는사

실을알고있지만, 현재 저희에게는그어느때보다기부가더

많이필요합니다. 우리의도움을필요로하는그렇게도많은사

람들에게변화를가져다줄수있도록관대한귀사직원들의베

푸는 정신에 저희가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올해에는 각

회사들이마음의문을열고직원들의기부금과같은액수를기

부해주시기를바랍니다. 세금을공제받게되는기부금을보낼

때에, 우리가제공하는보살핌을절실히필요로하는지역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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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단계에해당합니다. 설문조사는두개의주요부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첫 번째부분은여러분의전반적인정보에

해당하고두번째부분은컴퓨터에관한여러분의태도에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자발적으로이조사에참여하실수있습니

다. 이연구와연관되어얻어지는그리고여러분의신상을확인

할수있는어떤정보에대해서든비밀이보장될것입니다. 설문

지작성을완료하면강사님께제출해주세요.

설문조사를부탁하면서연구조사의용도를설명하고있고조사

의구성과응답방법등을서술하고있으므로글을쓴목적으로

는‘설문조사의취지와내용을설명하려고’가가장적절하다.

● [The better we understand how students interact with

technology in the classroom], [the better we can

design curricula to ensure {that students will become

competitive at school and in the marketplace}]. 
➞두 개의 [ ]는‘~하면 할수록 더욱 …하다’는 뜻의

「the＋비교급~, the＋비교급 ...」구문이다. that절 { }

는 ensure의목적어역할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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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조, 분위기, 심경파악강

본문90쪽

정답①

해석나는시야에떠오르는아름답고넓게뻗은해안선을보았

다. 정말멋졌다! 바다에서이틀을보낸후나는드디어무한한

기회의 땅을 보았다. 그것이 미소 지으며 내게 오라하듯이 내

앞에 있었다. 누구든 그런 초대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나는 이

런미지의땅에서성공을찾기위한훌륭한계획으로꽉차있

었다. 나는작년에오지마을에병원을개원했던 Gilbert 박사

님이 제의하신 일자리를 받아들였다. 어떻게 나의 꿈이 현실이

될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내게 큰 즐거움을 주었다. 나는 해

안을다시한번바라봤다. 저멀리산의윤곽과집들의모양이

안개 사이로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다. 그들은 끝없는 희망으로

나를반겼다. 

Zoom In

1. ② 2. ⑤ 3. ③ 4. ①

5. ① 6. ④ 7. ⑤ 8. ②

44..
③

의료보험료인상

건강보험프로그램은항상 Northern Industries 주식

회사직원들에대한우리의헌신의중요한부분이되어왔습니

다. 우리의종합의료급부금패키지가국내최우수순위명단에

계속적으로들어있는것에대해자부심을느낍니다. 그러한포

괄적인패키지는값싸게얻어지지않습니다. 지난 10년동안에

건강보험비용만 300퍼센트가넘게상승하였습니다. 2년전만

해도우리회사의직원 1인당월건강보험비용은 515달러였

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569달러로 상승하였습니다. 우리는 여

러분의 보험료를 인상시키지 않고 그 상승분의 비용을 부담할

수있었습니다. 하지만올해 639달러로대폭인상되어어쩔수

없이여러분에게그인상분을분담해줄것을부탁드릴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건강보험급부금을유지하기위해서, 여러분

은한달에 119달러를지불하게될것입니다. 여러분의건강보

험프로그램의대부분(한달에 520달러)을Northern에서계속

지불합니다. 우리는그것이현명한투자라고생각합니다.

의료보험비용이인상되어부득이의료보험료를인상하게되었

음을알려주는내용의글이다. 이러한글의목적으로가장적절

한것은③이다.

● We were able to absorb that jump without

increasing your contribution.
➞「be able to＋동사원형」은‘~할 수 있다’라는 뜻이며

「without -ing」는‘~하지않고서’라는뜻이다.

정답

소재

해석

체의사람들을도와주고있다는확신을가지실수있습니다. 여

러분의지속적인후원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불우이웃을돕는기부금모금운동에참여해줄것을부탁하는

내용의글이므로, ④가이글의목적으로가장적절하다.

● [We know {that your employees might not have

much money to give}], but [we need donations now

more than ever].
➞ { }로표시된 that절은동사 know의목적어역할을한

다. [ ]로표시된두개의절이접속사 but에의해연결되

었다.

11..
②

소년의자족하는바닷가생활

소년은암초의가장자리를따라돌아가서, 돛을내리고,

배밖으로닻의역할을하는산호덩어리를떨어뜨렸다. 그다음

에낚싯줄을꺼내서낚시바늘에게살한조각을미끼로달았다.

그는자기자신에대한자신감이라는이러한새로운지각, 바다

정답

소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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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⑤

벽장속에서나타난괴이한존재

Amanda의 뒤쪽 어디선가에서 갑자기 희미하게 딸깍

소리가났고, 흐릿한불빛이나타났다. 그것은벽장안쪽에서새

어나오고있는듯했는데, 커튼과 Amanda가벽장문앞에걸어

두었던구슬을꿴긴줄들사이에서희미하게빛나고있었다. 그

희미한한줄기빛의한가운데에한어두운형상이나타났다. 그

것은불분명했지만명백히사람의형상이었는데, 목과어깨위

정답

소재

해석

의위협으로부터의이러한해방을최대한즐기고싶었다. 그는

애정을담아육지를돌아보았지만갈망하면서는아니었다. 사라

져가는빛속에서자주색으로보이는높은봉우리가하늘을배

경으로한채서있었다. 계곡은신비로움으로덮여있었다. 요

몇주내내그는이섬근처에살아왔고그섬의선물에감사했

다. 그러나그는저도(低島: 산호초만으로이루어진섬)에서태

어났고그의모든삶을확트인바다의광활함과바람이쓸고간

야자수속에서보냈다. 바다는육지만큼이나많은부분이그를

이루는요소였다.

섬에서태어나바다가까이에서살아온소년의자신에대한자

신감과섬에대한감사함이언급되어있으므로글에나타난소

년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만족한’상태일 것이다.

①지루한③무서워하는④궁금한⑤후회하는

● The boy went around along the edge of the reef,

lowered his sail, and dropped overboard the lump

of coral [which served as anchor]. 
➞went around, lowered, dropped는 and로연결되어병

렬구조를이루고있으며, [ ] 안의관계절은 the lump

of coral을수식한다.

● The sea was as much his element as the land.  
➞동등비교 구문으로「as ~ as …」는‘…만큼 ~한’이라는

의미를나타낸다. much는 his element의양·정도를나

타내는말로서, many가아닌셀수없는명사를수식하는

much를쓰는것에유의한다.

에두개의긴이글거리는눈을가진둥그런머리였다. 다른어

떤이목구비도얼굴에나타나지않았고, 눈은점점더강렬하게

이글거렸으며, 얼굴의완전한어둠속에박혀있었다. David는

그의눈을깜빡이고머리를흔들었지만그형체는마치바람결

에살랑거리는것처럼그저끊임없는움직임속에흔들거렸다. 

벽장속에서빛이일어나고그빛속에괴이한형체가나타난장

면을묘사하는내용이다. 괴기소설의한구절로묘사되고있는

대상이매우무서운형상을하고있고상식적으로이해할수없

는존재로보이므로⑤‘무시무시하고불가사의한’이글의상황

을묘사하는말로가장적절하다. 

①소란스럽고즐거운

②고요하고평화로운

③슬프고불행한

④엄숙하고신성한

● It seemed to be coming from inside the closet,

[shining dimly through the curtain and the long

strands of beads {that Amanda had hung in front of

the closet door}]. 
➞ [ ]로 표시된 부분은‘and it shone dimly ~’가 분사

구문으로 표현된 형태이다. { } 부분은 the long

strands of beads를수식하는관계절이다. 

● David blinked his eyes and shook his head, but the

figure just wiggled in constant motion, [as if (it was)

swaying against the wind].
➞ [ ]로표시된부분은‘마치 ~인것처럼’의의미를나타

내는데 it(the figure) was가생략되었다. 

33..
③

Prue에대한감탄과찬양

나로서는, 어느누구도내가 Prue의눈속에서보는것

보다더부드러운하늘을볼수있다고믿지않는다. 또한내가

Prue의목소리에서듣는것보다더달콤한음악을들을수있다

는것도믿을수없고, 내가 Prue의정신이그렇다고아는것보

정답

소재

해석



55..
①

농장에서이룬활동

오늘나는농원지역에서지역사회봉사활동에참여했

다. 거기서보게된멋진장면은대부분의학생들이점심식사를

끝마치는데거의 20분이걸리지않았다는것이었다. 점심식사

후에풀베는작업을하는학생들은그날남은시간동안담당

할지역을나누었고, 관목을담당하는학생들은농원뒤쪽에있

정답

소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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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더천상의빛이나는신전을찾을수있을거라고도믿지않

는다. 그리고평화롭고만족감을주는사랑스러운이미지로스

스로기쁨을얻고싶을때, 나는 Sharon 평원이나 Enna 계곡,

Arcadia나Claude의그림들을생각하지않는다. 대신에내인

생의가장큰행운은그녀와이름을나란히할수있는권리라고

느끼면서미소를지으며조용히자신에게 “Prue와나”라고속

삭이는것이다. 왜냐하면그녀를생각하면마치바로나의심장

이내안에서미소를짓고있는것같기때문이다.

‘I’가 ‘Prue’의눈빛과목소리, 정신에대해감탄하며칭찬하고

있으므로글에나타난필자의어조로가장적절한것은③‘찬양

하는[감탄하는]’이다.

①해학적인[유머러스한]  ②슬픈 ④짜증이난 ⑤너그러운

● For my part, I do not believe that any man can see

softer skies than I see in Prue’s eyes; [nor hear

sweeter music than I hear in Prue’s voice]; [nor find

a more heaven-lighted temple than I know Prue’s

mind to be].
➞첫 번째 [ ]로 표시한 부분은 I do not believe that

any man can hear sweeter music than I hear in

Prue’s voice either.라는문장에서 not ~ either 대신에

nor를 쓰고 앞의 문장과 반복되는 나머지 부분을 생략한

형태이다. 두번째 [ ]로나타낸부분도이와마찬가지의

형태로서 I do not believe that any man can find a

more heaven-lighted temple than I know Prue’s

mind to be either.라는문장을줄인것이다.  

44..
①

호젓한강에서의수영

그녀는안전함을느낄때까지잠수를할준비가되어있

지않았기에평영으로수영을하면서머리를계속수면위에두

었다. 몇번의스트로크(수영동작)를한후에그녀는수영을멈

추고바닥쪽으로발을뻗쳤다. 그곳에있었지만(발이바닥에닿

았지만) 물은그녀가예상했던것보다급속히깊어져갔고, 이미

정답

소재

해석

그녀의가슴까지차올랐다. 그녀쪽에서별노력을기울이지도

않았는데도물살은그녀를빠르게아래쪽으로밀어냈다. 본능적

으로그녀는그것을거슬러서수영해올라가기시작했다. 이제

그녀는강물의진정한힘을느꼈고, 그것은그녀가감당할수없

을정도는아니었지만강했다. 평영으로그녀는강둑과수평을

유지할수있었고, 다소의노력으로그녀는그녀가그것을조금

씩거슬러나아갈수있음을발견하였다. 그녀는다시발로바닥

을짚었고물속으로아래를들여다보았다. 그것은맑았고그녀

는물살을마주하여몸의균형을유지하면서강바닥을쉽게볼

수있었다. 그녀는마침내긴장을풀었다. 이강은충분히우호적

이었다. 여기에서는두려워할것이없었다.

한소녀가강변에서산책을하다가물에들어가수영을하는장

면이다. 처음에는생각보다수심이깊고물살이빠른것을발견

하고다소의걱정을했지만곧수영을하기에안전하다는점을

발견했으므로‘worried(걱정하는) → relieved(안심하는)’가

심경변화를나타내기에가장적절하다.

②신이나는→실망한

③궁금해하는→지루해하는

④창피한→자랑스러워하는

⑤편안한→두려워하는

● She swam breaststroke and kept her head above the

surface, [not ready to go right under until she had

felt safe]. 
➞ [ ]로표시된부분은 as she was not ready to go ~의

의미를나타내는분사구문이다. 



는다른한지역을끝마치기로결정했다. 채소를맡은학생들은

곧바로일에복귀했고, 나는여자아이들과다시잡초제거작업

을시작하고있었다. 우리는함께약 30 그루의더작은꽃들을

심었으며우리가한일을멀찌감치바라볼때에정말로흐뭇함

을느꼈다. 내가다섯시간동안쏟아부은고된노력이거기에

있었으며, 나는의기양양함을느꼈다. 나는원예활동을통해서

그렇게의미있는경험을하게되리라고전혀생각하지못했다.

사람들이공동의목표를위해서함께열심히노력할때에위대

한일이이루어진다는것을나는깨달았다.

필자는사람들과협력해서일을하여이룩한농장에서의성과를

바라보며흐뭇해하고있다. 이러한글에드러난 ‘I’의심경으로

가장적절한것은①‘자랑스럽고만족스러운’이다.  

②차분하고마음이놓인 ③걱정스럽고염려되는

④부끄럽고치욕스러운 ⑤좌절감을느끼고실망스러운

● After lunch [the mowing students divided up their

areas for the rest of the day], and [the shrubbery

students decided to finish another area towards the

back of the garden].
➞ [ ]로표시된두개의절이접속사 and에의해연결된구

조로이루어진문장이다.

66..
④

황량한겨울밤의분위기

그 시골지역에는 깊은 정적이 감돌았는데, 검은 나뭇가

지들사이로쌩쌩거리고, 집을휘돌며울부짖고, 복도를따라돌

풍을일으키며사라져버리는북동풍의소리만이그러한정적을

깨뜨렸다. 단단한서리가공기를맑게하고자신의손아귀에땅

을움켜쥐었다. 도로들은새로운놀라움으로항상우리에게충

격을주는심한금속성울림소리로모든소리들을되돌려보냈다.

늦게귀가하는술주정꾼의무거운발걸음소리, 혹은파리로돌

아가는택시소리가이례적으로또렷하게멀리서들려왔다. 밖

의마당에서는소용돌이치는돌풍에날리는몇개의나뭇잎들이

조용했던밤에소리를만들어냈다. 그것은우리의이기적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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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⑤

기억력을대신하는필기

단기기억력이없는사람이세상에서어떻게살아갈수

있을까? 차에탄이유를기억하지못한다면어떻게직장에차를

몰고갈수있겠는가? 사람의얼굴을기억하지못한다면어떻게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겠는가? 이러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서, Leonard는임기응변으로하나의“체계”를생각해낸다. 그

체계는 단순하다: 쓰는 것이다. Leonard의 생활 속에서의 길

찾기는필기, 즉폴라로이드사진과함께짝을이루어기억력을

대신해주는글과메모들에의해좌우되고있다. 그의호주머니

는이것저것적어놓은것들로가득한데어떤것들은냅킨위에

쓰여있고또어떤것들은폴라로이드사진위에쓰여있는데그

모든것은그가세상을이해하는기초를제공해준다. 그의주머

니에는“나의차”라는글과함께재규어자동차의사진이있어

주차장의어떤차가그의것인지일깨워준다. 그가알고있는모

든사람들도비슷한방식으로기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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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함으로부터여행자와가난한사람들에대한동정심의메마른

표현을짜내는격심한혹한의서리낀저녁시간들중하나였다.

추운겨울밤, 바람소리, 돌풍에날리는낙엽, 메마른동정심등

의이미지를이용하여황량하고쓸쓸한분위기를만들어내고있

다. 이러한글에나타난분위기로가장적절한것은④‘황량한’

이다.  

①축제분위기인 ②평화로운 ③희망적인 ⑤긴박한

● A deep silence prevailed over the countryside,

[broken only by the sound of the northeast wind

{whistling through the black branches, wailing

about the house, dying in gusts along the corridors}].
➞ [ ]로표시된부분은분사구문이다. 정적이깨지는것이

므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분사 broken을 썼다.

the northeast wind를 whistling ~, wailing ~, dying

~이뒤에서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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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검토하면서, 연구자들은

해를 가한 사람들이, 아마도 수치심과 죄책감으로부터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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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단기기억력을상실한 Leonard가단기기억을대신하

는필기로어떻게정상적인생활을할수있는지를감정을배제

하고사실적으로설명하고있기때문에, 글에나타난어조로사

실적(matter-of-fact) 어조가가장적절하다. 단기기억력을상

실한사람이어떻게정상적인생활을할수있을지에대한의구

심을 나타내는 질문보다는 Leonard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애쓴노력의기술에글의초점이맞춰져있다. 

①걱정스러워하는 ②비탄에잠긴 ③열광적인 ④불신하는

● His pockets are filled with little texts, some written

on napkins, others written on Polaroids, [all

providing the framework for him to understand his

world]. 
➞ be filled with는‘~로가득차있다’의의미이다. [ ]는

분사구문으로앞문장을부연설명하고있다. 

● In his pocket is a snapshot of his Jaguar with the text

“My Car” [to remind him {which vehicle in the

parking lot belongs to him}]. 
➞전치사구가문두에위치하여주어와동사의위치가도치된

문장이다. [ ]로표시된부분은 a snapshot of ~ “My

Car”를 수식하는 부정사구이고 { }로 표시된 부분은

remind him (of) which vehicle ~ to him 형태에서전

치사of가앞에서생략되었다.

88..
②

빙벽등반

나는시계는없었지만, 매우짧다고여겨진시간이지난

끝에, 독특한마지막빙원에다다랐다. 이제, 온하늘은구름으

로덮여있었다. 왼쪽으로계속비스듬히움직이는것이더쉬워

보이기는 했지만, 정상 쪽으로 직진하는 것이 더 빨라 보였다.

정상높은곳에서대피처도없이폭풍을만나게되는것이두려

워, 나는직진경로를선택했다. 얼음은더가팔랐고얇았다. 나

는 왼쪽의얼음깨는도끼를휘둘러바위를내려쳤다. 나는 또

다른지점을겨냥했으나, 또다시그것은둔탁한철커덕소리와

함께단단한섬록암에맞아튕겨나갔다. 그리고계속되풀이되

었다. 그것은 북쪽 빙벽에서의 내 첫 번째 시도의 반복이었다.

내다리사이를바라보니, 아래로 2000피트넘는빙하가힐끗

보였다. 내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내 위

45피트지점에서빙벽은경사진산꼭대기의어깨부분위로물

러서있었다. 

빙벽에서정상으로가는최단코스를택하여오르다가바위를만

나서얼음도끼가튕겨져나오는상황이다. 글의분위기로는②

‘긴장되고무서운’이적절하다. 

① 활기차고축제분위기인 ③지루하고외로운 ④조용하고

평화로운 ⑤재미있고신이나는

● It looked easier [to keep angling to the left] but (it

looked) quicker to go straight for the top. 
➞대명사 It은 to부정사 [ ]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으며,

quicker 앞에는 it looked가생략되어있다. 

● [(Being) Anxious about being caught by a storm

high on the peak and without shelter], I opted for the

direct route. 
➞ [ ] 부분은첫머리에Being이생략된분사구문으로As

I was anxious about being caught ~로 생각할 수 있

다. 전치사 about 다음에는주어인 I가당하는입장이므로

수동의동명사(̀being caught)가쓰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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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④

그리스인의토론문화

개인이그들자신의삶을주관하고있고그들이선택한

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다는 그리스인의 믿음이 토론의 전통에

불을지폈다. 그리스시인호머는전사가용기로정의되듯이인

간은토론하는능력으로정의된다는것을명확히하고있다. 평

민은심지어왕에게도도전을할수있었고, 그러고도살아남았

을뿐만아니라때때로청중을 (왕이아니라) 자신의편으로움

직이기도 하였다. 토론은 시장, 정치 집회, 심지어 군대에서도

행해졌다. (그리스인이 누렸던 자유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그들

의세상에대한호기심이었다.) 고대문명중에서독특하게도가

장평범한질문뿐만아니라국가의중요한문제도권위적인명

령대신공개적이고수사학적인토론에의해흔히정해졌다. 

그리스의토론문화에관한글로, 토론문화의발달배경이되는

그리스인의 믿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신분, 토론을

했던장소및상황, 토론주제에대해이야기하고있으나, ④번

문장만그리스인의자유와호기심에대해이야기하고있다. 

하며 그들이 만든 치수 시스템이 아주 걸작이었다는 내용에서

마야인들이만든피라미드와그위에지은신전에대한설명인

④는글의흐름과관계없는문장이다. 

● The Mayans enforced conservation during low

rainfall years, [tightly regulating the types of crops

grown, the use of public water, and food rationing].
➞ [ ] 부분은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으로,

regulating의의미상의주어는The Mayans이다.

● As impressive as their elaborately decorated

temples were, their efficient systems for collecting

and warehousing water were masterpieces in design

and engineering.
➞「as＋형용사`＋as」구문이 문장 앞에 위치하면‘~이기는

하지만’이라는양보의뜻을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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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한 일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상처를

입은 사람의 분노를 격화시킬 수 있는데, 상처를 입은 사람은

반대로 기분이 상하게 된 사건을 실제보다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다. (평범한 인간관계에서 진심어린사과를 할때, 그것들은

쉽사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며 화해가 뒤따른다.)

상처입은사람들은그러한행위를심각한결과를수반하는것

으로, 그리고 용서할 수 없고 비도덕적인 진행 중에 있는 패턴

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있다. 각 사람은 그들 나름대로의 진실

을 가지고 있고, 양쪽 모두에게 왜곡이 존재한다. 따라서 진정

으로 사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을 단

순히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실제

로어떻게느끼는지에대해먼저주의깊게들어보아야한다.

1. ④ 2. ④ 3. ④ 4. ④

5. ② 6. ④ 7. ③ 8. ④

11..
④

마야인들의치수정책

과거를돌이켜보면서학자들은마야의지도자들이자신

들의불안정한강우에의의존에대해수세기동안알고있었다

는산더미같은증거를발견해왔다. 물부족에대해알고있었을

뿐만아니라기록도하고계획도세웠다. 마야인들은강우량이

적은해에는재배할작물의종류, 공공용수의사용, 식량배급을

엄격하게통제하면서물보존을시행했다. 3천년의통치중전

반기에마야인들은건기에대비해빗물을저장하는대규모지하

인공호수와수조를계속만들었다. (흔히가장중요한종교사

원은하늘에가장가까운곳으로여겨졌을우뚝솟은마야피라

미드꼭대기에있었다.) 그들의공들여꾸민신전들이인상적이

었지만, 물을모으고저장하기위한그들의효율적인체계는설

계와공법에있어서걸작이었다.

강우량이부족한것에대처하여마야인들이취한조치들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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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④

지진에대비한손상제어기술

지진은단단하게지어진건물도완전히파괴할수있지

만, 주로일본과미국의기술자들의공으로여겨지고있는손상

제어기술은건축물이자연의공격에덜취약하게만들었다. 지

진상황을모의실험하는기계를사용하여, 과학자들은높은빌

딩, 다리, 원자력 발전소, 가스 탱크, 송유관, 그리고 심지어는

냉장고나요리용레인지와같은가전제품들에까지지진이미치

는영향을연구한다. 그들이알게되는것은기술자들이지진의

파괴적인에너지를흡수하고분산시키는건축물을짓도록도움

을 준다. 예를 들어, 도쿄에 있는 오사카 세계무역센터 빌딩은

땅이흔들리거나바람이일어날때건축물의중력의중심을이

동시키기위해컴퓨터가유도하는슬라이딩추를사용한다. (일

본은인상적인수준의준비태세를갖추고있고, 수색구조로봇

부대를이용하여생존자들의위치를추적하고생존자들을구조

하고있다.) 충격을약화시키기위해, 또다른방법은빌딩의최

하단부와기초사이에강철과고무층을번갈아넣는것을이용

한다.

지진에대비하기위한건축에있어서의손상제어기술에관한

글로, ③에서그러한기술중컴퓨터시스템으로작동되는슬라

이딩추를이용하는도쿄의건축물을하나의사례로말하고있

고⑤에서건축에있어서외부의충격을약화시키는또다른방

법을설명하고있는데, ④에서언급하고있는일본의지진에대

한대비와수색구조로봇을이용한생존자구출에관한문장은

글의전체흐름과관계가없다.

● [What they learn] helps engineers build structures

[that absorb and dissipate a quake’s destructiv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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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④

영장류밀매의심각성

Linda Howard와 Dena Jones는‘크나큰 불행의 밀

매: 영장류거래’라는 2000년가을의한논문에서많은종의원

숭이, 침팬지, 그리고오랑우탄을포함한영장류의국제적거래

의문제를부각시켰다. 그필자들은영장류의불법밀매가살아

있는우리의가장가까운친척의감소를거의멸종에이를정도

로가속화하고있다고주장한다. 그들은 30,000마리가넘는영

장류가 야생에서 포획되어 매년 국제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고

추정한다. 국제경찰기관인인터폴은불법적인야생생물거래

가전세계적인암시장으로서단지마약다음가는연간수십억

달러의 사업이라고 단언한다. (인터넷 사용이 흔해지면서 웹상

에서의마약밀매가급증해왔고이는전통적인밀매보다훨씬

더많은어려움을제기하고있다고전문가들은경고한다.) 그동

물은식량으로, 실험실연구용으로, 전시용으로, 그리고각각의

사람들의반려로팔리고있다.

영장류밀매가국제적으로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다는문제

점을지적한글이므로, 인터넷을통한마약밀매의급증을언급

하고있는④가글의흐름과관계가없다.

● Experts warn [(that) drug trafficking on the web has

soared as Internet use has become commonplace,

{presenting far more challenges than traditional

trafficking}]. 
➞접속사 that이생략되어있는 [ ]는warn의목적어역할

을하고있다. { }는분사구문으로앞의내용을부연하

여설명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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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r, a Greek poet, makes it clear [that a man is

defined by his ability to debate like a warrior is

defined by his courage]. 
➞이문장에서 it은형식상의목적어이고, [ ]로표시된부

분이내용상의목적어이다.  

● [As striking as the Greeks’ freedom] was [their

sense of curiosity about the world].
➞첫번째 [ ]로묶은부분이문두로나가게되면서, 두번

째 [ ]로표시된주어부분과was가도치되었다. 



55..
②

기후에따른건축설계상의고려사항

극단적인기온은내부환경이안락하고주거가능한것

을확실히하기위해건축설계의필요조건들에영향을줄것이

다. 예를들면추운날씨는내부온도를관리가능하도록만들기

위해 두껍고 단열이 되는 벽을 필요로 한다. (건축은 상징적이

며, 그것과연관된의미를가질수있는데, 이것은성당과같이

종교적일수도있고관공서와같이국가의정체성과연관된것

일수도있다.) 마찬가지로매우추운기후에위치한건물에사

용되는창유리를줄이는것은그건물의열손실을줄일수있

다. 반대로뜨거운날씨는냉각을촉진하고가벼운자재를사용

하며햇빛이내부공간을가열하는것을방지하는특성들을통

합하는설계를필요로한다. 이러한기후에서건축설계는내부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하기 위해 구조물들 안에서 교차 통풍을

촉진할필요가있다.

건축설계에서는건물이위치할기후에따라실내온도의효율

적관리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는내용의글이다. 추운기후와

더운기후의건축설계시유의사항을나열하고있는데, ②는

건축물이나타내는상징적의미에관해언급하고있으므로전체

흐름에서벗어나고있다.

● Similarly, reducing the glazing [used in a building

{that is located in a very cold climate}] will reduce

the building’s heat loss. 
➞ [ ]로표시된부분은 the glazing을수식하여‘~에사용

되는’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로 표시된 부분은

[ ] 안에서 a building을수식하는관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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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정을다독이고기분을전환해주는음악의특성

음악의치료적이며기분전환적인특성을깨닫는데에

있어새삼스러운것이없다. 원시사회에서무당은의식과기분

의변화된상태를유발하기위하여반복적인리듬의북치는소

리를사용하였다. Martin Luther는세상의어떤것도슬퍼하

는사람들을즐겁게만들고, 즐거워하는사람들을슬프게만들

고, 절망하는사람들에게용기를주고, 자만하는사람들을겸손

하게만들고, 질투와증오를감소시키는데있어서음악만큼적

합한것은없다고말했다. 많은작가와철학자가지성보다는감

정을어루만지고분위기를만들어내는음악의특별한능력을지

적해왔다. (음악은우리각자의마음에이미지와특정한느낌을

불러일으키지만, 이 이미지와 느낌은 모든 청자에게 정확하게

동일하지(동일한 것과 비슷하지도) 않다.) Honoré de Balzac

가말했듯이, “음악은마음에호소하는데, 그것은향수처럼아이

디어를직접전달한다.”

음악이사람의감정을다독이고기분을전환해주는특성이있

다는내용이글의핵심이기때문에, 음악이사람각자에게같지

않은이미지와감동을불러일으킨다는④가전체흐름과관계가

없다.

● ~ nothing on earth is so well suited [to make the

sad merry, (and) the merry sad], [to give courage to

the despairing], [to make the proud humble], (and)

[to lessen envy and hate], as music.
➞‘…만큼은~하지않다’는뜻의「not so ~ as …」구문에

서 not 대신 nothing이사용되었다. [ ]로표시된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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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 ]으로표시한부분은문장의주어부이며여기

에서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that[the

thing] which의뜻을갖는다. help는목적어뒤에원형부

정사나 to부정사를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원형부정사

build를썼다. 두번째 [ ] 안의 that으로유도되는관계

절은 structures를수식하고있다.

● Conversely, hot weather requires designs [that

encourage cooling, use light materials and

incorporate features {that prevent sunlight from

heating internal spaces}]. 
➞ that절 [ ]는 design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그 관계

절안에있는또다른 that절 { }은 features를수식하

는관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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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as proper}]. 
➞첫번째 [ ]로표시된부분은‘목적’을나타내는부사적

용법의 부정사구이다. 두 번째 [ ]로 표시된 부분의 두

개의 { } 부분은 learn의 목적어로서 to do와 to

regard가 and로연결된병렬구조이다.

88..
④

소수의의견이다수의의견을바꾸는과정

사람들이노예를소유하고, 여성들에게투표가허용되지

않고, 아이들이건강에좋지않은환경에서충격적으로낮은임

금을받으며장시간일을했던때가미국에있었다. 하지만소수

의무리인폐지론자들, 여성참정권운동가들, 그리고아동복지

지지자들은그들의동시대인들보다더분명하게세상을바라보

았고이러한문제들각각에대한대중의의견을바꾸기위해부

단히일했다. 더넓은범위의일반대중의견해는각각의사안에

서바뀌었으며소수의의견이다수의의견이되었다. 이와같은

예들은우리에게비록동조압력이막강할수있어도다수의의

견이항상우세하게되는것은아니라는사실을일깨워준다. (소

수그룹의구성원들은그들이살고있는나라와사회에서차별

을받기쉽다.) 동조압력이저항을받을수있을뿐만아니라우

세하던다수의의견이바뀔수있을정도로소수의목소리가충

분히분명하게들릴수있게된다.

미국의역사상있었던변화의예들을들며동조압력이강력하

더라도소수의의견이다수의의견을바꿀수있다는내용이므

로④의‘소수그룹의사람들은살고있는국가와사회에서차별

을받기쉽다.’는말은글의흐름상자연스럽지못하다. 

● There was a time in the United States [when people

owned slaves], [when women were not allowed to

vote], and [when children worked long hours for

shockingly low pay in unhealthy conditions]. 
➞ [ ]로표시된부분세개는모두앞에있는 a time을수

식하는관계절로서and에의해병렬구조로연결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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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충격

어떤특정한문화의구성원들은적절한사회적행동, 타

인들의자극, 그리고수용이되는의사소통상호작용의결과에

어떤기대치를공유하고있다. 그러한기대는주로평범한개인

이 정해진 문화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노출되는

문화적응과정의결과이다. 개인들은비교적좁은범위의행동

이적절한것이라고받아들이도록사회화되며한문화의구성원

들은특정한방식으로일을하고, 이러한활동과관련된행동이

적절한것이라고여기는법을배운다. (문화적편견을극복하는

유일한진정한방법은가능한한많은문화들을탐색해보는것

이다.) 그래서 개인이 다른 가치와 신념, 태도, 세계관, 관습에

직면하게 될 때, 또 다른 문화와의 접촉은‘충격’이 되는 것이

다. 이개인들은언어의역할이나사회적관계의본질과중요성

과힘, 그리고정체성의형성과유지에대한이질적인가정들과

만나게되는것이다. 

문화충격 현상의 이유를 설명하는 글인데 ②는 개인이 하나의

문화에서사회화가되어동일한행동에대한규범을익히게되

면서 사회화가 된다는 내용이고 ④는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게

되면이질적인가치, 신념, 관습들과만나면서충격을받게된다

는 내용으로 ‘Thus(그러므로)’라는 연결어로 자연스럽게 이어

지고 있다. 따라서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③

이다.

● Individuals are socialized [to accept relatively

narrow ranges of behavior as appropriate]; members

of a culture learn [{to do things in a certain way}

and {to regard the behaviors surrounding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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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to부정사구가 and가생략된채연결되었다.

● Many writers and philosophers have pointed to the

particular ability of music [to touch the emotions

rather than the intellect] and [to create atmosphere].
➞ [ ]로표시된두개의 to부정사구가 and에의해결합되

면서 ability of music을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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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④

어린시절의경험에서유래한두려움

만일내가아이였을때개가공격하는것을보고겁에질

렸다면, 내가내인생의다른시기에개를볼때개가주변에있

으면불안해질지도모른다. 내남동생은다른곳에있었는지내

가본것과연관된두려움을경험하지않았다. 그는그것을전혀

보지못했을지도모른다. 내남동생은두려움과개에연관된경

험이없어서그의인생에서내가하는것과똑같이개에반응하

지않을것이다. 대부분의우리생각은우리에게 (논리적) 추론

능력이거의없거나아예없는인생의초기에형성된다.그래서

우리는그두려움혹은불안이어디에서비롯되는지모르기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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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있기때문이다. 다른사람들이또다른사람들이가장아름

답다고생각할것이라고생각할가능성이가장높다고생각하는

얼굴을선택하는것이한층더좋은방법일것이다. 혹은, 아마

도사람들은이런생각에있어서심지어한단계또는두단계

더나아가야할지도모른다.

주어진문장이상금을받기위해서경쟁자들이해서는안되는

선택을언급하고있기때문에상금이어떤선택을한경쟁자에

게주어지는지설명하는문장(̀The prize was ~ as a group.)

바로다음에이어져야한다. 또한, 다른사람들이가장아름답다

고생각할것이라고생각하는얼굴을고르는것이자신이가장

아름답다고생각하는얼굴을고르는것의대안이되기때문에,

주어진 문장이 Instead로 시작하는 문장 바로 앞인 ②에 와야

한다.

● Instead, one should pick the faces [that one thinks

others are likely to think the prettiest].
➞ [ ]로표시된관계절이 the faces를수식하는데, 이선행

사는 [ ] 내에서 to think의목적어로이해된다.

● It would be better yet to pick the faces [that one

thinks others are most likely to think that others

think are the prettiest].
➞ [ ]로표시된관계절이 the faces를수식하는데, 이선행

사는 [ ] 내에서 are the prettiest의주어로이해된다.

1. ② 2. ④ 3. ③ 4. ④

5. ③ 6. ⑤ 7. ⑤ 8. ②

11..
②

타인의생각을읽어야하는“미(美)”경연대회

일찍이한경제학자가주식에투자하는것을그가살았

던시대의인기있던“미(美)”경연대회에비유했는데, 이경연대

회에서경쟁자들은백장의사진들중에서여섯장의가장아름

다운사진을고르라는요청을받았다. 상금이한집단으로서의

모든경쟁자가선호하는것의평균에가장근접한선택을한경

쟁자에게주어졌다. 당연히, 그 경연대회에서 이기기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얼굴들을 고르지 말아야 한

다.대신에다른사람들이가장아름답다고생각할것이라고생

각하는얼굴을골라야한다. 그러나심지어그전략도최고가되

지않는데, 왜냐하면분명히다른사람도그것(그전략)을사용

정답

소재

해석

정답④

해석연구가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우리는 잘 생긴 사람들에

게 재능, 친절, 정직, 지능과 같은 호의적인 특성을 무심코 부

여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과정에서 신체적 매력이 한몫

을 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이러한 판단을 내린다. ‘잘

생긴 것이 선이다’는 이러한 무의식적 추정의 몇몇 결과에 나

는 겁이 난다. 예를 들면, 1974년의 캐나다 연방선거에 관한

한 연구는 매력적인 입후보자가 매력적이지 않은 입후보자에

비해 2.5배나 많은 득표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잘 생긴

정치인에 대한 그와 같은 편애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추적 연

구는유권자들이자신들의편견을알아차리지못했음을보여주

었다. 실제로, 조사를 한 캐나다 유권자들의 73퍼센트는 자신

들의투표행태가신체적외모에영향을받았다는것을최대한

강력한 말로 부인한 반면, 겨우 14퍼센트가 그러한 영향의 가

능성에 대해 고려만 했을 뿐이다. 유권자들은 선출 가능성에

대한 매력의 영향을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부인할 수 있지만,

증거는그것의골치아픈존재를계속해서확인해왔다.



PartⅠⅠ유형편

62 EBS 수능특강영어영역 형

문에어른이되어서어려움을겪는다. 우리에게스트레스혹은

정서적고통을유발했던그기억을우리가지워버렸는지도모

른다.

주어진문장은우리생각의대부분이논리적추론능력이거의

없는유년기에형성된다는내용이다. ④뒤의문장이갑자기원

인에대한언급없이두려움과불안이어디에서비롯되는지몰

라서어려움을겪는다는결과에대해말하고있으므로그원인

에대해언급하고있는주어진문장이④에들어가야글의흐름

이자연스러워진다.

● My brother may have been elsewhere so he didn’t

experience the fear [associated with {what I saw}].
➞「may＋have＋과거분사」는‘~했을지도 모른다’는 과거

사실에대한추측을의미한다. [ ]로표시된부분은 the

fear를수식하고있고, { }로표시된부분은관계사what

이이끌고있고 the thing which I saw라는의미이다.

● My brother will not have the same response to dogs

in his life as I do, because he has no experience

[associated with fear and dogs].
➞「the same ~ as …」는‘…와 똑같은 ~’라는 의미이다.

[ ]로표시된부분은 experience를수식하고있다.

33..
③

테니스기술발전에필요한보상

여러분에게테니스강습을해주는두명의테니스프로

선수를생각해보라. 첫 번째프로선수는여러분을격려하려고

언제나“잘쳤어요”와“스윙좋아요”와같은말을한다. 두번째

선수는여러분이정말스윙을잘할때에만“스윙좋아요”라고

말한다. “스윙좋아요”라는말을듣는것이 여러분에게타당한

보상을준다면, 여러분은두번째프로강사보다첫번째프로

강사를더좋아할것이다. 하지만여러분에게보상을주는것이

테니스를더잘치는것이라면여러분은첫번째강사보다두번

째강사를더좋아할것이다.그것은두번째강사가여러분에게

정답

소재

해석

44..
④

언어의소멸

세계여러곳에서, 이중언어를사용하는사회의화자들

은자기들의제2언어를선호하여자기들의모국어를버렸다. 사

회전체가그렇게하면효과적인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그언어

는소멸한다. ‘언어의소멸’이라는이과정은각기다른유형의

사회에영향을미치는전세계적인현상이다. 어떤경우에는, 원

어민들이침략과정복그리고이어지는압도적인힘에의한지

배를당하고나서자신들의모국어를버린다. 예를들면, 북미와

남미에걸쳐있는많은아메리카원주민의사회가자신들의모

국어 사용을 그만두고 모국어를 자기 나라의 지배적인 국어로

정답

소재

해석

해주는피드백이첫번째강사의것보다훨씬더유익하기때문

이다. 여러분은“스윙좋아요”라는보상을 추구하는것이아니

라테니스경기를더잘하게되는것을추구한다. 그래서피드

백은그것이공감이든강력한정타(正打, 상대의플레이에대해

직접적으로충고하는피드백방식을비유적으로표현함)이든간

에완벽한기술발전에중요하다.

주어진문장은테니스를잘치는것으로부터보상을느끼는사

람은(항상격려하는피드백을주는테니스강사보다) 정말격려

와칭찬이타당할때에만피드백을주는테니스강사를더좋아

한다는내용이다. ③ 뒤의문장이두번째강사의피드백이첫

번째강사의피드백보다더유익하기때문이라는이유를제시하

고있으므로주어진문장이들어갈가장적절한위치는③이다. 

● If hearing “good swing” gives you a justified

reward, then you will prefer the first instructor to

the second.
➞「prefer A to B」는‘B보다A를더선호하다’는의미이다.

● So feedback is essential to the development of a

complete skill—whether it be empathy or a strong

forehand.
➞「whether it (should) be A or B」의구문으로‘A이든B

이든간에’의의미이다.



55..
③

의무투표제의필요성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의 직접적인 참여에 달려 있는데,

이러한관점에서볼때, 우리의민주주의는참여부족으로위험

정답

소재

해석

대체했다. 모국어를지배언어로대체하는것은대개점진적인

과정으로, 먼저모국어를제한적인상호작용의영역으로국한

하고궁극적으로는모국어를완전히포기하기에이른다. 대체가

일단완료되면, 그모국어는인간세상으로부터사라지는데, 이

는언어의소멸의전형적인경우이다. 

이글의주제는언어의소멸이고, 주어진글은모국어를버리고

그나라안에서지배적인언어로대체한원어민의예를보여주

는문장이다. 빈칸④바로앞문장이이예의지원을받을만한

개괄적인진술이다. 한편빈칸④바로다음에이어지는문장은

언어대체의과정에대한설명인데, 이 문장앞에언어대체에

대한소개나언급이먼저되어있어야글의흐름이더자연스럽

다. 따라서그내용을포함하고있는주어진글이들어가기에가

장적절한곳은④이다.

● Replacement of native codes by dominant languages

is usually a gradual process, [{first restricting native

languages to limited interactional spheres} and

{eventually leading to their complete

abandonment}].
➞ [ ]로표시된부분은분사구문으로, { }로표시된두

개의분사구가 and로연결되어병렬구조를이루고있다.

● [Once replacement is complete, the native language

disappears from the human scene], [the classic case

of language death].
➞두번째 [ ]는첫번째 [ ]와의미상동격관계이다. 두

번째 [ ] 앞에 which is가생략된것으로이해할수있

다. 한편문장을시작하는Once는‘일단~하면(from the

time when something happens)’의의미를나타낸다.

66..
⑤

여성의신체적능력의신장

열혈여장부(주：Ardent Amazon은그리스신화에나

오는전설의여성부족인아마조네스에서따온명칭으로열정적

으로삶을사는여성을가리키는말로쓰임)에대한한가지흥

미로운사실은점점더많은여성이육체적인힘이요구되는직

정답

소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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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처해있다. 이러한위기에대한해법이적게나마개인의자유

를일부제한할수있는데, 이것은사회전체의이익을위한것

이다. 우리는사람들에게자동차를타고갈때안전벨트를맬것

을강요한다. 이와마찬가지로우리는투표의경우에도동일한

것을하는것(강제규정)을두려워해서는안된다. 낮은참여율

이이중적으로위험하다는점에서, 우리는이와같은유의조처

를명백히필요로한다. 낮은참여율은정치적인이슈나결정에

일반적으로관심이없다는것뿐만아니라우리가뽑은정치인이

주민전체를대표하지못한다는것을의미한다. 가난하고불우

한사람들이다른집단보다도투표할가능성이훨씬낮기때문

에이들은주류정치가들에의해쉽게무시당할수있다.

주어진문장이투표의경우에강제규정을두어야한다는내용이

고 Likewise로시작하기때문에이문장바로앞에또다른강

제규정을소개하는문장이있어야한다. 따라서이문장은안전

벨트의강제착용을주장하는문장바로뒤인③에와야한다.

● We definitely need this kind of measure [in that low

participation rates are doubly dangerous].
➞ [ ]로 표시된 in that은‘~라는 점에서, ~이기 때문에’

의뜻이다.

● They mean not only [that there is a general lack of

interest in political issues and decisions] but [that

our politicians are not representative of the

population as a whole].
➞ [ ]로 표시된 두 개의 that절이 각각「not only X but

(also) Y」의X와 Y자리를차지하면서, 전체가동사mean

의목적어역할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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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종사할수록 여성의 평균 체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960년대후반부터남성은자신들의최고마라톤기록

을 3분단축했다. 하지만여성은자신들의기록을‘31분’단축

했다. 참으로오랫동안 (여성의) 상당한수가강도높은신체적

훈련에접하는것이허용되지않아서여성(그리고남성)은여성

이남성보다더몸집이작고, 더약하고, 더느린것을천부적인

사실로받아들였다. 하지만더많은여성이신체적인훈련을받

고있고더강해지고있다. 한동안남성은신체적인힘을바탕으

로그들자신을구분할수있었다. 여성은이제야그기회를얻고

있고, 진짜경주에서달리거나그들의신체적능력을시험해보

지못했을수도있었던수백만의여성은그기회를얻기시작하

고있다.이것은두성간의신체적차이를계속하여좁힐것이다. 

주어진문장은여성이이제야그기회(that opportunity)를얻

게되었다는내용이므로, 주어진문장앞에는그기회가무엇인

지에관한구체적인내용이언급되어야한다. ⑤의앞문장에서

는남성에게허용되었던것, 즉신체적인힘을근거로하여자신

들을구분한내용이나오는데, 이것이주어진문장에언급된기

회이다. ⑤의뒷문장에서이것(This)이두성간의신체적차이

를좁힐것이라고말하고있는데, 주어진문장에나온남성과같

은경쟁과신체훈련을통한신체능력개발이이것(This)을뜻

한다.

● One fascinating thing about Ardent Amazons is [that

as more and more women take up careers {that

require physical force}, women’s average strength is

likely to increase]. 
➞ [ ]로표시된 that절은동사 is 뒤에서보어로쓰이고있

다. { }로표시된관계절은 careers를수식한다.  

● [Deprived for so long, in significant numbers, of

access to intense physical training], women (and

men) have taken it as a God-given fact [that women

are smaller, weaker, and slower than men]. 
➞첫 번째 [ ]로 표시된 부분은 분사 구문으로 As they

have been deprived ~ 정도의 의미이다. it은 형식상의

목적어이고두번째 [ ]로표시된부분이내용상의목적

어이다. 
88..

②정답

77..
⑤

별자리지도

만약 학습자가 적절한 방식으로 작업을 시작하면, 별에

관한정통한지식을얻기가아주쉽다. 그러나그는흔히작업에

착수하자마자 어려움에 봉착한다. 그는 보통의 별자리지도 한

벌을준비하고선그것을어떻게사용할지어쩔줄몰라한다. 그

런지도는그에게‘하늘에있는’별자리의위치에대해아무것

도말해주지않는다. 만약그가우연히어느별자리를하나알아

본다면, 정말이지그의지도는, 만약제대로만들어진것이라면,

별자리를구성하는별의이름을그에게정말알려줄것이고또

그는그근처의별자리몇개를알아차릴수도있을것이다. 하

지만그가이것을했을때그는심지어바로그별자리에관해서

도새로운어려움에부닥칠지모른다.왜냐하면그가몇달뒤에

그것을다시찾아보면, 설령실제로그것이지평선위쪽에우연

히모습을드러낸다해도, 다른별자리들과관련하여그별자리

의위치가변하였기때문에, 그는그별자리의이전의위치에서

그별자리를찾지못할것이다.

주어진문장에있는 this가가리킬긍정적인결과를가져올행

동이나경험에대한내용이주어진문장앞에오고뒤에는주어

진문장에서언급한난관의내용이나와야자연스럽다. ⑤의앞

부분은잘만들어진별자리지도를이용해성공적으로별자리를

찾을수있다는내용이, ⑤의뒷부분은주어진문장에서언급한

새로운어려움에관한내용이므로답은⑤가적절하다. 

● If he happens to recognize a constellation, then

indeed his maps, [if properly constructed], will tell

him the names of the stars forming the constellation,

and also he may be able to recognize a few of the

neighboring constellations. 
➞ [ ]로표시된 if절은삽입되어앞에있는 his maps에대

한조건을나타내며 if they are properly constructed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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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내글의순서정하기강

본문112쪽Zoom In

인간정신의심리적기제

진화심리학자들은 인간 정신이 여러 가지 다른 진화된

심리적기제를갖추었다는가설을세운다. 정신이단하나의만

능‘문제 해결사’를 가진 것으로 보는 대신 진화심리학자들은

정신을대략우리가신체를보는방식으로바라본다. 우리는신

체가신체의세상살이에대처하는‘단하나의’해부학상의기제

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안다. 오히려, 신체는 각각‘다

른’문제들과맞설각각‘다른’기제들을가지고있는데, 즉간

은독소를걸러내고, 폐는산소를흡수하고, 항체는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싸워서물리치는식이다. 각각의기제가할수있는

일이아주제한적인것은사실이지만, 이 비용은 (얻어지는) 이

득으로상쇄되고도남는다. 겨우하나의과업을완수하기때문

에 각 체계는 그 일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고, 매우 확실하게

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다른체계들이고장이난다하더라

도, 대부분의다른체계들은가동할준비를갖추고있을것이다.

주어진글은인간의신체가단하나의해부학상의기제만가지

고있는것은아니라고지적한다. 이는인간의정신이단하나의

만능문제해결사를가지고있는것이아니라는점에서우리의

신체가가지는특성과유사하다고비유한①다음문장의뒤를

따를 만한 내용이다. 한편, 신체는 오히려 다른 문제들과 맞설

각각다른기제들을가지고있다고말하는②다음의문장이주

어진문장을바로뒤따를만한내용이다. 따라서주어진글은②

의위치에놓이는것이적절하다.

● [Instead of viewing the mind {as containing a single

all-purpose “problem-solver}],” evolutionary

psychologists view the mind in roughly the way we

view the body.
➞ [ ]와 { }는각각 Instead of와 as로시작하는전치사

구로, 이들전치사는각각 viewing과 containing으로시

작하는동명사구를목적어로취한다.

● [With only one task to complete], each system

should be able to do it efficiently, economically, and

quite reliably.
➞ [ ]로표시된부분은전치사구로문장에‘이유[까닭]’라

는추가의정보를제공한다.

정답②

해석여러분이 어떤 상점에 걸어들어 갔을 때, 여러분은 정보

에 의해 둘러싸인다. 간단해 보이는 구입조차도 인지적 수렁으

로 돌변할 수 있다. 잼(이 진열된) 통로를 보라. (B) 진열대를

한번힐끗쳐다보면온갖범주의질문이떠오를수있다. 여러

분은부드러운감촉이느껴지는딸기잼을사야하는가또는설

탕이더적은것을사야하는가? 더 값비싼잼이맛이더좋을

까? (A) 의사결정의 합리적 모형은 가장 좋은 상품을 선택하

는 방법은 이 모든 정보를 고려하고 진열된 여러 다른 상표의

상품들을 주의 깊게 분석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역효과를낼수있다. (C) 우리가너무많은시간을슈

퍼마켓에서 보낼 때, 우리는 스스로를 속여 잘못된 이유로 잘

못된물건을선택하게할수있다. 잼이나병에든포도주를고

를 때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감성적 두뇌로 가장 잘 이

루어지는데, 그것은자동적으로판단을내린다. 

1. ③ 2. ⑤ 3. ② 4. ④

5. ⑤ 6. ③ 7. ⑤ 8. ③

11..
③

주말부부의증가

단지 군인과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점차

그들의배우자와떨어져살고있다. (B) 대부분그들은한사람

이다른곳에서직업또는학위를얻어야하거나얻을수있다는

이유만으로는그들두사람모두의직장생활을뿌리째뽑아버

릴수는없거나그러기를원하지는않는맞벌이부부이다. (A)

40년전에그런결정은생각할수없었을것이다. 여자가돈을

너무적게벌었고, 혼자사는여자에게너무나도심각한낙인이

찍혔고, 여행은비용이너무많이들었으므로만약남편이다른

곳으로이주해야한다면부인은거의항상함께갔다. (C) 그러

나여자들이돈을더많이벌고, 미국가구의거의 30퍼센트가

혼자사는사람이고, 비행기여행이비교적저렴하기때문에, 주

말부부결혼생활은맞벌이부부가삶의중대사를해결해가는다

정답

소재

해석

소재

해석



PartⅠⅠ유형편

66 EBS 수능특강영어영역 형

22..
⑤

Mark Twain의일화

자신의 외모는 작가 Mark Twain에게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어느날그와아내는몇몇친구를방문하러갔고여느

때와마찬가지로Mark는착용할것으로예상되는넥타이를하

정답

소재

해석

지않기로결정했다. (C) 대신그는편안함을위해셔츠의목부

분을풀어서입었다. 남편의보기흉한외모에재차당황한그의

아내는집에돌아오자그에게강하게경고했다. (B) 이러한무

례를사과하기위해 Twain은옷장으로가서그날자신이입었

던의상과가장잘어울렸을법한, 자신이가진최고의타이를

골랐다. 그는그것을상자에넣어포장했고쪽지하나를써서그

안에넣어그들이방문했던친구들에게소포로보냈다. (A) 그

쪽지에는그가타이를매야했는데매지않았으므로그타이를

30분동안쳐다보고나서반송해주면된다고적혀있었다.

Mark Twain의기지가섞인일화를보여주고있는데, 넥타이

를착용하지않기로결정했다는주어진문장에이어서, 타이없

이셔츠를편하게입었고이로인해아내에게책망을들었다는

(C)가와야한다. 이에대한반응으로무례를사과하기위해최

고의타이를넣어포장해서친구들에게보냈다는 (B)가이어져

야하고, 상자속쪽지의내용을설명하는 (A)가마지막에와야

한다.

● To apologize for this lack of manners, Twain went

to his closet and chose the best tie [(that) he had]

[that would have matched the outfit he had worn that

day]. 
➞중첩된 두 관계절 (that) he had와 that would have

matched the outfit he had worn that day는앞에있는

the best tie를수식한다.

33..
②

쓰레기사이에서찾은명화(名畵)

Elizabeth Gibson이맨해튼의 Upper West Side 거

리를걷다가두개의쓰레기봉지사이에끼여있는그림한점

을봤다. (B) 그녀는그냥갈까하는마음이들었지만그그림에

대해곰곰히생각하기위해멈춰섰다. 그녀는마음속으로정말

고민했다. 그것은값싼액자에들어있었지만아주강렬하다고

그녀는생각했다. (A) 그래서그녀는그그림을집으로가져가

서벽에걸어두었다. 몇년후에그녀는그그림이유명한 20세

기멕시코화가인Rufino Tamayo가그린‘세사람’이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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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법중하나일뿐이다.

주어진문장은보통사람들도배우자와떨어져산다는중심생

각을제시한다. (B)는이런사람들은배우자를위해자신의생

활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맞벌이 부부라고 주어진 문장에 대한

부연설명을하고있다. (A)는 (B)에서언급된현재와는달랐

던과거상황을이야기하며, (C)에서는 But을사용해 (A)에서

불가능하다고한것이어떻게가능해졌는지설명하고있다. 

● [Women earned so little], [there was such serious

stigma attached to women living alone], and [travel

was so expensive] that if a husband had to relocate,

the wife pretty much always went along.
➞결과를나타내는 that절을공유하는세 [ ]가 and에의

해결합되어있다.

● Mostly they are dual-career couples [who can’t, or

don’t want to, uproot both of their professional lives

just because one has to, or can, take a job or get a

degree somewhere else].
➞who 관계절 [ ]이 앞에 있는 dual-career couples를

수식한다.

● But now that [women make more, nearly 30 percent

of American households are people living alone, and

air travel is relatively cheap] — commuter marriage is

just one of the many ways that dual-earning couples

are working out their life’s work.
➞ now that은 [ ]로표시된이유를나타내는절을이끈다.

의미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dash(—)가

comma(,)를대신한다.



을알게되었다. 그그림은도난당했었고그후버려졌었다. (C)

Gibson이 20분만늦게왔어도그그림은이미쓰레기수거인

이집어갔을것이다. 대신에그그림은원래주인에게되돌아갔

고소더비경매로백만달러가넘는가격에팔렸다. 

쓰레기봉지사이에있는그림을보고그냥갈까하다가멈춰서

서그림을살펴봤다는내용이 (B)이고, 그림을가져가자기집

에걸어두었다가그그림이누구의작품인지알게되었다는것

이 (A)이며, 그림이원래주인에게되돌아갔고경매로팔렸다는

내용이 (C)에나온다.

● [Had Gibson come along twenty minutes later], it

would have already been picked up by garbage

collectors. 
➞ [ ]로 표시된 부분은 If Gibson had come along

twenty minutes later에서 If가 생략되고 주어와 조동

사의 위치가 도치된 표현이다. If절에「주어＋과거완료」,

주절에「조동사의과거형＋have p.p.」를쓰는구문은과거

의사실과반하는가정을할때사용하는표현이다.

44..
④

천연방충제

어떤사람들은모기를쫓기위해화학물질을이용하는

것을좋아하지않지만, 그들은여전히모기에게물리기를원하

지않는다. 그래서과학자들은천연방충제를찾기위해노력하

고있다. (C) North Carolina 주립대학교의한과학자는토마

토에서발견한한화학물질이모기를쫓는것처럼보인다는사

실을알아냈다. Iowa 주립대학교의연구자들은개박하에서추

출한기름이같은일(모기를쫓는일)을하는데얼마나좋은효

과를내는지실험하고있다. (A) 그들이옳은지알아보기위해,

여러분자신의어떤조사를해볼수있다. 다음에저녁산책을

위해밖에나갈때, 먼저여러분의정원에들러라. (B) 한쪽팔

과다리에는으깬개박하잎몇장을다른쪽팔과다리에는약

간의으깬토마토를문질러라. 여러분은아마도길잃은고양이

또는토마토딱정벌레를조심해야하겠지만, 그 귀찮은모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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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⑤

학교에서의바람직한글읽기교육

우리의학교가실제로하고있는것을자세히들여다보

면, 학교가‘읽고쓰는능력’에많은관심이없다는것이밝혀진

다. 학교가신경쓰는것은‘읽기’를가르치는것이다. (C) 읽고

쓰는능력과읽기와의관계는수학과셈의관계와같다. 숫자의

이름을대는것을배운다고해서그것들의연산을이해하게된

다는것은아니다. 그것은또한그런연산을실제이용할수있

다는것을의미하지도않는다. (B) 지면위에구어낱말을나타

내는상징들과그낱말들을서로연관시키는것을배운다고해

서꼭구어나문어의운용을이해하게된다는것은아니다. 읽고

쓰는능력이란쓰여있는것을분석하고, 그것을평가하고, 그것

과현실을서로연관시키는고도의능력을의미한다. (A) 이런

정의에따르면, 사람이읽을수는있지만여전히어찌해볼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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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여러분을내버려둘지도모른다. 

화학물질대신에천연방충제의필요성이처음에소개되고있으

므로, 천연방충제의몇가지예를소개하고있는 (C)가처음에

이어지게된다. 그다음에스스로의실험을하도록유도하는글

인 (A)가오게되고, 마지막으로개박하잎과토마토를가지고

직접몸에문질러서모기를쫓아보라는 (B)가오게된다. 

● A scientist at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has

discovered [that a chemical {found in tomatoes}

seems to keep mosquitoes away].
➞ that절 [ ]이 discovered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으며,

found in tomatoes가 a chemical을 수식하고 있다.

keep away는‘~를 멀리하게 하다, 쫓아내다’라고 해석

한다. 

● Rub a few leaves of crushed catnip [on one arm and

leg], and some crushed tomato [on the other arm and

leg]. 
➞둘중에서하나를가리킬때는 one을사용하고, 나머지하

나를가리킬때는 the other가쓰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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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없을정도로문맹일수도있다. 그리고그반대또한사실이

다. 즉, 읽기를배우지않은많은사람들이언어의사용법을평

가하는정교한능력을계발해왔다.

학교가‘읽고쓰는능력’보다는‘읽기’를가르치는것에더많이

신경을쓰고있다는주어진문장다음에, 읽고쓰는능력과읽기

의차이를수학과셈의차이로설명하는 (C)가와야글이자연

스럽게이어진다. 그런다음단순히낱말을인식하는읽기와달

리, 글을읽고쓰는것이란글을분석하고평가하고적용한다는

정의(B)를 제시하고 이러한 정의에 따라 글을 읽을 수 있지만

문맹인사람이있고글을읽지못하지만언어의사용법을평가

할정도의능력을계발한사람이있다는내용(A)으로글을마무

리하는것이필연적인글의순서이다.

● [Learning to correlate spoken words with the

symbols {that represent them on a page}] does not

ensure that one will understand the operations of the

spoken or written language.
➞ [ ]로표시된동명사구가문장의주어역할을한다. { }

로표시된관계절이 the symbols를수식하는데, 관계절의

them은 spoken words를대신하는대명사이다.

● Literacy is to reading what mathematics is to

counting.
➞「A is to B what X is to Y」구문은 ‘A와B의관계는X

와Y의관계와같다’의의미이다.

약을포함한다. 과학자는어떻게세상이작동하는지에대한모

형을만들고시험해봄으로써설명한다. 과학적설명은증거를

강조하고일반적으로인정되어있는원리를이용한다. (A) 예를

들어, 물질의여러다른상태는분자의배열과움직임으로설명

된다. 최고의설명은가장단순한것이고가장많은증거를고려

한다. 과학에서설명이차지하는중심적인역할이수업활동의

일부가되어야한다. 

주어진글은탐구와실험만강조하면증거에근거해서자연현

상을설명하고자하는과학의본질적특성을포착할수없다고

말한다. (B)는과학의본질적특성인설명이과학에서의미하는

바를서술한다. (C)는과학자가설명하려고할때어떻게하는

지를이어서보여주고, (A)에서는물질의다양한상태를과학

자가어떻게설명하는지를보여주면서과학적설명의구체적예

시를들고있다.

● Classrooms [that portray only this view of science],

however, fail to capture an essential feature of

science`─`evidence-based explanation.
➞ [ ]로표시된관계절이 Classrooms를수식하고있으며

문장의동사는 fail이다.

● Explanation is more than summarizing the data

[that have been collected].
➞more than은‘~ 이상인’이라는의미이다. [ ]로표시된

관계절이 the data를수식하고있다. 

77..
⑤

고대문명의사회적계층화

고고학자들은주거지의크기와위치를포함한고고학적

특징뿐아니라법률과그밖의다른기록된문서의증거를통해

고대문명에각기다른사회계급이존재했다는것을안다. (C)

사회적계층화는또한매장풍습에의해서도드러난다. 초기신

석기지역에서발굴된분묘는땅에파인단순한구덩이인데, 분

묘의부장품이거의들어있지않다. 분묘의부장품은가정용품

과개인소지품같은물건으로이루어져있고, (이것들은) 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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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③

과학의본질적특성인증거에근거한설명

우리는 흔히 과학을 탐구와 실험이라고 생각한다. 하지

만과학에대한이런관점만을반영하는교실은증거에근거한

설명이라는과학의본질적인특성을포착하지못한다. (B) 과학

자가 세상에서 일정한 패턴을 마주치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을구성한다. 과학에서어떤것을설명한다는것은무엇을

의미하는가? 설명은수집된자료를요약하는것이상이다. 설명

은현상이왜일어나는가를말한다. (C) 그것(설명)은상상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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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내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넣어졌다. (B)

초기신석기시대의분묘지는거의차이를드러내지않는데, 이

는근본적으로계급이없는사회를나타낸다. 그와대조적으로,

문명사회에서발굴된분묘는크기, 매장방식, 매장품의수와다

양성이크게다르다. (A) 이는사회계급이나뉜계층화된사회

를반영한다. 중요한인물의분묘에는귀한재료로만들어진다

양한문화유물과분명히내세에서자기주인을섬기도록죽임을

당한하인들의유해가들어있다.

주어진글은고대문명에각기다른사회계급이존재했다는사

실을몇가지근거와함께도입한다. (C)는사회적계층화가매

장풍습을통해서도확인될수있는데, 분묘형태와부장품을근

거로초기신석기시대는아직계급이없는사회였다고설명한

다. (B)는초기신석기시대와달리고대문명의분묘는여러가

지 측면에서 계층화를 반영한다고 진술한다. (A)의 첫 낱말

This는 (B)의마지막문장의내용을가리킨다.

● The graves of important people contain [various

artifacts made from precious materials] and [the

remains of servants {who were evidently killed to

serve their master in the afterlife}].
➞ [ ]로 각각 표시된 두 개의 명사구는 술어동사 contain

의목적어역할을하며,  and로연결되어병렬구조를이룬

다. 두 번째 [ ] 안의 { }는 관계절로, 관계대명사

who는앞에놓인 servants를선행사로취한다.

● Grave goods consist of objects like utensils and

personal possessions, [symbolically placed in the

grave for the deceased person’s use in the afterlife].
➞ [ ]로표시된부분은관계절에서 which were가생략되

어 분사구로 축약된 표현인데, 앞에 놓인 objects like

utensils and personal possessions를설명한다.

88..
③

개발도상국의농업

개발도상국에서는선진국과대조적으로큰비율의인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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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농업활동에종사한다. 선진국에서의전통적인농업의관행

은희소자원즉노동력을최소화하도록계획된다. (B) 이것은

개발도상국가라면육체노동이사용될곳에서살충제, 화학비료,

중기계를사용함으로써이루어진다. 이러한종류의농업체계가

부유한국가에서가난한국가로옮겨지면그결과는엄청난타

격이될수있다. (C) 예를들면, 개발도상국에서는경작이가능

한공간이흔히제한되어있고, 우선, 많은나라에서토양이썩

비옥하지못하다. 경작기술이토양의질을더저하시킬때, 토

양은경작을하는데덜유용하게된다. (A) 농부들은이러한생

산의 손실을 알아차리고 다른 곳으로 옮기며 자양분이 부족한

토양이황무지로변하게내버려둔다. 어떤경우에는비료가과

용되어서토양의질을저하시킨다. 과도한비료는잔류농약이

그러하듯이지하수를오염시킬수있다.

주어진글에서선진국의농업은노동력을최소화하도록설계되

는것으로소개한다. (B)를시작하는첫문장의 This는주어진

문장의노동력의최소화를가리킨다, (C)는선진국의농업관행

이개발도상국으로옮겨졌을때예상되는폐해의예를제시한다

(For example). (A)를 시작하는 문장의 this loss of

production은앞에오는글 (C)의마지막문장의내용을가리

킨다. 따라서주어진글에이어지는적절한순서는 (B) – (C) –

(A)이다.

● Farmers notice this loss of production and move to a

different spot, [leaving the nutrient-poor soil to turn

into wasteland].
➞ [ ]로표시된부분은분사구문으로, 분사 leaving의의

미상의 주어는 Farmers이다. 이 분사구는 and they

leave ~로이해할수있다.

● The excess fertiliser can contaminate groundwater,

[as does pesticide residue].
➞ [ ]로표시된부분은as pesticide residue contaminates

groundwater의의미를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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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④

연도별빈(오스트리아의수도)의관광객수

위도표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여가활동의목적지

로서잘자리잡은빈을찾은자국및외국방문객의총수를보

여준다. 이기간동안빈을찾은연간방문객은 2009년에약간

감소한것을제외하고계속해서꾸준히증가했다. 빈을찾은방

문객은 2007년에처음으로 400만을넘어섰고 4년연속이기

준선위에머물렀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기간동안빈

을찾은자국방문객수는비교적거의변하지않았다. 2007년

부터 2009년까지의기간동안빈을찾은자국방문객수는국

제방문객수의 4분의 1에도미치지못했다. 2003년부터 2010

년까지의이기간동안빈은 2010년에가장많은수의국제방

문객을맞이하였지만, 2003년에는가장적었다. 

빈을찾아온자국과외국의관광객수의추이를연도별로보여

주는 그래프이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자국 방문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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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외국 방문객 수의 3분의 1을 넘고 있으므로 ④의 fell

short of one-fourth of ~는도표의내용과다르다.

● During the period from 2007 to 2009, the number of

domestic visits to Vienna fell short of one-fourth of

the number of international visits.
➞분수는 분자(기수)-분모(서수)의 형태로 표현하는데, 분자

가 1이 아닌 경우 분모에 -s를 붙인다. ex. one-third(a

third), two-thirds, a quarter, three-quarters, a fifth,

four-fifths (※분모가 4인경우에는 fourth보다 quarter

를사용하는것이일반적임)

22..
④

전통적인교실과능동적학습교실비교

위 그래프는 전통적인 교실과 능동적 학습 교실(ALC)

에서선택된교사들이행하는여러가지유형의행동이나수업

활동의비율을비교한다. 전통적인교실에서는 95%의교사들

이 교단에 머물렀던 반면, 능동적 학습 교실에서는 약 70%의

교사들만그렇게했다. 능동적학습교실에서학생들과상담을

하는교사의비율은전통적인교실에서보다두배정도높았다.

전통적인 교실에서는 강의를 하는 것이 학생들을 그룹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보다 교사들이 선호하는 수업 활동이었다. 다른

한편능동적학습교실에서는학생들을토론에참여시키는것이

강의를하는것보다교사들에의해선호되었다.교실토론은전

통적인 교실과 능동적 학습 교실 사이에서 교사들의 선호도가

가장큰차이를보이는활동이었다. 

도표를보면능동적학습교실에서강의를하는것은 55%이고,

토론에참여시키는것은 50%이므로, ④는도표의내용과일치

하지않는다.

● While ninety-five percent of teachers stayed at the

podium in traditional classrooms, only about seventy

percent of teachers did so in AL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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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위의 그래프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의 전체

연구원의 수와 경제 활동 인구(̀EAP) 1,000명당 연구원의

수를 보여준다. 이전 해와 비교했을 때, 매년 기록된 두 수는

모두 1998년에 기록된 수를 제외하고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경제 활동 인구 1,000명당 연구원의 수에서 보이는 가장 큰

연간 증가는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2004년

부터 2007년까지 매년 한국에 200,000명이 넘는 연구원이

있었는데, 2007년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2007년 경제

활동인구 1,000명당연구원의수는 1999년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연구원의 수의 2배였다. 전체 연구원의 수에서 보

이는연간증가는 1998년과 1999년사이에가장컸다.

Zoo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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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정보글로옮기기강



44..
④

아시아에서서식하는멸종위기의동물

이 도표는 아시아에서 서식하는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중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을 보여준다.

‘취약종’, ‘멸종위기종’, ‘멸종직전종’이라는범주를위협의

정도가증가하는순서로보여준다. 보다시피, 이들다섯종가운

데파충류가가장위협을받는종이고어류가그다음으로위협

을받는종이다. 취약종, 멸종위기종그리고멸종직전종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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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④

예산과실제지출의비교

위그래프는 2012년 Triton Ventures의여섯개의부

서에 할당된 예산과 실제 지출을 보여준다. 마케팅부, 개발부,

영업부, 세개의부서에서는실제지출이할당된예산보다더많

았다. 여섯부서들중고객서비스부는가장큰예산할당을받

았지만, 할당된예산과실제지출사이의가장큰차이를보여주

었다. 개발부의실제지출은그부서에할당된예산의두배를

넘었다. 개발부는다른어느부서보다더많은액수의비용을지

출했다.할당된예산과실제지출사이의가장작은차이를보여

준것은영업부였다.  

도표를보면, 개발부가지출한액수는 $45,000 정도이고, 마케

팅부가지출한액수는 $50,000로여섯부서가운데가장지출

이큰곳은마케팅부였으므로, ④는도표의내용과일치하지않

는다.

● It was the Sales department that showed the

smallest gap between the allocated budget and actual

spending.  
➞「It was ~ that …」은강조구문으로 the Sales department

를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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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은‘~인반면에, ~이지만’이라는의미로대조를나

타내는접속사이다.

55..
⑤

성인여성의식자율

위에있는그래프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기간에

걸친성인여성의식자율을지역별로보여주고있다. 1990년에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비율은다른어떤지역보다높았다. 하

지만그비율은 1990년부터 2000년까지감소했다. 반대로유

럽과중앙아시아의비율은 1990년이후증가하여동아시아태

평양지역의비율을앞질렀다. 하지만, 2000년이후유럽과중

앙아시아지역의비율은변화가없었다.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

해지역의성인여성의식자율은 1990년에는세계평균을밑돌

았으나 1990년대 중반에 평균을 넘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00년에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되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비율은 1990년과 2000년사이에모든지역중에서가

장큰증가를보였다. 하지만, 그지역은여전히가장낮은수준

이었다.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가장 큰 증가를 보인 지역은 Latin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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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율은조류에서가장작았다. 멸종직전종에관한한, 어류

가 2위이고양서류가 3위이다. 어류와양서류는거의같은비율

이멸종위기종또는멸종직전종이지만, 양서류의취약종비율

은 어류의 취약종보다 비율이 더 크다. 20%가 넘는 포유류가

취약하거나, 멸종위기이거나, 멸종직전이다.

어류의취약종비율이양서류의취약종비율보다더크다.

● As can be seen, reptiles are the most threatened class

and fish are the next most threatened among these

five classes.
➞「the next(또는 second)＋최상급」은‘그다음으로가장~

한’이라는의미이다.

● As far as critically endangered species are

concerned, fish rank second, and amphibians third.
➞「As far as ~ is[are] concerned」는‘~에관한한’이라

는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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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ents do not go online; among those [who do

use the Internet], however, the number of social

networking users is more than three times greater

than that of non-users.
➞관계대명사 who가이끄는관계절은선행사 those를수식

한다. 관계절안에있는 do는동사 use를강조하는역할을

한다.

77..
①

미국의졸업생평균학비융자금

이도표는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2년의기간에걸

쳐미국의학사학위졸업자와준학사학위및자격증취득졸업

자의평균총대출금이어떻게변했는지를보여준다. 학사학위

졸업자와준학사학위및자격증취득졸업자모두의평균총대

출금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인 비율로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학사학위졸업자가준학사학위및자격증취득졸

업자에비해 2배가넘는돈을빌리는경향이있었다. 2000년부

터 2004년까지, 학사학위졸업자는약 14,000달러라는변함

없는금액을빌렸다. 학사학위졸업자의학자금융자가가장가

파르게 늘어난 때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였다. 2008년의

준학사학위및자격증취득졸업자는 1996년의 (준학사학위

및자격증취득) 졸업자에비해대략2배정도의돈을빌렸다.

두사례모두해당기준연도안에서지속적으로증가한것은아

니다. 가령,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두경우모두증가하지

않고현상유지를하고있었다. 따라서도표의내용과일치하지

않는것은①이다.

● In general, graduates with bachelor’s degrees tended

to borrow more than twice as much money as those

with associate’s degrees and certificates.
➞기준이 되는「as ~ as …」표현 앞에 twice나 three

times 등을더하여기준이되는수나양의배수를표현할

수있다.

● [The steepest increase {in loans for graduates with

bachelor’s degrees}] occurred from 1996 to 2000.

America and Caribbean이다. 

● Conversely, the rates in Europe and Central Asia

rose after 1990, [overtaking the rates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 [ ]로 표시된 분사 구문은 and they overtook ~

Pacific 정도의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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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가별소셜네트워킹이용현황

위의도표는 8개국의소셜네트워킹사용정도를보여준

다. 이 8개국중에서, 소셜네트워킹사이트를사용하는사람들

의비율은미국이가장높다. 영국과한국에서는열명중적어

도 네 명이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이용하고, 프랑스에서는

3분의 1이넘는인원이소셜네트워킹에참여하고있다. 프랑스

와독일두나라에서만소셜네트워킹사이트비사용자의비율

이사용자의비율보다더높다. 러시아와브라질모두에서는응

답자의절반이넘는인원이온라인에접속하지않는데, 하지만

인터넷사용자중에는소셜네트워킹사용자의수가비사용자의

수보다세배넘게높다. 케냐에서는국민의 3분의 2가넘는인

원이인터넷을사용하지않고다섯명중한명넘게소셜네트

워킹에참여한다. 

Kenya 사람들은 19%가소셜네트워킹에참여한다고응답했

으므로 more than one in five에미치지못하므로⑤가도표

의내용과일치하지않는다.

● [Only in two countries, France and Germany], is the

percentage of non-users of social networking sites

greater than that of users. 
➞Only로시작하는어구가문장의처음에왔기에주어와동

사가도치된형태이다. the percentage ~ sites가문장의

주어이고 is가문장의동사이다.

● In both Russia and Brazil, more than half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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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132쪽Zoom In

장문독해⑴강
➞ [ ]로표시된부분이이문장의주어이고, 그안의 { }

는 increase를수식하는전치사구이다.

88..
⑤

실업의영향

위도표는실업이얼마간실직상태인노동자들의가족

관계, 교우관계, 자긍심에어떻게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

는지를보여준다. 실업은실업자의교우관계나자긍심보다그

들의가족관계에더악영향을미치는경향이있다. 대체로, 6개

월이넘게일자리가없는노동자가더최근에일자리를잃은노

동자보다각문제를겪을가능성이더크다. 위 (도표)의어떤문

제중에서도, 3개월미만실직한사람들과석달에서다섯달까

지 실직한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2퍼센트 포인트를 넘지 않는

다. 3개월미만실직자의 1/3을초과하는사람들이친한친구와

연락이끊긴다. 석달에서다섯달까지실직한노동자들이 3개

월 미만 일자리가 없는 노동자들보다 자긍심을 잃을 가능성이

더크다.

도표에따르면, 석달에서다섯달까지실직한노동자들의 28퍼

센트가자긍심을잃은반면, 3개월미만일자리가없는노동자

들의 29퍼센트가자긍심을잃었다. 후자가전자보다 1퍼센트더

높은것이다. 따라서도표의내용과일치하지않는것은⑤이다.

● In general, [workers who have been jobless for over

six months] are more likely to suffer from each

problem than [workers who have lost their jobs more

recently] (are likely to suffer from each problem).
➞ than 전후에서, [ ]로표시된두개의구절이서로비교

되고있다. 두번째 [ ] 다음에 ( )로표시한부분이생

략된것으로이해할수있다.

● [Over a third {of those who have been unemployed

for less than three months}] lose contact with close

friends.
➞ [ ]로표시된부분이문장의주어이고, 그안에서 { }

로표시된부분은주어의핵인 a third를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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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② 2. ③ 3. ⑤

해석 (A) 5월 29일에많은비가왔지만다음날은해가났다.

내가 운전해서 마을에서 돌아오는데, 작은 마멋이 배를 자갈에

거의납작붙인채도로를따라움직이고있어서나는차를세

웠다. 나는 (차에서) 나와서 내 스웨터를 벗어 그것(스웨터)을

그 마멋 몸 위로 걸쳐서 그것(스웨터) 안에 마멋을 감싼 다음

내가운전하여집에오는동안마멋을차의바닥에올려놓았다.

비가 그것의 굴(은신처)을 휩쓸어 갔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국 굶주려 죽었을 것이다.

그것을구출하면서, 내가운명의여신만큼중요하게느껴졌다.

(C) 집에서나는그것을욕조에넣었고나의남편은커다란판

지 상자 하나를 찾아냈다. 그는 고양이 배설용 상자에 까는 모

래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짚을 깔았다. 내가 그 마멋을 넣어

주니까 그것은 기꺼이 짚 안으로 파고 들어갔다. 나는 그것을

위해우유와유아용시리얼의혼합물을만들었다. 내가그것(혼

합물)을마멋에게주니까그마멋은게걸스럽게그것을먹었다.

그것은나를빠르게수용했다. 내가내손을그상자에넣으면,

그것은 나의 손가락을 조금씩 갉았다. 나는 그 마멋에게 (나에

대해) 강하게 인상지우고 있었고 또한 반대로도 마찬가지였다

는것이분명해졌다.

(B) 곧, 그상자는너무작은것처럼보였다. 나는짚이깔리고

앞면에둥근출입구를뚫어놓은덮개가있는상자로만들어진

둥지를 그것에게 제공해 주었다. 그것은 구멍이 집을 뜻한다는

것을 즉각 알았고, 그것은 안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내가 그것

에게먹이를주러올때마다, 그것은나의무릎위로아주열심

히 뛰어올랐다. 몇 개월이 지나자, 그 마멋은 점점 더 커졌다.

나의 남편은 내가 곧 무언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내가 여생

동안우유를달라고조르는 15파운드짜리마멋에게쫓겨다니

게될것이라고말했다.

(D) 나는 그것을 새 은신처에 두기로 결심했다. 나는 우리 과

수원담을따라나있는작은구멍하나를발견했고, 그마멋을

그 근처에 두고 그것을 떠났다. 나는 그것의 우유를 가지고 계

속해서 그것을 찾아갔다. 매번 그것은 나를 즐겁게 반기고, 게

걸스럽게 마시고, 나를 따라와서 집안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끈

덕지게 노력했다. 이별은 불쑥 찾아왔다. 나는 짧은 여행을 떠

났다. 내가돌아왔을때그것의어떤흔적도보이지않았다. 봄

이 되어 풀밭에서 커다랗고 수려한 마멋이 놀고 있는 것을 보

게되면, 나는그것이그마멋이기를바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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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
4.④ 5.⑤ 6.④
이야기속에서표현되는진리의효용성

(A) 아주오래전에Truth가노인으로서세상을걷고있

었다. 그의손, 그의얼굴, 심지어그의옷까지그의모든것이

늙은이같았다. 그의피부는주름졌으며그의옷은매우누덕누

덕해서어떤사람들은그가옷을하나도입지않았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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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그들이 겪은 사건의 발단을 소개한다. (D)에서 회사에

당도한두사람은직원들의인사를받고, 아버지의사무실안에

서아들은아버지의업무처리광경을지켜보며권력에대한환

상을가진다. (B)에서, 시간이지나, 그들이구내식당으로옮겨

왔을때, 아들은아버지의젊은시절꿈이무엇이었는지를묻는

다. (C)에서아버지와아들은다시사무실로돌아온다. 아버지

가상사에게전화로야단을맞고위협을받는광경을바라보게

되고, 그날 밤아들은아버지가더이상두렵지않다는사실을

깨닫는다.

2. (a), (b), (c), (e)는 Kevin의아버지를가리키는반면, (d)

는Kevin을가리킨다.

3. 사무실에서제때전화를받지않아상사로부터야단을맞은

사람은아버지이다.

● ~, when father and son stand outside [gazing upward

at the stars], ~. 
➞ [ ]로 표시된 부분은 분사 구문으로, 의미상의 주어는

father and son이다.

● [Dressed in matching suits and ties], the two male

Arnolds are greeted by a small staff of smiling

employees.
➞ [ ]로표시된부분은분사구문으로, Dressed의의미상

의 주어는 the two male Arnolds이다. the two male

Arnolds는아버지와아들을다소익살스럽게나타내는표

현이다.

● ~, Kevin watches the action and fantasizes about

[how great it must be {to have power}].
➞ [ ]로표시된부분은전치사 about의목적어역할을하

고, 그 안에서 it은형식상의주어이며 { }로표시된부

분이해석상의주어이다.

1. ④ 2. ④ 3. ③ 4. ④

5. ⑤ 6. ④ 7. ④ 8. ⑤

9. ③ 10. ④ 11. ① 12. ③

11~~33..
1.④ 2.④ 3.③
아버지의직장에동행한아들이얻은깨달음

(A) 성장의 일부분은 부모님이, 비록 당신들은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하더라도,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The Wonder

Years라는 텔레비전 연속극의 한 근사한 에피소드에서, 열두

살의 Kevin Arnold는어느날평소에거칠고친근감이없는

아버지와함께그의회사에간다. 그 (사건과의) 만남이중요한

‘성인(이되는)’경험으로변한다.

(D) 정장에타이를맞추어입은두 Arnold 부자는웃는낯의

소수직원들에게인사를받는다. 아버지의사무실안에서, 아버

지는즉시비상전화와사람들의위급상황공세를받는다. 그가

능란하게그것들을하나하나처리할때 Kevin은그행동을보

고권력을가지는것은얼마나근사할것인지에대해환상을가

진다.

(B) 아버지와아들간의친교라는드문순간이몇분뒤에뒤따

르는데, 그때구내식당에서 Kevin은자기아버지에게그는항

상관리자가되고싶었느냐고묻는다. 아버지는큰배의선장이

되고싶었다고대답하고, 그가대체로어떻게어른의책무에안

주하게되었는지를얘기한다. 하지만잃어버린젊은시절의꿈

에대해회한이없음을밝힌다.

(C) 사무실로 돌아와서, Kevin의 아버지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상사에게호통을듣는다. Kevin이지켜보는데, 상사

는그가그런실수를한번만더하면그의아버지를해고해버

리겠다고위협한다. 아버지 Arnold는자신의입장을방어하기

위해한마디도하지않는다. 그날밤늦게, 아들과아버지가하

늘의별을올려다보며바깥에서있을때, Kevin은그역시무

엇인가를잃어버렸다는것을깨닫는다. (이는) 그의아버지가그

에게더이상두려운존재가아니라는것이다.

1. 주어진글 (A)는텔레비전연속극의두등장인물인아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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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④ 8.⑤ 9.③
자식을잃은슬픔을승화하기위한옥수수심기

(A) 그것이전부였다. Hatch 노인은한마디도하지않

았다. 문이열렸고, 그와그의아내는우스꽝스러운긴흰색잠

옷 차림으로 거기 달빛 아래에 서 있었고, Hal이 그에게 말을

했고, 문이쾅소리와함께다시닫혔으며, Hal은그대로거기

서 있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길로 나와 내게로 돌아왔다.

“거참,”하고그가말했고, “거참,”하고나는말했다. 우리는길

에서서바라보며귀를기울였다. 집에서는어떤소리도나지않

았다.

(D) 그러고나서우리는말없이서서어떻게할줄모르고귀를

기울이며 지켜보았다. 우리는 가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내

생각에는, 그분들이그것을받아들이게되도록애쓰시는것같

아,”하고Hal은내게귓속말로말했다. 두노인이아들Will을

항상 죽음이 아닌 삶이라는 면에서만 생각해왔던 것이 틀림없

다. 우리는서서지켜보며귀를기울였다. 그러고나서한참뒤에

갑자기Hal이내팔을건드렸다. “저것봐,”하고그는속삭였다.

흰옷을입은두사람의모습이집에서헛간으로가고있었다.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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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어떤사람에게걸어가면그사람은땅을쳐다보고방향을

바꾸어떠나버리곤했다. Truth는“이해가안돼.”라고혼잣말

을했다. “내가곁에없을때는사람들이항상내말을듣고싶

어한다고말해. 하지만내가여기에있으니그들이나를피해.”

(D) 그때 Truth는마을변두리에모여있는한무리의많은사

람들을보았다. 그들은누군가의말을큰관심을가지고듣고있

는것같았다. 하지만그가그무리에게다가가자사람들이빠르

게시선을피하면서서둘러떠났다. 거리에남은유일한사람은

말하던사람인Story였다. 그는멋지고화려한예복을차려입고

있었다. 그의옷에는무지개의모든색깔이있었다. 그것에는햇

빛에은색또는금색으로반짝이는천이있었다. 그것에는심지

어그가움직일때빨간색에서파란색으로또초록색으로바뀌

면서변하는여러색상이있었다. 

(B)“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라고

Truth가 Story에게말했다. “왜내가말하려는것을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지? 아마도 그건 내가 늙었기 때문일 거야.”

“아니야, 나를봐. 나도늙었는데사람들이여전히내말을듣잖

아.”라고Story가말했다. 그러고나서그는Truth의의복상태

를바라보면서“아마도문제는네가단지너자신을약간너무

많이보여주고있다는것일지도몰라. 나와함께집에가자. 그

러면 (네가) 입을 내 아름다운 예복 중 하나를 내가 너에게 줄

게.”라고덧붙였다. 

(C) 그래서 Truth는 Story와함께집으로가서 Story의화려

한색깔의예복중하나를입었다. 그러고나서그들둘은팔짱

을끼고거리를걸으러나갔다. Truth는사람들이방향을돌려

떠나가는것을보기보다는이제사람들이그에게다가오는것을

알아차렸다. Truth와 Story는 저녁 식사를 위해 어떤 집으로

초대되었는데그들은그곳에서가족들과이야기하면서많은시

간을보냈다. 그리고이것이오늘날의모습이다. Truth가세상

에 벌거벗은 채 돌아다니면 사람들은 외면한다. 하지만 Truth

가Story와함께동행하면그들은우리의집으로그리고우리의

마음으로초대된다. 

4. (A)에서 Truth가사람들에게다가가자자신을피하는것

을보고불평하다가 (D)에서많은사람들에게둘러싸여말을하

고있었던 Story를만나게되고, (B)에서 Story가Truth의고

민을해결할방법으로자신의아름다운옷을입어보라고제안

하고, (C)에서Truth는 Story의옷을입고 Story와함께어떤

집으로초대되어그들과함께즐거운시간을가진다는글의흐

름으로이해한다. 

5. (a), (b), (c), (d)는모두 Truth를가리키고, (e)는 Story

를가리킨다.

6. Truth 혼자서사람들에게다가갔을때는사람들이부담스

러워 Truth를피했지만, Story가준멋진옷을입고 Story와

함께있을때는사람들이Truth를받아들였다는내용의글이므

로, 이글이시사하는바로가장적절한것은④이다.

● His skin was wrinkled and his clothes were so

ragged that some said [(that) he wore no clothes at

all].
➞「so ~ that …」는‘매우 ~해서 …하다’라는 의미이다. 

[ ]로표시된부분은 that이생략된절로 said의목적어

로쓰였다.

● Then Truth saw a large crowd [(that was) assembled

at the edge of town].
➞ [ ]로 표시된 부분은 a large crowd를 수식하고 있고

that was가생략되었다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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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피, Hatch 노인은그날쟁기질을하고있었던것으로드러

났다. 그는헛간근처밭의쟁기질과써레질을마쳤던것이다. 

(B) 두사람의모습이헛간으로들어가더니곧나왔다. 그들은

밭으로갔고, Hal과나는기어서농장안마당을건너헛간으로

가서무슨일이일어나는지들키지않게볼수있는곳에이르렀

다. 믿을수없는일이었다. 노인은헛간의수동식옥수수파종

기를쥐고있었고그의아내는종자용옥수수가든자루를쥐고

있었다. 그리고그날밤거기달빛아래서자기아들이죽었다는

소식을들은뒤에그들은옥수수를심고있었다.

(C) 그것은간담을서늘하게만드는것이었는데, 유령같았다.

그들은둘다잠옷차림이었다. 그들은밭을가로질러한줄을

심었고, 우리가헛간의그림자안에서있을때, 우리에게꽤가

까이까지왔다. 그러고나서한줄이끝날때마다그들은울타리

곁에나란히무릎을꿇고말없이한동안있었다. 이 모든것이

말없이진행되었다. 그들이마치생명이다시자라도록죽음을

땅속에묻고있는것, 바로그런것같았다.

7. (A)에서필자와Hal이다시닫힌Hatch 노인의집을길에

서바라보며귀를기울였다는내용이나오기때문에, 어떻게할

줄모르고귀를기울이며지켜볼수밖에없었다는내용으로시

작하는 (D)가 (A) 다음에바로이어져야한다. Hatch 부부가

헛간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D)의 마지막 부분에 있기 때문에,

두부부가수동식옥수수파종기와종자용옥수수가든자루를

들고 헛간을 나와 씨를 밭에 심는다는 내용인 (B)가 다음으로

이어져야한다. 그다음에자식이죽었다는소식을듣고슬픔을

승화시키기위해이들노부부가밭에서한행동을설명하는 (C)

가마지막단락으로자연스럽게이어진다.

8. 이문학작품이아들의죽음을옥수수씨앗의파종이라는상

징적행동을통해영원한생명으로승화시키는것을그리고있

으므로빈칸에⑤‘생명’이가장적절하다.

①기쁨 ②소원 ③슬픔 ④지지

9. Hatch 노인 부부가 잠옷 바람으로 집안에서 나왔으므로

(They were both in their nightgowns.) ③이글의내용과

일치한다.

● ~, and Hal and I crept across the farmyard to the

barn and got to [where we could see {what was

1100~~1122..
10.④ 11.① 12.③
Isaac Asimov의공상과학소설과시간여행

(A) 1953년11월, The Caves of Steel이출간을위해

제작되고있을때, Isaac Asimov는다음번소설을위한아이

디어를 구체화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는것을발견했다. 전에누군가가그에게보스턴대학교도서관

에 192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날짜부터의 완벽한 Time지 수

집본이 있다고 말해주었었다. 그것이 다음 프로젝트의 모태를

제공해줄수도있다고생각하고서그는그수집본의첫번째호

로 시작하여 1953년 11월호에 이르기까지 연구하며, 월별로

그수집본을하나하나살펴보기시작했다. 

(D) 머지않아그는도서관직원들사이에서 ‘Time지교수’라

는별명을얻게되었다. 하지만그활동에대한놀라운일은그

것이효과가있었다는것이었다. Asimov가단두번째권, 즉

1928년후반기에발행된잡지들에이르렀을때, 그는즉각적으

로아이디어를떠올리게한아주작은광고하나를보았다. 그는

광고란을훑어보고있었는데, 원자폭탄에의해만들어지는버섯

구름모양과같은것에그의시선이끌렸다. 

(B) 그 잡지가 20년대 후반 것이라는 점에 생각이 미치자,

Asimov는그이미지로인해깜짝놀라게되었다. 그것은물론

단지최초의인상이었을뿐이고, 면밀하게살펴보자그는그것

이Yellowstone National Park의Old Faithful 간헐천임을

깨닫게되었지만, 그것은그로하여금생각에빠지게했다. 버섯

구름을사용하는광고가정말그곳(그당시)에있었다면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은무엇을의미하게될까? 그해답은, The End

of Eternity가된이야기에서, 시간여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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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ing on} without being seen].
➞ [ ]는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절로 전치사 to의 목적어

역할을하고, { }는 wh절로 see의목적어역할을한다.

동명사 being seen이 전치사 without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 The two old people must have thought of their son

Will always only in terms of life, never (in terms) of

death.
➞「must＋have＋p.p.」는 과거의 상황에 대한 현재의 확신

을 나타내는 구문으로‘∼했음에 틀림없다’라는 뜻이다.

never와of death 사이에 in terms가생략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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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첫 번째 [ ]로 표시된 부분은 ‘As he thought they

might ~ project’의 의미를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고, 두

번째 [ ]로 표시된 부분은 동시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 [It was, of course, merely an initial impression], and

[{when he looked closely he realized it was the Old

Faithful geyser of Yellowstone National Park}, but

{it got him thinking}]: ~. 
➞전체적으로 [ ]로표시된두개의절이 and로연결된문

장인데, 두번째 [ ]에는다시 { }로표시된두개의절

이 but으로연결되어있다. 첫번째 { } 안에는when이

이끄는절이쓰였다.

● In fact, his very first serious attempt at science

fiction had been “Cosmic Corkscrew,” [which

related the story of a time traveler {who had

journeyed into the distant future}]. 
➞ [ ]로 표시된 부분은 “Cosmic Corkscrew”를 선행사

로 하는 관계절로‘~인데, 그것은 ~’과 같이 해석한다.

{ }로표시된부분은 a time traveler를수식하는관계

절이다. 

● The End of Eternity was different and a first for

Asimov in that it dealt exclusively with time travel

and created an entire universe, past, present, and

future, built upon the principle. 
➞ in that이이끄는절은‘~라는점에서, ~이니까’의의미를

나타낸다. 

● Asimov had only reached the second volume,

[editions taken from the second half of 1928], when

he saw a tiny advertisement [that immediately

sparked off an idea].
➞첫번째 [ ]로표시된부분은 the second volume을설

명하는동격의어구이다. 두번째 [ ]로표시된부분은 a

tiny advertisement를수식하는관계절이다.  

(C) Asimov는전에도시간여행에대하여썼다. 사실공상과학

소설에서그의최초의진지한시도는‘Cosmic Corkscrew(미

발간원고)’이었는데, 그것은먼미래로여행했던한시간여행자

의이야기를담았다. 시간여행은Pebble in the Sky의서두또

한제공했다. 하지만Pebble in the Sky에서그것은단지하나

의장치일뿐이며, 일차적인사용후에버려진다. The End of

Eternity는 달랐으며, Asimov에게 있어서 그것이 오로지 시

간여행만을다루었고그원리에입각하여과거, 현재, 미래의전

우주를창조했다는점에서최초의작품이었다.

10. 러시아 태생의 미국의 생화학자이자 과학 추리 소설가인

Isaac Asimov(1920~1992)가본격적인시간여행을다룬공

상과학소설 The End of Eternity에대한영감을어떻게되었

는지를보여주는일화를소개하는글이다. 새로운소설의소재

에대한영감을얻으려고옛 Time지수집물을탐독하게되었고

(A), 잡지의광고란에서한이미지를보게되었으며(D), 그이

미지를 통해 시간여행이라는 소재를 떠올렸으며(B), 그 결과

The End of Eternity라는작품을집필하게되었다(C)는내용

이시간적순서에의해배열되어야한다.

11. 밑줄친어구는우리말로 ‘Time지교수’라고해석해야하는

데, 이는 (A)에서 언급된 he began to work his way

through the collection, month by month, starting with

the first issue in the collection and working up to

November 1953와관련이있으므로, ‘Time지수집본을집중

탐독한것’이가장타당한이유라고볼수있다. 

12. Asimov는 The Caves of Steel의다음작품을쓰기위

한 소재를 찾고 있었는데, a tiny advertisement that

immediately sparked off an idea, an advertisement

using the mushroom cloud had really been there, The

answer ~ was time travel의표현들을통해③‘버섯구름이

미지를보고시간여행의아이디어를생각해냈다.’가글의내용

과일치하는진술임을확인할수있다. 

● [Thinking they might just provide the seed for the

next project], he began to work his way through the

collection, month by month, [starting with the first

issue in the collection and working up to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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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청구하기도한다. 여러분은그들과같은수준인가? 아마

도아닐것이다. 하지만만약하루에 100달러를청구한다면분

명히여러분은최고중한명으로인식되지는못할것이다. 만약

여러분의보수가하루에 3,000달러라고말한다면비웃음을당

할까? 아마도아닐것이다. 비록그들이여러분의생각에그만

큼의돈을지불할여유가없을지라도, 여러분은이제자신이설

정한매우높은시작점에서부터협상을하고있는것이다. 결국

여러분은그들에게훨씬낮은금액을청구할수있고, 그들은하

루에 500달러짜리사진사를고용하지않을것이기때문에만족

해할것이다. 그렇다. 그들은하루에 3,000달러짜리사진사를

겨우500달러에얻게되는것이다! 

이런법칙이어떻게일상생활에서우리에게영향을끼치는지한

번보자. 예를들어, 여러분이쇼핑을하고있고여러분의생각

에 69달러로가격이적정하게매겨져있는재킷을본다고해보

자. 여러분은“좋아. 그다지나쁘지는않군.”이라고생각할것이

다. 그런후에여러분은그것이 690달러라는것을깨닫게된다.

갑자기그재킷에대한여러분의의견은극적으로변한다. 여러

분이보통정도의질이었다고생각했던것이정말로정교한재

단기술임을깨닫기시작하고, 모든작은세부적인것까지‘알아

채기’시작하며, 이제그것이어떻게그렇게비쌀수있는지‘알’

수있다. 여러분은 690달러에는그것을사지않을지모르지만,

만약그다음주에 129달러로세일을한다면, 여러분은그저재

빨리그것을집을지도모르겠다. 왜? 그것의인지된가치때문

이다.

1. 필자가상품인재킷의예를들어가격을낮게설정했을때보

다높게설정했을때구매자가물품의가치를높게인식할가능

성이높아구매할가능성이높다고하면서관계속에서자신의

가치를높게설정하기위해서는협상할때먼저자신의보수를

높게설정하라고말하고있으므로이글의제목으로가장적절

한것은①‘누구든여러분을순금으로보게만들어라’이다. 

②서비스마케팅: 질대(對) 양

③여러분의재킷의적절한가격을책정하는방법

④첫인상이관계를형성하는데중요하다

⑤고객을여러분이대접받고싶은대로대접하라

2. 69달러의가격표가붙은것으로보고값이합리적이라고판

단했던재킷이실제로 690달러라고적혀있던것을알고난후

갑자기그재킷을높이평가하게되고그제품이할인되었을때

그것을얼른구입하려고한다는사례를앞에서제시하고있으므

본문142쪽Zoom In

장문독해⑵강

정답 1. ② 2. ④

해석흥미롭지만규정하기어려운생각들, 말로 표현하기에너

무 모호해 보이는 생각들로 괴로울 때 작가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Edgar Allan Poe의 충고는 간단하다. 그들은 펜을

들어야 한다(혹은 오늘날이라면 그는 그들의 노트북 컴퓨터의

전원을 켜라고 덧붙일지도 모를 일이다). Poe는 어떤 생각들

은 매우 심오하고 미묘해서“말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주장을

일축한다. 

그는 Graham’s Magazine에 실린 1846년 기사에서“나

로서는생각을품었을때지녔던명확함보다훨씬더한명확함

을 가지고, 말로 적을 수 없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Poe는 글을 쓰는 그‘단순한 행동’은 작가가 자신의

생각들을더분명하게할뿐만아니라더논리적으로만들도록

도와준다고 믿었다. 그의 말을 이용한다면, 글을 쓰는 과정은

‘사고의논리화’에기여한다. 

모호한‘두뇌의 개념’에 불만을 느낄 때마다 Poe는“나는 그

것(펜)의도움을통해, 필요한형식, 결과그리고정확성을얻을

목적으로즉시펜에의존한다.”고말했다. 

오늘날의 자유 작문의 옹호론자들은 아마도 이러한 점에 대해

Poe에게 동의할 것이다. 때때로, 그것이 작문의 딜레마이든

또는 사고의 딜레마이든, 딜레마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저글쓰기를시작하는것이다. 

1. ① 2. ⑤ 3. ① 4. ①

5. ④ 6. ⑤ 7. ② 8. ①

11~~22..
1.① 2.⑤
관계속에서자신의가치를설정하는법

여러분은개인적인관계에서어떻게자신의‘가치’를설

정하는가? 여기에그방법이있다. 달을달라고요구하고서별

에만족해라. 만약여러분이아마추어사진사이고누군가가여

러분을프리랜서로고용하길원한다고해보자. 얼마를청구할

것인가? 자, 어떤사진사들은하루에 10,000달러만큼이나많은

정답

소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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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① 4.①
회고록에서진실의문제

회고록이 가지는‘문제점’의 전형으로 James Frey의

이름을언급하지않고서는마치요즘회고록에대해말할수없

는것처럼보인다. 그가자신의회고록에서거짓말을했다는사

실에대해글이많이쓰였다. 하지만사실은그는처음에그책

을 자신의 출판업자에게 소설로 소개했다. 그것을 회고록으로

바꾼사람, 그리고정말로비판을감내해야할사람은바로출판

업자였다. 회고록장르를허위의붓질로더럽힌잘못이있는다

른작가들이있다. 회고록과진실의문제에대해서글을쓸때,

작가들은두가지입장을취한다. ‘감정적진실’이핵심이고작

가가 그것(감정적 진실)을 어떻게 달성하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사람들이한편에있다. 심지어기원전 1세기만큼이나오

래전에 Cicero는“가장중요한것은주장의힘이지주장을뒷

받침하는증거의정확성이아니다.”라고말했다. 반대편에는작

가와독자사이의계약이신성하고, 감정적진실을성취하려고

흔히취해지는조치는회고록이아니라소설에들어맞는다고생

각하는사람들이있다. Frey가했었던일은그가자신의상황에

대처하고 그것(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도록 도와준 인물을 자신

의이야기속에서만들어낸것이었다. 그 이야기속에서의그

인물(그가만들어낸인물)은진짜 James Frey가아니었다. 그

래서그가많은자서전체의소설가들이하는것처럼그것을출

판업자에게소설로소개한것은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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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비자가상품의실질적인가치가아니라그에대해인지한

가치의영향을받는것으로추론할수있다. 따라서빈칸에들어

갈가장적절한말은⑤‘인지된’이다.

● ~ and you notice a jacket [that you think is

reasonably priced at $69].
➞ [ ]로표시된관계절이 a jacket을수식하며, 이선행사

는 [ ]로표시된절에서주어로이해된다.

● You begin to realize [that {what you thought was

fair quality} is really exquisite tailoring] ~.
➞ [ ]로 표시된 부분은 realize의 목적어이고 { }로 표

시된부분은 [ ] 안에서주어역할을하는관계절이다. 

3. 회고록집필에서진실이반드시필요한것인지아닌지에대

해 James Frey의사례를통해서살펴보는글이므로, 제목으로

가장적절한것은①‘진실: 회고록의필수품인가아닌가?’이다.

②무엇이회고록을그렇게매력적이게만드나?

③진실과허구는정반대가아니다

④감정적진실: 문학의목적

⑤문학속의인물: 창작자의반영물

4. 진실과정확성을중요시하여작가와독자와의약속을신성

시하는사람이강한호소력을가진주장을위해서정확하지않

은증거라도기꺼이사용해서성취하려는감정적진실이라는것

은회고록장르에는어울리지않고허구(소설)의장르에더어울

린다고주장하고있으므로빈칸에가장적절한말은①‘회고록

이아니라소설에들어맞는다’이다.

②회고록의귀중한자산일수있다

③소설독자들도감동시키지않는다

④모든시대와모든장르의독자의흥미를끈다

⑤다른장르의예술가들에게영감을줄수있다

● ~ it was the publisher who changed it to a memoir

and (it was the publisher) who should really bear the

brunt of the blame.
➞「it is[was] ~ who …」강조구문이사용되었고강조하는

사람을~ 자리에쓴다. and 뒤에 it was the publisher가

생략되었다.

● On the other hand are those [for whom the contract

between the writer and the reader is sacred], [who

hold that the measures {often taken to achieve

emotional truth} belong in fiction, not in memoir].
➞ [ ]로표시된관계절두개가연이어주어 those를수식

하고있고 those 이하의명사구전체가이문장의주어이

다. 주어가너무길어문장뒤로가면서동사 are가주어앞

으로 도치되었고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구 on the other

hand가문장맨앞에위치하게되었다. { }로표시된부

분은 the measures를수식하고있고, hold의목적어로사

용된 that절에서 the measures가 주어의 핵이고 동사는

belo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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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조명을관객에게향하게하고악보를보기위한조명을

제외하고자신에게비추게하지않는것(by turning the lights

on the audience and`─ èxcept for a reading light on his

sheet music`─òff himself)이기때문에, 빈칸에⑤‘연주자’

가가장적절하다. 

①분위기 ②시각적인것 ③카메라 ④메시지

● One of Laurence Olivier’s ways of coping with stage

fright was [to ask his fellow actors not to look him in

the eye].
➞ [ ]로표시된부정사구가동사was의보어로사용되었다.

● For some reason this made me feel [that there was

not quite so much {loaded against me}].
➞ [ ]로표시된부분이 feel의목적어이고 { }로표시된

부분은much를수식한다.

● Sviatoslav Richter, [whom Prokofiev thought “the

best pianist... in the world,”] coped with his stage

fright by turning the lights {on the audience} and—

except for a reading light on his sheet music—{off

himself}.
➞ [ ]로 표시된 부분은 Sviatoslav Richter에 대한 추가

적인정보를제시하는관계절이다. { }로표시된두전치

사구가 and에의해결합되었는데, and와두번째전치사구

사이에 except for a reading light on his sheet music

이삽입되었다.

● [When I feel I don’t have the audience], [when

they’re not warm], I’ll {pick out one person, usually

in the first four rows}, and {sing a song directly to

that person}.
➞ [ ]로표시된두개의when절이동격표현처럼사용되었

다. { }로 표시된 두 동사구가 and에 의해 결합되었는

데, 첫번째 { }에서 usually in the first four rows가

부가적으로동사pick out을수식한다.

77~~88..
7.② 8.①
처음부터올바른기술을연습하는것의중요성

‘연습이 완벽을 낳는다.’라는 속담은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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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④ 6.⑤
무대공포증을극복하는방법

Laurence Olivier의무대공포증극복방법가운데하

나는동료배우에게눈을직시하지말라고요청하는것이었다.

그는 1970년에국립극장이연출한 The Merchant of Venice

에서Shylock으로분한연기에대해“그들이관대하게이를수

용하여신경을써서내얼굴옆면을쳐다보게되었어요.”라고서

술하였다. “어떤이유에서인지이것이저로하여금그리많은것

이저한테불리하게되어있지않다고느끼게해주었어요.”Fry

는반대의경험이있었다. 그는“잘되려면, 하고싶지않은것하

나는눈을직시하지않으려고하는배우와무대에같이서는것

이에요.”라고말한다. “여러분의눈을마주치려고하지않으면,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생각할거예요.”

Sviatoslav Richter는 Prokofiev가“세계에서 … 가장 훌륭

한피아니스트”라고생각한사람인데그는조명을관객에게향

하게하고, 악보를보기위한조명을제외하고는자신에게비추

게하지않음으로써무대공포증을극복했다. 보이지않는다는

착각이Richter를해방시키고관객으로하여금“연주자보다음

악에집중하게”한다고그가말했다. 반면에, Carly Simon과

같은가수는“감정이입에의한반응때문에”조명이관객에게

향하기를택한다. 그녀는“관객이없다고느껴질때, 관객의반

응이열렬하지않을때, 한사람─보통첫네줄에있는─을

골라내그사람에게직접노래를불러요. 그사람은곤혹스러워

하면서오른쪽이나왼쪽에있는사람에게고개를돌려요. 그렇

게해서곤혹감, 또는그사람에게쏟고있는주의의중심이저

로부터차례로돌아가요.”라고말한다.

5. 두단락에걸쳐, 유명연예인이무대공포증을극복하기위

해취하는서로상반된방법들을소개하고있다. 따라서글의제

목으로④‘공연에대한걱정을떨치기위한각자의고유한전

략’이가장적절하다.

①가능한자주무대에서라

②자신의진짜약점을찾아이를받아들여라

③공연전에동료로부터신임을얻어라

⑤얼마나대단한연기자와관객의조화인가!

6. 무대공포증을극복하기위해 Sviatoslav Richter가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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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연습은영구적인습관을만든다.’라고말하는것이더정

확할것이다. 올바른방식의연습이가장높은수준의숙련된수

행능력으로이어지는반면에잘못된방식의연습은부정적인결

과를낳는영구적인습관을만들어낸다. 잘못된것, 잘못된기

술, 잘못된 코트에서의 전략을 연습하는 것은 해가 된다. 사실

그것은그런활동을행하는선수가전문적인지도하에이제막

그게임을배우기시작한사람보다도진정한발전을이루는것

에관한한더나쁠정도로해로울수있다. 이는부정확한기술

과스트로크(라켓을휘두르는동작)는잊어야하기때문인데, 한

번고착된습관을버리는것이얼마나어려운지는잘알려져있

다. 테니스의경우를예로들자면한젊은대학생이소위‘프라

이팬’그립(라켓을쥐는방식)을사용하여서브를넣었다. 이그

립으로어느정도의발전은이루어지지만이것은곧답보상태에

이르게되고, 파워를가진서비스를개발하는것이아주불가능

해지며, 볼은 그저 서비스 코트에 떨어지게 된다. 비록 올바른

그립이제시되었지만그학생은바꾸는것이어렵다는것을발

견했는데, 그가그렇게했을때그의서비스는그의몸에밴‘프

라이팬그립’으로한것보다훨씬더나빴다. 따라서연습이올

바른종류의것임을아는것이중요하며, 그렇게하지않으면극

복하기어려운나쁜버릇을얻게된다. 새로운기술을습득할때

에는오래된기술을잊어야하며, 선수의게임이향상되기시작

하기전에더나빠질가능성이높다.

7. 연습이중요하지만부정확한기술을연습하면오히려발전

에장애가되므로처음부터정확한기술을습득하는것이중요

하다는내용의글이다. 잘못된기술을연습하는것이발전은커

녕도리어해가될뿐임을역설하므로‘처음부터올바르게연습

하라’가글의제목으로가장적절하다.

①여러분은꾸준한연습을필요로한다

③몸에밴습관을이용하는방법

④어떤발전은전혀노력을필요로하지않는다! 

⑤서로다른유형의선수를위한상이한그립

8. 이글에서필자가전하고자하는주요메시지는연습은중

요하지만 부적절한 기술을 연습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다. 두빈칸에는잘못된기술이발전을저해하지않도록할

수있는조치를표현하는말이들어가야하는데, unlearned(잊

는)가가장적절하다.

②통합되는 ③강화되는 ④간직되는 ⑤검토되는

● It can in fact be harmful [to the extent that a player

{who engages in such activities} could be worse off

when it comes to making genuine progress than

somebody {who has just begun to learn to play the

game under expert guidance}].
➞비교급 ‘worse ~ than’이 a player와 somebody를비교

하고 있는데, { }로 표시된 부분이 각각 둘을 수식하고

있다. to the extent that ~은‘~할정도로’의의미이다.

● Although with this grip some progress is made, this

soon comes to a halt and [it becomes quite

impossible to develop a service {having any

power}], [the ball merely placed into the service

court].
➞첫 번째 [ ]로 표시된 부분에서 it은 형식상의 주어, to

develop ~가내용상의주어에해당한다. { }로표시된

부분은 a service를수식하는분사구이고, 두번째 [ ]로

표시된부분은 and the ball is merely placed ~가전환

된분사구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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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Gregorio Dati

해석 Gregorio Dati는 플로렌스의 성공한 상인으로, 이익이

남는 많은 협력 관계를 맺고 양털, 비단, 그리고 다른 상품 장

사를 했다. 그러나 그의 사업은, 특히 초기에, 문예부흥 시대

사업의 특징인 파란만장함을 겪었다. 예를 들어, 그가 젊은 사

람들이 전형적으로 하던 역할인, 그의 사업의 여행 파트너로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해적들에게 진주 위탁 판매품을 포함한

그의 모든 물건과 그의 옷을 약탈당했다. 부분적으로는 네 번

의 잇따른 결혼을 통해 그는 그러한 손실을 회복했다. 인생 후

반에 그는 시 정부에서 다수의 직책을 맡는 영예를 얻었다. 그

는여러해에걸쳐‘일기’를썼는데, 사실그것은가끔씩쓴기

록으로, 상인으로서의 생활과 가족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썼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공적인 자아와 사적인 자아에 관한 이런

형태의글쓰기를개척했다.

Shortcut Analysis

Later in life, he was honored to serve a number of

posts in the city government.에서 ④가 글의 내용과 일

치함을알수있다.

Structural Analysis

● For example, [while he was en route to Spain as

his enterprise’s traveling partner], a role typical

for young men, pirates robbed him of all his

goods, [including a consignment of pearls], and

of his own clothes.

➞「rob ~ of …」는‘~에게서 …을 빼앗다’라는 뜻이다. 첫

번째 [ ]로 표시된 부분은‘~하는 동안에’라는 뜻의 부

사절이다. 두 번째 [ ]로 표시된 부분은‘~을 포함하여’

라는 뜻으로 all his goods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 것

이다.

Zoo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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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보도에따르면, 고고학자들이연대가 8,500년전신석

기시대로거슬러올라가는우물을발굴했다고한다.

2. 그신문은한때전국의일간신문들중에서가장많은판매

부수를갖고있었다.

3. 그녀는또한Newsweek에정기적인칼럼을쓰고있다.

4. 그범죄관련기사는뉴스로전국에보도되었다.

5. Science World 구독이언제끝나나요?

1. ④ 2. ③ 3. ② 4. ③

11..
④

비행기내의금연

여러분은 비행기에 타서 간접흡연을 하지 않을 때마다,

캐나다의한작은비영리단체에감사해야만한다. 이십년전,

비행기여행은많은승객들에게담배연기가자욱한, 불쾌한경

험을의미했다. 대개승객중 4분의 1은담배를피우고있었고,

불량한 환기 시스템 때문에 승객들은 비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상당한양의간접흡연을해야만했었다. 그것은불쾌한여행방

식이었다. 그러나 Garfield Mahood와 Toronto에기반을둔

비흡연자권리연합이적극적으로깨끗한실내공기혁명을일

으켰다. 이 혁명이궁극적으로 Air Canada를기내흡연을금

지한세계최초의항공사가되도록하였다. 이렇게하여모든주

요 항공사들이 흡연을 금지하게 만든 연쇄반응이 시작되었다.

오늘날많은흡연자들조차비행기내의담배연기없는공기에

고마워한다.

주어진 문장은 비흡연자 권리 연합이 깨끗한 실내공기를 위한

운동을벌였다는내용으로과거의비행기내에서의흡연으로인

한불쾌한경험이거론되고있는문장다음인④에와야한다.

● This started a chain reaction [that forced all major

carriers to ban smoking].
➞ that절 [ ]은 a chain reaction을수식하는관계절이며,

「force＋목적어＋to do」는‘목적어가~하도록강요하다’

로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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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러분야의지식을갈구했던다빈치

다빈치에게있어한분야의지식은그야말로관련된분

야의다른것을배우려고하는욕구를촉발시켰다. 그림공부는

디자인전반에관한공부를유발했고, 그것은건축학에대한흥

미를유발했으며거기서부터그는공학에대한연구, 전쟁에쓰

이는기계와전략만들기, 동물과인간의해부에대한연구등등

으로쉬지않고나아가게되었다. 이러한믿기힘든사고의흐름

은심지어주술의영역까지이어졌다. 그의사고방식은경계를

인식하지않으려고했는데그는모든자연현상사이의관련성

을탐구했다. 이런의미에서그는시대를앞서나갔고최초의진

정한르네상스인(만능형의교양인)이었다. 여러분야에걸친그

의발견은계속더성공했는데, 어느한분야의집중이또다른

결과를가져왔다. 많은사람들은그를이해할수없었고그가기

이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프랑스 국왕 프랑수아 1세(King

François I of France), 그리고심지어체사레보르자(Cesare

Borgia)와같은위대한후원자는그의천재성을인식했고그것

을이용하려고애썼다.

한분야의지식에만족하지않고다른분야의지식을갈구했던

다빈치의삶에대한글로여러분야를섭렵하면서그의발견이

더욱더성공적인방향으로나아갔다는내용으로볼때‘어느한

분야의집중이또다른결과를가져왔다’는말이빈칸에들어가

야한다.

①그가자신의정체성을숨기도록만들었다

③선과악의분리가명백해졌다

④그의자기조직화전략이진전되었다

⑤그가현실상황을회피할수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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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련을이겨낸Michael Jordan

한청년이그의고등학교체육관으로걸어갔다. 학교대

표팀에발탁된선수들의목록이적힌종이가벽에압정으로꽂

혀있었다. 15살의 Michael Jordan은그목록을아래위로훑

어 보았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Michael

Jordan은대다수전문가들에의해지금까지(의농구선수들중

에) 가장뛰어난농구선수로여겨진다. 그러나그렇게되기까지

그는자신을믿어야만했다. 많은농구선수들이 10학년에도달

할때쯤이면, 그들은자신의프로그램에그들을뽑아가려고하

는 대학 감독들로부터 수백 통의 편지를 받는다. 그러나

Michael Jordan은 한 통의 편지도 받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Michael Jordan이 대표팀 멤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Michael Jordan은포기하지않았다. 그는자신과자신의능력

을믿었고, 계속해서연습했다. 그다음해그는대표팀의멤버가

되었고팀의스타가되었다. 거절은여러분이자신을믿지못할

경우에한해실패를의미한다. 자신을신뢰하는사람들에게그

것은하나의도전일뿐이다. 

자신에대한변함없는믿음으로최고의자리에오른농구선수

Michael Jordan의예를들고있는글로, 빈칸에는③‘자신을

믿지못하다’가오는것이적절하다. 

①여러분이스승을신뢰할수없다

②여러분의진정한가치는저절로드러난다

④여러분이운에지나치게의존하다

⑤여러분의동료에대한믿음이약하다

*Michael Jordan: NBA에서활약하면서‘농구황제’라불

렸던미국의농구선수. 시카고불스에 6번의미국프로농구

챔피언 타이틀을 안겨주었고, 10번의 득점왕과 5번의 리그

최우수선수(MVP)에올랐으며, 13번의시즌동안평균 31.5

점의최고득점을기록하였다.

● [By the time many basketball players reach the tenth

grade], they are receiving hundreds of letters from

college coaches [seeking to recruit them into their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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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time은‘~할무렵에는’의의미로절을이끌고있

으며, 대명사 they와 them은 각각 many basketball

players를 가리킨다. seeking이 이끄는 분사구 [ ]은

college coaches를수식한다.  

● For those who believe (in themselves), it is only a

challenge.
➞ believe 다음에는 in themselves가 생략되었으며, it은

rejection(거절)을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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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udy of painting led to that of design in general,

[which led to an interest in architecture]`─`from

there he flowed to studying engineering; ~.
➞ [ ]로표시된부분에서관계사 which는앞에있는 that

of design in general을가리킨다.

44..
③

영국의문학가Archibald Joseph Cronin

Archibald Joseph Cronin은 어린 시절에 버릇없이

자라지않았는데, 어떤우쭐거림도용인되지않았던스코틀랜드

의시골학교에서초등교육을받았기때문이다. 그곳에서그가

제일좋아하는과목은영어였다. 그는영문학고전에대한갈망

을발전시켰고 13세에군대회에서최고의글로금메달을수상

했다. 하지만직업을선택해야할시간이왔을때그는의과대학

을준비했다. 런던의부유한 West End에있던병원이너무빠

르게성장해서30세에그의건강이아주나빠졌다. Scotland의

Highlands에서회복하는동안글을쓰려는오래된욕망이그

를사로잡았다. 밤중에그에게아이디어가떠오르곤했는데, 너

무도생생하여그는자리에서일어나몇시간씩글로쓰곤하였

다. 세 달만에 원고가 무더기로 쌓였다. 그의 첫 번째 소설인

Hatter’s Castle은대서양의양쪽에서그해화제가되었다.

London의West End에개업한병원이빠르게성공했고그이

후건강이나빠졌다고했으므로③이글의내용과일치하지않

는다.

● Archibald Joseph Cronin was not spoiled in his early

years, [for his elementary education was gained in a

Scotch village school {where no conceit was

tolerated}]. 
➞접속사 for는이유를설명하는절을이끈다. { } 부분의

where가 이끄는 관계절은 앞에 있는 선행사 a Scotch

village school을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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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④

소재미해군비행선

해석 Titanic호가 머리 위에서 떠다닌다고 상상해보라. USS

Macon이 상공을 나는 것을 보는 것이 그와 같았을 것이다.

거의 800 피트 길이에 그 비행선은 1933년 미 해군에 공중

군사 기지를 갖추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완성되었다. 비행

선 내부에 격납고를 갖춘 Macon은 5대의 소형 고정익 항공

기를공중에쏘아올릴수있었다. 그러나한번도작전을하지

못하고 1935년 폭풍우 중에 캘리포니아 Big Sur 해안으로

추락했다. 1980년한어부가비행선의파편한조각을자신의

그물에 잡아 올려 재발견된 그 난파선은 최근에 수중 음파 탐

지기와 원격 조정 로봇을 이용하여 조사되고 위치가 확인되었

다. 정부의 고고학자들은 1,500 피트 물속에 위치한 그 특정

지역을계속탐사한다.

Shortcut Analysis

‘Rediscovered in 1980 when a fisherman caught a

piece of the airship’s debris in his net, ~’의 부분에서

④‘잔해가 어부의 그물에 걸려서 발견되었다’가 글의 내용과

일치함을알수있다.

① 1933년에완성된군사기지였다.

②해상에서소형비행기들을발진시킬수있었다.

③ 1935년작전수행중폭풍으로인하여추락하였다.

⑤고고학자들에의해탐색이계속되고있다.

Structural Analysis

● That’s [what it would have been like to see the

USS Macon fly by]. 

➞ [ ] 안의 it은형식상의주어이고 to부정사구가내용상의

주어이다.

● [Rediscovered in 1980 {when a fisherman caught

a piece of the airship’s debris in his net}], the

wreck was recently surveyed and mapped using

sonar and remotely operated robots. 

➞ [ ]로 표시된 부분은 the wreck을 수식하는 분사구이

다. 그 잔해가 다시 발견되었다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

기 위해 과거분사가 사용되었다. { }은 선행사 1980을

수식하는관계부사 when이이끄는관계절이다.

Zoom In



1. anecdote 2. remains

3. unfold 4. monumental

5. commemorate

1. 그토론의대부분이증거보다는일화로이루어졌다. 

2. Hayden 박사는 Niobrara 계곡의매장층으로부터포유류

와거북의유해를여러개모았다.

3. 그배우가여러분을고대흔적, 원주민, 이주민으로부터현재

의Vancouver까지안내하는동안그역사가펼쳐진다.

4. 이책은 79개의현존하는이슬람건축에새겨진기념비적인

명문의독특한특징을연구한책이다.

5. 우리는이교회에모두같이모여서제 1차세계대전에서생

명을잃은사람들을추모한다.

1. ③ 2. ⑤ 3. ① 4. ②

11..
③

중국의풍수지리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많은 것(종교)의 부분들을 취하여

사용하기때문에자신들이어느종교에속하는지명확히말하기

힘들어한다. 환경적인식에대한중국종교의가장중요한공헌

중의하나가바로이러한민간신앙의맥락에서생겨난다. 이것

이풍수설이다. ‘풍수’는문자그대로바람-̀̀물을뜻하며건물,

묘지, 또는침대까지도그지역의우세한자연적힘에따라서배

치해야하는필요성을가리킨다. 풍수는건물이자연풍토를보

존하려(→위압하려)하기보다는보완하는, 건물이풍경에어우

러지도록나무와관목이심어지는, 자연적재료가인간이만든

재료에 우위를 차지하는 특징적인 중국의 경관을 성립하는 데

일조해왔다. 바꾸어말하면, 그것은 (자연상태로) 존재하는풍

경이인간이 (그풍경에) 어떤기여를하기훨씬이전에이미지

배력과영향력, 의미와목적으로충만해있다고여기는건축의

한방식이다.

풍수가기본이되는중국의조경방법에대하여설명하는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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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건물은주변의풍토를보완한다는앞의절과반대되는개

념의내용이되어야한다. 그러므로주변풍토를보존한다는의

미인③의 preserve는적절하지않으며, overawe(위압하다)가

적절하다. 

● Most Chinese find it hard [to specify exactly {which

religion they belong to}], for they take and use parts

of many. 
➞ it은 find의 형식상의 목적어이며, [ ]로 표시된 to부정

사구가내용상의목적어이다. to부정사구문안의 { }로

표시된부분은동사specify의목적어이다.

● It is [in this folk-religion context] that one of

Chinese religion’s most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environmental awareness arises. 
➞「It is[was] ~ that …」의강조구문으로강조되는내용은

[ ]로표시된부사구이다. 

● In other words, it is a way of building [which sees

the existing landscape as full of powers and forces,

meaning and purpose long before humanity came to

contribute].
➞ [ ]로표시된관계절이 a way of building을수식하고

있다.

22..
⑤

이탈리아의식료품구매문화

나는북아메리카에서자랐고식료품을사기위해서는항

상슈퍼마켓에갔다. 이탈리아로이주했을때나는많은이탈리

아사람들이시장에서매일물건을사는것에놀랐다. 캐나다에

서나는대형냉장냉동고가있는집에서성장했었다. 나는대부

분의이탈리아가정이아주작은냉장고를갖고있음을알고놀

랐다. 이것이이탈리아사람들이더자주식료품을구매하는또

하나의이유이다. 매일장을보는것은신선한제철농작물에중

점을두는것인데, 이것은이탈리아지역특산요리에나타난다.

이탈리아에서 10월에 아스파라거스를 먹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없는일일것이다. 나는내접시에서발견했던계절에감사하

기시작했고내고향에서처럼모든농작물을 1년내내먹을수

있는것이아니라는사실이정말로좋았다. 딸기를먹는것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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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행사가되었다. 나는딸기가시장좌판위에오래남아있

지않을것이라는사실을알고있었기에될수있는한많은딸

기를먹었다.

이글의중심생각은필자가자란캐나다에비해서이탈리아에

서는식료품을미리대량으로구입하기보다는시장에서그때그

때신선한농작물들을구매해서사용한다는것이다. 따라서제

목으로는 ⑤‘이탈리아에서의 식료품 구매: 멋진 계절의 즐거

움’이적절하다.

①이탈리아: 내가제일좋아하는휴가지

②이탈리아여행을위한안내와주의사항

③냉장고의필수적인기능

④건강한식습관을위한간단한조언

● Daily shopping places an emphasis on fresh and

seasonal produce, [which is reflected in regional

Italian cuisine]. 
➞ [ ]로표시된관계절에서 which는앞문장전체의사실

을가리킨다.

● [I started to appreciate the seasons {that I found on

my plate}] and [I really enjoyed the fact {that not all

produce was available year-round like at home}]. 
➞ [ ]로표시된두개의절이접속사 and로연결되어있고

첫번째 { }는선행사 the seasons를수식하는관계절

이다. 두 번째 { }로 표시된 that절은 바로 앞의 the

fact와동격관계의절이다.

● I ate as many berries as I could, [knowing they

would not last long at the market stalls].
➞ [ ]로표시된분사구문은 for[as] I knew they would

not last long at the market stalls로생각할수있다.  

33..
①

인간행동의내재적측면과이행적측면

모든 인간 행동은 완벽히 내재적인 행동(생각하거나 사

랑하는것)의경우를제외하고내재적이기도하고이행적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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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치적안정과국제관광업

정치적 안정은 국제적 형태의 관광업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의 국제 관광업이 1945년 이래로 매우 크게 발전한 이유

중하나는 2차대전이끝난이후로그지역에중대한정치적, 군

사적갈등이거의전적으로없었다는것이다. 그 전쟁으로부터

유발된하나의중대한분수령은대체로공산주의체제의동유럽

과자본주의체제의서유럽사이의분할인데, 이는실제로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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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예를들어, 어떤사람이일할때상품이나서비스(이행적

측면)와같은‘객관적인’결과와그행동의도덕적선(내재적측

면)과 함께 능력의 상승이나 행위자의 자아실현 같은‘주관적’

결과라는두가지의결과가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내재적

측면인후자의경우가더의미있는것이다. 그것은어떤추가적

이유때문이아닌그것자체를위해추구되어지는것이다. 아리

스토텔레스는‘우리는그자체로추구할가치가있는것을다른

어떤것을위해서추구할가치가있는것보다더완벽하다고여

긴다.’고단언한다. 다시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행위의본질

적인, 즉내재적인측면에더많은의미가있다고생각하는데왜

냐하면이러한측면(내재적측면)이야말로그것의목표가행위

자의바로그성취감이나완벽성이기때문이다.

(A) 앞에서모든인간의행동은내재적이기도하고이행적이기

도하다는도입부를제시하고 (A) 다음에더상세한예를제공

하고있으므로For example이들어가야한다.

(B) 앞에서그행동자체를목적으로한행동이다른무엇인가

를 목적으로 한 행동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소개하고이를더부연하여자세히설명하는것으로이

어지고있으므로 In other words가들어가야한다.

● In other words, Aristotle attributes more relevance to

the intrinsic or immanent aspect of action because [it

is this aspect whose end is the very fulfillment or

perfection of the agent]. 
➞ [ ]로 표시된 부분은「it is[was] ~ that[who] …」의

강조구문의변형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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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자원, 재활용강

본문162쪽

정답④

소재생물다양성을보존해야하는이유

해석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심미적이고 도덕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고려사항들도 또한 있다. 우리는 의식주, 산

소, 그리고토양의비옥함을많은다른종에의존하는데, 그 목

록은 계속 된다. 미국에서는 약국에서 조제되는 모든 처방약의

25%가식물에서얻은물질을포함하고있다. 예를들면, 호지

킨병과 어떤 다른 형태의 암에 효과가 있는 두 가지 물질들은

Madagascar 섬이 원산지인 화초인 rosy periwinkle에서

나온다. Madagascar에서만 약 8,000종의 화초들이 살고

있다. 불행히도 Madagascar는 80%의 산림과 약 50%의

토착종을 잃었다. Madagascar의 곤경은 많은 개발도상국들

의곤경을대표하고있다. 그섬은천만명이넘는사람들의거

처가 되고 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몹시 가난하고 환경 보존

에 관심을 둘 처지가 아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뿐

만 아니라 Madagascar 사람들도 파괴되고 있는 생물 다양

성으로부터중요한이득을얻을수있다.

Shortcut Analysis

(A) 약국에서 처방되는 약들 중 식물에서 나오는 약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호지킨병과 암에 효능이 있는 rosy

periwinkle이소개되고있으므로 For instance가적절하다.

(B) Madagascar 섬사람들이아주가난해서환경보존에관

심을 둘 만한 처지에 있지 않지만,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그들역시생물다양성으로부터중요한이익을얻을수

있다는맥락이므로역접의연결사인 Yet이적절하다.

Structural Analysis

● ~ two substances [effective against Hodgkin’s

disease and certain other forms of cancer] come

from the rosy periwinkle, a flowering plant native

to the island of Madagascar.

➞ 형용사인 effective가이끄는 [ ]로표시된부분은앞에

있는 two substances를 수식한다. 주어는 two

substances이고 동사는 come이다. the rosy

periwinkle과 a flowering plant native to the

island of Madagascar 부분은동격관계이다. 

Zoom In

업의지형도에뚜렷한경계를만들었다. 서유럽에는급속한발

전이있었고동유럽에는비교적국제관광이미미했다. 동유럽

국가의공산주의지배가허물어지기시작하자마자, 이지역으로

의그리고이지역으로부터의관광이뒤따랐다. 유럽연합의확

장과회원국사이의이동통제에대한점진적인소멸은국제관

광이장려되기도하고촉진되기도하는지역(의범위)을아마한

층더넓히게될것이다.

이글의중심생각은정치적안정이국제적형태의관광업에영

향을미친다는것이다. 이를뒷받침하는문장에포함된빈칸의

단어선택은, 따라서, 이중심생각의방향과일치해야할것이다. 

(A) 중심생각의방향에맞추어, 정치·군사적갈등이‘없었기

(absence)’때문에관광업이발전했을것이다.

(B) 바로뒤에이어지는문장내용에따르면두진영간관광업

의지형에‘뚜렷한(̀clear)’경계가있었을것이다.

(C) 중심생각에따르면, 통제의소멸은관광업이촉진되는영

역을‘넓힐(extend)’것이다.

● [One of the reasons {why international tourism in

Europe has developed so strongly since 1945}] has

been the almost total absence of major political and

military conflict in the region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 [ ]로표시된부분이문장의주어이고, One이주어의핵

이다. { }로 표시된 부분은 관계절로 앞에 놓인 the

reasons를수식한다.

● [{The enlargement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gradual erosion of controls on movements between

member states}] will probably extend still further

the zones [over which international tourism is both

encouraged and facilitated].
➞첫번째 [ ]로표시된부분이이문장의주어이고, { }

로 표시된 두 개의 명사구로 이루어져 있다. 주어의 핵은

각 { }의 enlargement와 erosion이다. 두 번째 [ ]

는 관계절로, 그 안의 관계대명사 which는 the zones를

선행사로취하고관계절안에서전치사 over의목적어역

할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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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tract 2. purify

3. conserve 4. sustainable

5. distribution

1. 그들은해바라기씨에서기름을추출할수있다. 

2. 우리는값싸게물을정화할수있는시스템이필요하다.

3. 우리는미래세대를위해우리의삼림지대를보존해야한다.

4. 그정당은낮은인플레이션과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약속

하고있다.

5. 부의 불평등이란 사람들 사이에 재정적인 자산의 불평등한

분배이다. 

1. ③ 2. ④ 3. ⑤ 4. ④

11..
③

생태계회복을위한인간의노력

다행히우리인간들은생태계에미치는우리행동의영

향을깨달을때우리행동들의일부를원래대로되돌릴수있다.

우리는한때깊이생각하지않고땅에서물을퍼올려썼지만,

이제는 경제적으로 절약하는 변기를 사기로 우리 모두 동의했

다. 또한우리는멸종위기에처한생물종이사는생태계에더

이상어떤변화를만들지않기로동의했다. (이것이야생생물을

보호하고싶어하는사람과일자리와생계를보호하고싶어하

는 사람 사이의 갈등을 야기했다.) 그리고 일부 고층 건물에서

우리는 철새들이 이동하는 계절에 새들이 불빛에 홀리지 않고

그지역을 지나가도록자발적으로불빛을어둡게한다. 그래서

우리의도구가지구에미치는우리의영향을확대해왔다면이제

는적어도그동일한도구들이강(바다)과숲을회복시키고하늘

을다시어둡게하는목적으로사용될수있다.

물을아껴쓰고, 생태계를보존하며, 철새들을위해고층건물의

야간조명도어둡게하는등인간들이환경에미친안좋은영향

을 깨닫고 환경을 원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문단의

내용에서, 야생생물을보호하려는사람과일자리와생계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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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사람사이에갈등이야기되었다는③은글의흐름과무

관한문장이다.

● And in some tall buildings, we voluntarily turn down

the lights during migration season, [to let birds pass

through the territory unmesmerized].
➞ [ ]로표시된부분에서 to let은‘~하기위해서’라는의

미로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이다. unmesmerized는

birds의상태를설명한다.

22..
④

먹이피라미드최상위육식동물의수난

먹이피라미드의맨꼭대기에있다는것은대형육식동

물들을환경적충격에특히취약하게만든다. 서식지의붕괴가

있을때마다문제는피라미드를타고올라오고최상위육식동

물은보통가장먼저고통을받는다. 예를들면, 인간의활동이

자연환경에점점더많은영향을주게됨에따라, 대형육식동

물들은그것들의서식지가줄어들고, 그로인해그들의먹잇감

이감소되면서수가극히적어졌을뿐만아니라진정으로희귀

해지게되었다. 덩치가큰맹수를사냥하고죽이는인간의성향

은수를훨씬더감소시켰다. 검치호랑이는북아메리카의인간

사냥꾼들에의해 1만년전에멸종에몰렸던것으로여겨진다.

오늘날환경적위협과사냥의조합은희귀할뿐만아니라실제

로심각한멸종의위험에처한극소수의대형맹수가있다는것

을의미한다. 

환경파괴와인간의사냥으로먹이피라미드의맨꼭대기에있

는대형맹수들이가장커다란위협을받고있다는내용의글이

다. ④가 포함된 문장의 내용은 1만 년 전의 상황인데, 문장의

동사가 are believed와 같이 현재시제이므로 to부정사는 to

have been driven과같이완료형이되어야한다. 

①동명사가이끄는어구가주어이므로단수형동사를쓰는것

은적절하다.

② the problems로시작되는주절앞에서부사절을이끄는접

속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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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사`(become)의 보어이며, 셀 수 있는 명사`(large

predators)가주어이므로적절하다. 

⑤ very few big, fierce creatures를수식하는관계절을이끄

는관계사이다.

● Today, the combination of environmental threats and

hunting means [that there are very few big, fierce

creatures {that are not just rare but actually in

severe danger of extinction}]. 
➞ [ ]로표시된부분은동사 means의목적어이고, { }

로표시된부분은 very few big, fierce creatures를수

식하는관계절이다. 「not just ~ but …」은두개의어구

를연결하면서‘~할뿐만아니라…한’의의미를나타낸다. 

33..
⑤

석유자원의채굴

꽤 많은 양의 석유 매장량이 발견되면, 그 석유 매장을

개발하기위해서유정이시추된다. 땅 속의석유는암반층에서

습기가흐르는것과대략동일한속도로흐르는데, 한가지중요

한차이는석유는훨씬더높은압력으로갇혀있다는것이다.

(C) 새로운유정이시추되면, 개방된시추공은압력에의해갇

혀있는인접지역에있는석유가자유롭게통과할수있게해

주는데, 그러면이것은표면으로솟구친다. (B) 그렇지만, 일단

압력이시추공인접지역의압력과같아지면, 펌프를이용하여

석유를암석층이나퇴적층을통과하여유정으로보내는데점점

더많은양의에너지가필요하다. (A) 마침내석유로부터얻을

수있는에너지와같은양의에너지를석유를펌프로뽑아내기

위해들여야하는시점에도달하게될것이다. 이시점에도달할

때에, 생산은끝나고유정은영구적으로폐쇄된다.

땅속의석유는높은압력에갇혀있다는내용의주어진글다음

에, 처음에는시추공을통해석유가솟구친다는 (C)가온다음,

압력이 주변과 같아지면 석유를 뽑아내는 데 에너지가 필요하

다는내용의 (B)가와야하며, 마지막으로석유를빼내는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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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44..
④

기후가석유와가스탐사에미치는영향

석유와가스자원은수백만년이걸리는과정에의한결

과로 생성되어 지질학적으로 묻혀 있는 것이므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기후 변화는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지역들을폐쇄하게만들뿐만아니라또한덮혀있는

얼음의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북극 지역의 탐사 가능성을 높여

줄수도있다. 따라서기후변화가이러한자원들에영향을미치

지는않겠지만, 기후변화는이러한자원들에대한접근가능성

에영향을미칠것이므로, 매장되어있는석유와가스그리고알

려진혹은발견가능성이있는자원들이새로운기후조건에의

해영향을받을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 시베리아에서실제

적인탐사의어려운문제는 1월에기온이 –20˚C에서 –35˚C에

이르는극한의환경조건하에서석유에접근하여, 생산하고, 배

송하는데필요한시간이다. 온난화는극한의환경조건을완화

하여, 생산한계지역을넓혀줄수도있다.

기후변화가석유와가스탐사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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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이 없어지면 유정을 폐쇄하게 된다는 내용의 (A)가 와야

한다.

● Oil in the ground flows at about the same rate as

damp in a stone foundation, {the one major

difference being that the oil is held at much higher

pressure}.
➞「the same ~ as …」는‘…와 동일한 ~’라는 뜻이다. 

{ }로 표시된 부분은 분사 구문인데, 주절의 주어와 분

사구문의의미상주어가다르므로분사구문의의미상주

어인 the one major difference를쓴것이다.

● When a new well is drilled, the open hole gives free

passage to the pressurized oil immediately around

it, which then surges to the surface.
➞이문장에서관계사which는 the pressurized oil을가리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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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글이므로, ④‘석유와가스탐사에미치는기후의영향’

이글의주제로가장적절하다.  

①에너지소비에있어서의미래의동향

②유정시추를위한다양한방법들

③석유탐사의역사

⑤지구온난화해결책으로서의에너지절약

● On the other hand, climate change may not only

force the shutting down of oil- and gas-producing

areas, but increase the feasibility of exploration in

areas of the Arctic through the reduction in ice

cover.
➞「not only ~, but …」구문은‘~뿐만 아니라 …도’라는

뜻이다.

● Thus, [while climate change may not impact these

resources], oil and gas reserves and known or

contingent resources could be affected by new

climate conditions, [since climate change may affect

access to these resources].
➞첫번째 [ ]로표시된부분에서 while은‘~이지만’이라

는의미이며, 두번째 [ ]로표시된부분에서 since는이

유를나타내는절을이끌고있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강

본문166쪽Zoom In

정답②

소재종의생존을위해스스로토양을조성하는식물

해석식물이 우리의 행성에서 살아 온 수억만 년 동안 그것은

놀랍도록 자급자족이 되었다. 태양과 유용한 관계를 수립한 것

이외에도 식물은 자기 스스로 토양을 만드는 것을 배웠다. 식

물이죽을때그것은땅위에쓰러져썩어많은곤충과벌레들

에 의해 먹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죽은 식물이 오

직 특정한 박테리아와 균류들에 의해 섭취된다는 것을 발견하

고 깜짝 놀랐다. 식물은 자기 자신이 썩어갈 때 자신의 형제자

매가자랄토양에이로운무기질을생산할그런미생물과지렁

이만을 유인하는 방법을 안다. 식물이 특정한 미생물을 그것이

자랄토양으로유인하는하나의방법은그것의뿌리에더많은

당분을 농축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당근이나 감자와 같은 뿌리

는 항상 식물의 나머지 부분보다 훨씬 더 달다. 명백히 토양의

질은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식물을 위한 물과 무기질의 원천으

로서뿐만아니라그것의생존자체를위해서도그렇다.

Shortcut Analysis

식물의사체는그식물에게유용한물질을만들어내는특정미

생물을유인하여같은종의식물이생존하는데도움을준다는

내용의 글이다. 빈칸에는 식물의 사체를 미생물이 섭취한 결과

그 식물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 토양이 생성된다는 점을 나

타내도록‘자기스스로토양을만드는것’이들어가야한다. 

①수명을연장시키는것 ③미생물을섭취하는것 ④박테리

아의공격에도살아남는것 ⑤환경을깨끗하게지키는것

Structural Analysis

● Plants know how to attract to their own rotting

only those microorganisms and earthworms [that

will produce beneficial minerals for the soil

{where the plants’ siblings will grow}]. 

➞ [ ]로 표시된 부분은 only those microorganisms

and earthworm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 ] 안의

{ }로표시된부분은 the soil을수식하는관계절이다.

● Apparently, the quality of the soil is critically

important, not only as a source of water and

minerals for plants but for their very survival.

➞「not only A, but (also) B」가 ‘A뿐만 아니라 B도’의

의미를나타내며두개의어구를연결하고있는데, A와 B

는 각각 as와 for가 이끄는 어구이므로‘A로서 뿐만 아

니라 B를위해서도 (결정적으로중요하다)’로해석한다. 

1. migrate 2. biodiversity

3. reproduce 4. heredity

5. pollinate

1. 9월에제왕나비는더따뜻한기후의지역으로이동한다.

2. 열대림의급속한파괴는지구의생물다양성을위태롭게한다.



1. ⑤ 2. ③ 3. ③ 4. ④

11..
⑤

Australian jumping spider(호주깡충거미)

작고선명한초록빛의호주깡충거미는큰먹잇감을사

냥한다. 힘차게 4인치를뛰어오른후, 자신의송곳니를잠자리

의목에박아넣는다. 이거대한곤충이날아오른다해도, 이거

미는자신의독이작용하여잠자리가부딪혀떨어질때까지꽉

붙잡고놓지않는다. 4인치점프가그다지높지않게보일지모

르지만, 0.5인치 길이의 동물에게는 엄청난 거리이다. 그것은

키가 5피트되는사람이일렬로세워진여섯대의차를한끝에

서다른끝으로뛰어넘은것과같은것이다. 호주깡충거미는뛰

어오를때마치수영하는사람이출발대로부터도약하듯이강한

뒷다리로땅을밀어붙인다. 호주 깡충거미는 방랑자라서, 거미

줄, 덫또는올가미를만들지않는다. 그러나알을두기위한요

람이나잠자기위한그물을만들기위하여거미명주실을이용

한다. 

Australian jumping spider는 방랑자(̀wanderer)라서 거미

줄을만들지않는다고설명하고있으므로⑤는내용과일치하지

않는다. 

● [Even if this huge insect takes off], the spider hangs

on [until its venom works and the dragonfly makes a

crash landing].
➞접속사 even if가‘~할지라도’로해석된다. until은전치

사와접속사의쓰임이둘다있는데, 이경우에는접속사로

쓰여뒤에「주어＋동사」가이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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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꽃의주요기능은식물이번식하는것을돕는것이다. 

4. 나는키가너무커서바지가내게잘맞지않는것에대해나

의유전을탓한다.

5. 벌새는이지역의 75퍼센트가넘는개화식물이수분하는것

을돕는다.

22..
③

대륙이동설

1912년독일과학자 Alfred Wegener는대륙이동설

이라불리는한가설을제안했는데, 이가설에따르면대륙들이

죽이동해왔었다는것이다. Wegener는예전에대륙들이하나

의거대한대륙의일부를이루었다는가설을세웠는데, 그는그

하나의 거대한 대륙을“모든 육지”라는 의미의 Pangaea라고

이름붙였다. 대륙의해안선의공통점과더불어Wegener는곧

그의가설을뒷받침하는다른증거들을찾아냈다. 만일대륙들

이한때연결되어있었다면, 연구를통해 Pangaea의연결부분

이었던지역에서동일한식물과동물화석들을발견하게될것

이다. Wegener는동일한화석유물이이미남미동부와아프

리카서부모두에서발견되었다는사실을알았다. 예를들어아

프리카서부와브라질동부와같이멀리떨어진해안지역에서

나오는암석의나이와유형이매우유사했다. 대륙이동설을지

지하는증거에도불구하고, Wegener의생각은강한반대에부

딪혔다. 

(A) named의목적어역할을하는관계대명사 which가필요

하다. 앞에선행사 a single giant landmass가있으므로what

은올수없다. 

(B) 주어인 fossil remains가 발견되는 수동의 관계이므로

been found가와야한다.  

(C) 명사구가뒤따르고있으므로전치사인 Despite가와야한

다. Although는 접속사로 뒤에「주어＋동사」의 형태가 필요

하다. 

● In 1912, a German scientist, Alfred Wegener,

proposed a hypothesis called continental drift,

[which stated {that the continents had moved}]. 
➞ a German scientist와 Alfred Wegener가동격을이루

고있으며, 관계절 [ ]은 a hypothesis를부연설명하는

관계절이다. that절 { }는동사 stated의목적어역할을

한다. 

● If the continents had once been joined, research

should uncover fossils of the same plan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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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s in areas [that had been adjoining parts of

Pangaea]. 
➞ If절은과거의내용을, 주절은현재의내용을가정하고있

다. 이러한경우에, 「If＋주어＋had p.p. ~, 주어＋조동사

의 과거＋동사원형 …」의 형태가 오게 된다. that절 [ ]

은 areas를수식하는관계절이다. 

33..
③

꽃가루받이를위한다양한생물보존의필요성

캘리포니아의아몬드꽃가루받이는유럽꿀벌에의존하

며동남아시아의기름야자나무꽃가루받이는한종의수입된아

프리카딱정벌레에의존한다. 그렇지만, 생물종의개체수가매

우현저한감소를겪어서모든작물의꽃가루받이를해줄수없

을것이므로오직한가지종의생물에만의존하는꽃가루받이

기능수행을관리하는것은위험부담이큰전략이다. 최근의연

구들은신뢰할수없는현상으로인해작물이손실을입지않도

록보장하기위해서생물의다양성을높일필요가있다는것을

강력하게암시한다. 서로다른꽃가루받이생물들은또한서로

다른공간적인, 시간적인, 조건적인활동범위를차지하므로, 오

직 다양한 집단의 꽃가루받이 생물들이 있어야만 높은 품질과

많은양의기능수행으로이어지게된다. 이러한사실들은다양

한상황하에서그리고다양한공간과시간에걸쳐서꽃가루받

이기능수행이이루어지는것을보장하기위해서농업지역에

서꽃가루받이생물의다양성이보호받거나복원되어야한다는

것을암시한다.

식물의꽃가루받이가실패없이안정적으로이루어지려면꽃가

루받이기능을수행하는생물들이다양하게존재해야한다는내

용의글이므로, ③이글의요지로가장적절하다.

● Recent studies strongly suggest [that we need to

promote biodiversity to safeguard our crops from

losses due to unreliability].
➞ [ ]로 표시된 that절은 동사 sugges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절이다. ‘safeguard ~ from …’은‘~을…으로부터

보호하다’라는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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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키메데스의금관이야기에대한정확한과학적설명

아르키메데스의 Eureka(알았다)라는 금관 이야기는 아

르키메데스의 알려진저서에는나타나지않는다. 더욱이, 물의

환치를측정하는데필요한정확성때문에그것이묘사하고있

는방법의실효성이의문시되어왔다. 아르키메데스는대신아

르키메데스의원리로알려진원리를적용한해결책을추구했을

지도모른다. 그원리는액체속에가라앉은물체는그것이밀어

내는액체의질량과동일한부력을받는다고진술한다. 이원리

를이용하면, 왕관과금견본을저울에서균형을맞춘(즉, 왕관

과 무게가 같은견본의 금을 왕관과 저울에 올려놓은) 다음 이

장치(저울과그위의왕관과견본금)를물에담금으로써금관과

순금의밀도를비교해볼수있었을것이다.만약왕관이금보다

밀도가낮다면, 부피가더크기때문에더많은물을밀어낼것

이고, 견본보다더큰부력을받을것이다. 이부력의차이는저

울이그에따라한쪽으로기울게할것이다.

주어진문장의 this principle의내용이이문장바로앞에오

고, 왕관과견본금의부피의차이를어떻게알수있었는지를

설명하는부분이문장바로다음에와야하기때문에, ④가주어

진문장이들어가기에가장적절하다.

● Using this principle, it would have been possible [to

compare the density of the golden crown to that of

solid gold by {balancing the crown on a scale with a

gold sample}, (and) then {immersing the apparatus

in water}].
➞대명사 it이 형식상 주어이고, [ ]로 표시된 to부정사구

가의미상의주어이다. [ ] 내에서 { }로표시된두동

명사구가생략된 and에의해결합된채, 수단을나타내는

by와연결된다. that은 the density를대신한다.

● Archimedes may have instead sought a solution

[that applied the principle {known as Archimedes’

principle}]. 
➞「may＋have＋p.p.」구문은 과거의 사건이나 상태에 대

한 현재의 추측을 나타낸다. [ ]로 표시된 관계절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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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레저, 취미, 여행강

본문170쪽

정답⑤

소재스노우스포츠의참가동향

해석위의 그래프는 미국에서 2006 / 2007 시즌부터

2009/2010 시즌까지 네 번의 겨울 시즌 동안 스노우 스포

츠참가동향을보여준다. 알파인스키는네번모두의겨울시

즌에 걸쳐서 참가자가 가장 많았으며, 스노우 보딩이 두 번째

로 많았다. 하지만, 프리스타일 스키는 네 번의 시즌 각각에서

참가자가 가장 적었다. 스노우 보딩과 크로스컨트리 스키 둘

다에서네번의겨울시즌동안참가자수는꾸준한증가를보

여주었다. 이전 시즌과 비교하여, 2007/2008 시즌에는 알파

인 스키와 프리스타일 스키 둘 다에서 참가자 수가 감소하였

다. 2009/2010 시즌에스노우보딩과크로스컨트리스키참

가자를 합친 수는 같은 시즌에 알파인 스키 참가자 수보다 더

적었다.

Shortcut Analysis

2009/2010 시즌에 스노우 보딩과 크로스컨트리 스키 참가

자를 합친 수가 알파인 스키 참가자 수보다 더 많았으므로 ⑤

가도표의내용과일치하지않는다.

Structural Analysis

● [Compared to the previous season],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both alpine skiing and freestyle

skiing decreased in the 2007/2008 season.

➞ [ ] 부분은 과거분사인 Compared로 시작하는 분사구

문으로 (Being) compared ~에서 Being이생략된것

이다.

Zoom In

1. pastime 2. enthusiasm

3. umpire 4. competitive

5. getaway

1. 독서는그녀가좋아하는오락거리이다.

2. 그녀는여행에대한열정을잃지않았다.

3. 야구에서심판한명이포수뒤에서있다.

4. 경쟁적인스포츠는아이들이한팀으로함께일하도록북돋

워준다.

5. Big Bear 호수는인기있는주말휴양지이다.

solution을 수식하고 있으며, { }로 표시된 분사구는

the principle을수식하고있다.

1. ② 2. ② 3. ③ 4. ③

11..
②

지나친휴가계획

우리는때때로마치그것만이실제로살아갈가치가있

는삶의유일한부분인듯이휴가를계획한다. 우리는휴식시간

이한해의절정, 즉일상생활의모든번거로움과실망을보상해

줄단한가지이점이될것이라는기대감을높인다. 그러나휴

가는전체적인삶의아주작은비율을나타낸다. 대부분의사람

들은휴가로 1주혹은 2주를보낸다. 그나머지시간은여느때

와같은일이다. 다른 2주를계획하고갈망하며한해에 50주를

보내는것은뒤바뀐우선순위즉, 거의틀림없이좌절감을느끼

게하는행위의전형적사례이다. 문제는주요역점이나중에맞

추어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현재로부터 제거된다는 사실이

다. 일상생활에서기쁨을찾는대신에, 여러분은나중에얼마나

더즐거울지에주의를기울이게된다.

짧은휴가기간을기대하며일년의나머지긴시간을보내는것

은현재의기쁨대신에나중에다가올즐거움만을기대하는어

리석은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빈칸에는 ②‘뒤바뀐 우선순

위’가적절하다.

①도달할수없는이상 ③과도한업무량

④지나치게강조된일 ⑤잘준비된예행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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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분야에서의폭력성

이겨야한다는문화적요구는스포츠에서신체적심리적

폭력성의정도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 즉, 경제적배당금,

지위, 그리고상징적보상때문에이기는것의중요성이커짐에

따라많은선수들이승리를이루기위해쓸수있는모든수단을

사용하며심지어폭력까지쓰게된다. 이러한현상은(운동)경기

의다양한수준에서폭력적인행동의평가에서쉽게보여질수

있다. 불행하게도, 몇몇의부모가이기기위한지나친열정으로

코치, 심판, 그리고어린선수까지폭행했다. Thomas Junta가

그의아들의아이스하키시합후에상대팀선수의아버지와싸

움을했을때확실히폭력적으로행동했다. Junta의폭력적행

동은그희생자를그가반복적으로폭행하는결과를낳았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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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build up our expectations [that our time off is

going to be the highlight of our year, a saving grace

{that will make up for all the hassle and

disappointment of our daily lives}]. 
➞ that절 [ ]는 our expectations와 동격이며, 또 다른

that절 { }은 a saving grace를수식하는관계절이다.  

● [To spend fifty weeks a year planning and longing

for the other two] is a classic example of reversed

priorities, an exercise in almost guaranteed

frustration. 
➞ [ ]로 표시된 부분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며,

planning과 longing for는「spend＋시간＋-ing(~하느

라고 시간을 보내다)」의 구문에서 병렬을 이루고 있다. a

classic example of reversed priorities와 an exercise

in almost guaranteed frustration은동격관계이다. 

22..
②

Palmanova 요새도시

Palmanova 요새 도시는 베네치아 사람들에게 약 4세

기동안그들의지배권을유지할수있도록해준건축학적, 군사

적솜씨가발휘된별과같이빛나는우수한사례이다. (B) 확실

히“별과같은”이라는말그대로이다. 도시전체가 9개의꼭짓

점의별모양을이루는요새장벽의둘레안에있다. 16세기말

에건축되어진별모양의외벽은요새화디자인의혁신적인것

이었다. (A) 그것은주민들에게모든성벽에서다가오는적들을

볼수있도록하고양측면에서어떤공격자도물리칠수있도록

하는최고의방어구조였다. 별모양은일련의내벽에서추가적

인방호대책으로반복되었고, 도시출입구는세개의거대한문

으로제한되었다. (C) 외벽아래의문을지나는통로는한사람

이노출된마당을단지걸어서지나또다른거대한문으로갈

수있게하는데, 그문은실제로도시에들어가기위하여반드시

열려있어야한다. 

주어진문장에서 Palmanova 도시를‘별과같은(̀stellar)’도

시로소개하고있다. 이러한‘별과같은’이란표현에대해부연

정답

소재

해석

설명을 하는 (B)가 처음에 오게 된다. 또한 (B)의 the star

shape of the outer walls를 (A)의 It이 가리키고 있으며,

(A)의 마지막에 나오는 gates에 대하여 (C)에서 이어서 설명

하고있다. 따라서순서는 (B)–(A)–(C)가된다. 

● The fortress town of Palmanova is a stellar example

of the architectural and military prowess [that

allowed the Venetians to maintain their dominion for

nearly four centuries]. 
➞ that절 [ ]는관계절로앞에나온선행사를수식하고있

으며, 동사 allow는‘~이…하는것을허락하다[가능하게

하다]’로해석하며목적어(the Venetians) 다음에 to부정

사(to maintain)가이어지고있다. 

● Passage [through the gate under the outer wall]

allows one only to walk across an exposed courtyard

to another enormous gate, [which must be opened to

actually enter the city]. 
➞전치사구 through the gate under the outer wall이문

장의주어인 Passage를수식하고있으며, which절 [ ]

는 another enormous gate에대한부연설명을하고있

는데, and it(= another enormous gate) must be

opened to actually enter the city로생각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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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시설이용에대한비용부과

과거에는많은공공부문레크리에이션공급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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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게도, 대수롭지않은경기라고할수있었던것에이어진행

동으로인해지금은두소년모두에게그들의아버지를볼수있

는기회가허락되지않는다. 학교운동에서운동선수, 코치, 부

모, 그리고팬에게서보이는폭력성은이기는것에대한너무많

은압박감때문에악화되어왔다.

이글은스포츠분야에서너무이기는것에관심과열정을쏟아

부을때생기는폐단으로지나친폭력성을지적하고관련된일

화를소개하고있다. 따라서제목으로③‘승리에대한지나친

강조: 비극적인결과’가적절하다. 

①스포츠에서진정으로폭력성을없애는방법

②팀스포츠선수들의행동강령

④코치와부모: 삶의역할모델

⑤시기심: 승리를위한원동력

● That is, as winning increases in importance because

of financial payouts, status, and symbolic rewards,

many players choose to use [any means at their

disposal, even violence], to attain victory. 
➞ [ ]로 표시된 부분은 동사 use의 목적어이고 to attain

victory는목적을나타내는부사적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 Sadly, now both boys are denied their fathers over

actions [following {what could be called an

insignificant game}]. 
➞동사 deny는두개의목적어를취하기도하는동사로수동

태다음에목적어 their fathers가온형태이다. [ ]로표

시된 부분은 actions를 뒤에서 수식한다. { } 안의

what은선행사를포함한관계대명사이며, ‘~하는것’으로

해석되고, { }로표시된부분은 [ ] 안에서 following

의목적어역할을하는절을이끈다.

양한여가활동을위한시기를조절하기위해사람들에게무료

입장을허가하거나허가증에비용을부과하였다. 그러나정부는

경관에대한수요증대에대처하기위해부지와시설을보존하

기위한자금을유지하는것이어려워지고있음을깨닫고있다.

이러한비용을벌충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적절한서비스를

이용하는방문객에게비용을부과할기회가하나의해결책으로

고려되고있다. 이는모든사람이비용없이야외로나갈수있

게하는것이매우소중한권리이기때문에민감한사안이다. 또

한공공기관으로서는여가시설이이미공공의자금으로제공되

고있는또하나의난감한상황이있으며그렇기에납세자가이

중으로비용을부담하고있다는주장이있을수있다. 따라서공

공기관은무료개방제공에명백하게추가적인서비스에만비

용부과가확실하게이루어지도록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A) 자연을즐기려는방문객의증가에의한비용을벌충하기위

해서비스시설방문객에게비용을부과하는(̀charge) 것이해

결책이지지원하는`̀(support) 것은비용해소에도움이되지않

는다.  

(B) 여가를즐길수있는시설의이용에대해비용을부과하는

것은이미그러한시설이공공의자금으로운영되고있기때문

에납세자에게이중으로부담을준다는난감한상황(̀dilemma)

이지문제에대한해결(solution)이아니다.

(C) 공공단체가서비스에대해비용을부과할때는기존의무료

사용의제공에추가적으로제공하는부가적(additional)인서비

스에만적용되어야한다는내용이며기존의무료사용의제공에

핵심적인(central) 서비스에만적용된다는것은맞지않다.

● However, governments are finding [that {funding to

maintain sites and facilities, to cope with increased

demand on the landscape}, is becoming difficult to

maintain]. 
➞ [ ]로표시된부분은 are finding의목적어이고, 그안에

서 { }로표시된부분은 that절의주어역할을하는동명

사구이다.

● There is also an additional dilemma for public

agencies [where recreation facilities are already

provided from public money], ~.



1. ④ 2. ③ 3. ② 4. ④

11..
④

모네의붓터치기법

모네는해가머리위로지나갈때햇빛의위치와강도가

달라진다는것을깨달았기때문에당대의전통적인회화기법을

버리고힘을뺀붓터치기법을사용했다. 햇빛의변화는결국

풍경의모습도변화시킨다. 모네는빛의특정한속성이경치에

미치는즉각적인효과를그림으로그리고싶었다. 그는한번에

30분동안만작업하곤했는데, 그것은그후에는빛이변화하기

때문이었다. 그는그림을그리는동안에모든세밀한부분까지

정확하게그리려고하지않았다. 대신그는순간의인상을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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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미술, 영화, 무용, 사진, 건축강

본문174쪽Zoom In

➞ [ ]는 선행사 an additional dilemma for public

agencies를수식하는관계절이다.

➞ [ ] 안에서 it은형식상의주어이고 { }로표시된 to

부정사구가내용상의주어이다.

● Surely the best approach with any great work of

art is [to simply leave it alone].

➞ [ ]로 표시된 to부정사구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보어역할을한다.

정답①

소재예술품복원

해석복원은예술가의본래의도와작품을재창조할수있다고

가정한다. 아무리 잘 보아 주어도, 복원가와 박물관장의 미적

선호와 사학 이론 때문에 복원이 추진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란 자신의 역사적 배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복원가가 도료의 층을 제거하는 것이 단지 현대적 취향에

따라 예술 작품을 개조하려는 그들의 잠재적 시도가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 무엇이‘복

구’되었다는 것인가? ‘복구된’시스틴 성당이 오늘날‘진짜’처

럼보일수도있지만, 미학이론과사학이론이변했을때도여

전히 그렇게 보일까? 분명 어떤 위대한 예술 작품이라도 그에

대한최선의접근은그냥그대로두는것이다.  

Shortcut Analysis

이 글의 중심 생각은 복원하는 사람과 박물관 책임자의 미적

선호도가 예술 작품의 복원에 영향을 끼치므로 진정한 의미의

복원은 불가능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술 작품을 그대로 보

존하는것이라는주장이다. 따라서이글의제목으로 ①의‘우

리는진정복원을필요로하는가?’가적절하다.

②미학이복원에서중요한가?

③성공적인복원의역사

④복원하는사람들: 새로운유형의예술가

⑤ Sistine Chapel: 복원된것과진본의비교

Structural Analysis

● At best, restorers’ and museum directors’

aesthetic preferences and historical theories

drive restorations, [for it is impossible {to step

outside one’s historical context}]. 

1. conservation 2. collectible

3. patron 4. counterfeit

5. deteriorate

1. 역사적예술품또는고대예술품손상의대부분은부적절한

보존이나저장관행에기인한다.

2. 수집할만한물건이구매자의소유로되고나면, 그것의가치

는예상되는미래의가격과연결이된다.

3. 후원자로서의 여러분의 후원은 그렇지 않으면(후원이 없다

면) 존재하지않을예술작품이만들어질수있게할것이다. 

4. 허가받지 않은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위조품

이나가짜상품을받게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5. 통제된박물관환경에보관된작품과달리외부에전시된예

술품은그것들의급격한질적저하를야기시킬수있는극단

적인날씨상황에노출될수있다.



22..
③

실내디자이너

우리가더부유해지면서스타일은우리에게더중요하게

되었고그것은(스타일은) 우리가집을채우고싶어하는어떤것

이다. 그러나‘스타일’은매우개인적인개념인데, 그렇다면왜

누구라도자신에게무엇이옳은지를말해줄다른사람, 실내디

자이너를고용하는것을계획해야하는가? 왜실내디자이너로

서자신의것이아닌공간에자신의생각을감히강요해야하는

가? 대답은이러하다. 실내디자인은‘좋아보이는것’보다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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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그려냈다. 그는힘을뺀붓터치기법으로신속하게작업을

할수있었고시시각각변하는빛의조건속에서풍경의이미지

를포착할수있었다.

주어진문장은모네가그림을그릴때모든세밀한부분까지정

확하게그리려고하지않았다는내용이기때문에한번에 30분

동안만 작업하곤 했다는 문장과 대신 순간의 인상을 신속하게

그려냈다는문장사이인④에위치해야만한다.

● Monet broke with the traditional painting methods of

his day and used a loose brush stroke because he

noticed [that sunlight changes its position and

intensity {as the sun travels overhead}].
➞ [ ]로 표시된 that절이 동사 noticed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 [ ] 내에 { }로표시된 as종속절이사용되었

다. 상위절의시제가과거인데 [ ]의시제가현재형인이

유는 [ ]의 내용이 과거, 현재, 미래에서도 사실인 일반

적인진리이기때문이다.

● His loose brush strokes allowed him to work fast

and capture the image of a landscape under a

fleeting condition of light.
➞사람이아닌사물이나상황이주어로오는경우대부분‘이

유’나‘원인’등으로해석하는것이자연스럽다. 따라서위

문장을‘그의힘을뺀붓터치기법때문에그는~할수있

었다’로해석하는것이좋다.

그이상에관한것이다. 그것은사람이자신이거주하는공간을

사용하고즐기는방식을총체적으로보는것에관한것이다. 그

것은공간에대한우리의경험을강화시키기위해일련의문제

점에응집력있는답을찾고그해결방안을손질하는것에관한

것이다. 많은사람들이이를이해하고자신들이스스로그일을

다루는데필요한기술이없다는점을안다. 그래서전문실내

디자이너의필요성이있는것이다.

우리는집을꾸미는데개인적스타일을중요시하지만, 실내디

자인이란것은거주공간을어떻게하면잘즐기고사용할수있

는가에관한것이며공간의경험에대한해결방안을모색하는

전문적인분야이므로개인들은실내디자이너라는전문가에의

존한다는점을지적한다. 그러므로이글의제목은③‘사람들은

왜전문실내디자이너를필요로하는가?’이다.   

①실내디자이너들의어려움은무엇인가? 

②왜실내디자이너들은자격증이필요한가?

④어떻게하면고도의자격을갖춘실내디자이너가될수있나? 

⑤전문실내디자이너들은그들의시간에대해어떻게비용을

청구하는가? 

● [As we have become wealthier], style has become

more important to us and is [something {with which

we want to imbue our homes}]. 
➞첫번째 [ ] 안의As는‘~할때’, ‘~하면서’라는의미의

접속사이다. { }는 something을선행사로취하는관계

대명사 which가이끄는관계절로서관계대명사 which는

관계절안에서전치사with의목적어역할을한다. 

● But ‘style’ is a very personal notion, so why should

anyone look to employ someone else, an interior

designer, to tell them what is right?
➞대명사 them이 앞에 나오는 anyone을 대신한다.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2002, 58쪽)

에따르면, 구어나비형식적인글에서성이표시되지않은

단수의명사나명사구를복수의대명사 they나 them이대

신할수있다. 본문이비형식적인글이라서, 필자가 him or

her 대신 them을사용했다.

● It is about [finding a cohesive answer to a se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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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④

선호하는음악을듣는것의긍정적효과

선호하는음악을듣는것은좋아하지않는혹은실험자

에의해선곡된음악을듣는것과비교할때실험실조건하에서

의통증을유발하는자극에대한강화된통제력과그것으로부터

의효과적인주의력분산으로이어지는것으로드러났다. 고통,

근심, 격앙된행동을감소시키는것에서의유사한효과는임상

적상황과모든일상생활상황에서의만성통증둘다에서발견

되었다. 실험자가고른음악을듣거나음악을듣지않는것보다

는선호하는음악을듣는것이더낮은심장박동수, 더낮게인

지되는힘든일과피로도를낳으며운전모의실험과제에서인

지적수행력을향상시킨다. 이처럼선호하는음악을듣는것은

기분과정서뿐만아니라자발적통제밖의행동양상에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음악적 자극의 성격(듣

는음악의종류)은그효과와어떤관계도없다. 

선호하는음악을듣는것은통증을더잘참아내게하고, 부정적

감정을완화하며, 심장박동률을낮추고, 힘이덜든다는느낌을

주며, 인지적수행능력을향상시키는등의결과를낳는다는내

용의글이다. 선호하는음악의감상을소재로하여그것이정신

과신체에가져오는효과를설명하므로‘선호하는음악의감상

이 가져오는 정신적, 신체적 효과’가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

하다.  

①다양한유형의음악을듣는이유

②인지행동에서강력한주의산만요소로서의음악

③통증관리와완화를위한가장좋은형태의음악

⑤예술적선호의개인적, 문화적차이

● Preferred music listening has been shown to lead to

enhanced control over, and effective distraction

from, pain-inducing stimuli under laboratory

정답

소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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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린이의피아노교습

아이가연습하도록동기부여를하는것과같은유아기

피아노교습에연관된문제점은부모개입의기회가부족한것

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들은 교습실에

‘데려와지거나’부모와교사가만날기회가거의없는학교에서

교습을받는다. 음악적성취에대한부모의영향력에대한최근

의한연구는교습과연습에대한부모의높은개입과관심이그

들의아이의음악적능력개발을현저하게높인다는것을발견

했다. 또다른연구는‘체계적인연습이본질적으로동기부여가

되는것은아니며’초기에‘부모와교사의능동적인지원을통

해서’권장되어야한다는것을알아냈다. 추가로보고되는바에

의하면, 부모개입의질과가족스타일이동기와학습의결과와

상관관계가있을수있고, 이는따라서음악교습에서부모개입

의정도와질을조사할필요성을강조한다. 

피아노교습과같은어린이의음악적성취도는부모가개입하여

관심과지원을할때현저하게높아질수있다는점을연구결과

를언급하며주장하고있다. 그러므로이글의요지는②‘어린

이의음악적재능개발에부모의개입이긍정적효과를갖는다.’

가적절하다. 

● In the majority of cases, children are ‘dropped off’ at

lessons or take lessons at school [where the parents

and teacher rarely have the opportunity to meet]. 
➞ [ ]는선행사 school을수식하는관계부사절이다.

● Another study found [that ‘systematic practice {is

not inherently motivating’} and {must be initially

encouraged ‘through the active support of teachers

and parents’}].

problems] and [dressing the solution] so as to

strengthen our experience of the space. 
➞전치사 about의목적어인 [ ]로표시된두개의동명사

구가 and로연결되어병렬구조를이루고있다.

➞동사 found는 that절을목적어로취하고그안에서 { }

로 표시된 각각의 동사구가 and로 연결되어 병렬 구조를

이룬다.

정답

소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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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when compared with non-preferred or

experimenter-selected music]. 
➞ pain-inducing stimuli는 over와 from의공통목적어에

해당하여‘통증유발자극에대한강화된통제력과그것으

로부터의(통증 유발 자극으로부터의) 효과적인 주의력 분

산’의의미를나타낸다. [ ]로표시된부분은when it is

compared with ~에서 it is가생략된형태이다. 

● Listening to preferred music rather than

experimenter-chosen music or silence [produces a

lower heart rate and perceived exertion and fatigue

rates], and [improves cognitive performance in

driving simulation tasks]. 
➞ rather than이이끄는어구는‘~보다는’의의미를나타낸

다. 문장의 주어는 Listening to preferred music이고,

두개의서술부 [ ]가 and에의해연결되며병렬구조를

이루고있다.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실제로 결정할 수 있다. 그것이 교

사가 왜 시험을 치르게 하는지, 그리고 최고의 시험은 왜 깊이

있는수준에서지식(을가지고있는가의여부)을철저히조사하

는지의한가지이유이다.

Shortcut Analysis

학생들이 시험을 대비해서 내용을 되풀이하여 읽으면 학습 내

용에 대한 친숙함 때문에 그것을 이해했다고 착각하게 되는데,

좋은 시험은 이러한 친숙함과 실제 이해를 구별하는 수단으로

서 기능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

절한것은④‘실제이해를친숙함으로부터구별하는수단으로

서의시험’이다. 

①학생상담이학습기술에미치는긍정적인영향

②실제이해에도달하는데있어서친숙함의중요성

③독서와시험에서고득점을얻는것사이의관계

⑤시험점수향상을위한읽기자료내면화의필요성

Structural Analysis

● They usually tell us [that they read and reread

the textbook and their class notes], and [that

they thought (that) they understood everything

well by the time of the exam].

➞ [ ]로 표시된 두 개의 절이 and에 의해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tell의목적어로사용되었다. 두번째 [ ] 속의

thought 뒤에는절을이끄는접속사 that이생략되었다.

● [Only by testing ourselves] can we actually

determine whether or not we really understand.

➞ only가 포함된 [ ]로 표시된 부분이 문장 앞으로 나가

강조되면서 can이 주어 we 앞으로 도치되었다.

「whether or not」은‘~인지아닌지’라는의미이다.
정답④

소재친숙함과실제이해를구별하는수단으로서의시험

해석우리의 연구실로 찾아와 자기들이 아주 열심히 공부해왔

는데도 우리가 실시하는 시험에 어째서 통과하지 못했는지를

묻는 학생들을 우리는 이따금 만나게 된다. 그들은 보통 교과

서와 자기들이 수업 시간에 한 필기를 읽고 다시 읽었고, 시험

시간까지는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우리에

게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수업 자료의 어떤 단편적인

것들을 정말로 내면화했겠지만, 그들은 안다는 것에 대한 착각

때문에그해당과목의개념에반복적으로노출되어얻어진친

숙함과 그 개념의 실제 이해를 혼동하게 되었다. 보통 글을 되

풀이하여다시읽는것이실제지식에서는수확체감을가져오

지만, 그것은 친숙함을 증가시켜서 이해했다는 그릇된 생각을

키운다. 오로지 우리는 자신을 시험함으로써만 우리가 정말로

1. retain 2. cognitive

3. integrate 4. nurture

5. competence

1. 우리는그에대한지속적이고그리운기억을계속지니고있

을것이다.

2. 기억은모든인지적능력의발달에핵심적이다.

3. 자동차디자이너는성공적으로예술과기술을통합하려고노

력한다. 

4. 예술프로그램은창의력을키우고표현의수단을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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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③ 2. ④ 3. ⑤ 4. ⑤

11..
③

Montana 공과대학에서의생활

이곳의학생들은“Montana 공과대학은매우힘든학

교입니다. 여러분이파티에서즐겁게놀기나하려고학교에다

니려한다면나는 (Montana) 공과대학에오는것을추천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경고한다. 어떤 공학자는“Montana 공과

대학에서의생활은확실히학업지향적입니다. 학교과제, 과외

활동, 그리고/혹은연구과제에대해생각하면서대부분의시간

을보냅니다.”라고적고있다. Montana 공과대학의환경은비

교적오락거리를거의제공하지않기때문에이러한생활방식

에이상적이다. “Butte는할것이별로없는꽤오래된광산촌

입니다.”라고이곳의대부분의학생들이동의한다. 한가지점에

서는, 캠퍼스의위치가최고이다. “여러분이야외활동을좋아하

는사람이라면이곳은천국입니다. 사냥, 낚시, 도보여행, 스키,

캠핑, 등반을위한장소가이곳에아주가까이있어서여러분은

그것이믿기지않을겁니다.”라고한학생이설명한다.

(A) challenging은‘(흥미로우면서도) 힘든, 도전해 볼 만한’

이라는 의미이고 diverse는‘다양한’이라는 의미이다. 파티에

서즐겁게노는것을기대하는사람에게Montana 공과대학에

오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challenging이 적절

하다.

(B) distraction은‘오락거리, 기분 전환’이라는 의미이고

control은‘단속, 통제’라는 의미이다. 대학이 위치한 지역이

할것이별로없는꽤오래된광산촌이므로 distractions가적

절하다.

(C) paradise는‘천국’이라는 의미이고 nightmare는‘악몽

같은것’이라는의미이다. 야외활동을즐길수있는여러장소

가대학가까이에있으므로paradise가적절하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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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학입학생의이상적인지원자

대학들이그들의이상적인지원자를묘사할때그들모

두는대체로동일한사람을묘사한다. 이이상적인지원자는최

고의성적, 높은표준화된시험의점수, 모범적인과외활동, 매

력적인방과후일자리, 멋진취미, 그리고상장으로가득찬선

반을가지고있다. 실제대학지원자들은이이상적인지원자와

자신들을 비교해 볼 때 때때로 의기소침해지고 자신이 빈약한

지원자라고느낀다. 그들은용기를낼필요가있는데, 이상적인

지원자는없으며대학에가는거의모든이는거의평범하기때

문이다. (대부분의대학교와대학은주정부의기금에의한보조

를포함하여선택할수있는여러가지학비보조를제공한다.)

심지어학생을까다롭게고르는학교들조차도그들의 1학년학

급을채우기위해보통사람들을훑어보아야하므로, 단지여러

분이이상적인상태에미치지못한다고느끼는이유만으로기회

를흘려보내는일이없도록하라.

대학입학지원자중모든조건을완벽하게갖춘후보자는실제

로존재하지않으므로기회가생겼을때용기와자신감을갖고

도전해보야야한다는취지의글이다. ④는대부분의대학교와

대학에학생들을위한다양한학비보조제도가있다는내용을

담고있으므로누구나자신감을갖고지원해보라는내용과논리

적인관계가드러나지않는다.

● Real college applicants sometimes [become

depressed] or [feel they are meager candidates]

when they compare this ideal applicant to

themselves. 

정답

소재

해석

● Hunting, fishing, hiking, skiing, camping, and

climbing spots are so close to here that you wouldn’t

believe it.
➞「so ~ that ...」구문은‘아주~해서…하다’라는의미이다.

5. 의사들은자신들의전문적인역량을유지하기위해자기지

식을끊임없이업데이트해야한다.



33..
⑤

학생도덕성발달에의학교의비공식적기여

학교복도, 구내식당, 운동장은항상학생들이도덕적인

사건을관찰하고선택하고자신들그리고다른이들이행한선

택에서배우는실생활의실험실로서역할을해왔다. 어떤이가

돈이가득든지갑을발견해서무엇을할지결정해야한다. 그결

과,이것이추가적인도덕적활동의파문을일으킬수있다. 다

른학생들이무엇을해야하는지에관해말하기시작한다. 적어

도 한 아이가“찾는 사람이 임자야.”라고 말할 것이고, 적어도

한명의다른아이가그말에이의를제기할것이고, 추가적인

논쟁이뒤따를것이다. 활동의그런방식은보다넓은사회에서

더복잡하고정교하게발생하는도덕적활동의그런종류의축

소된, 말하자면‘태아의’형태를나타낸다. 게다가, 학교교육의

명시적교육의차원처럼이런방식그자체는학생들이유년기

에서사춘기를거쳐가면서더복잡하고정교해진다.

학생들이명시적인교육, 즉교실수업을통해서뿐만아니라일

상적인학교생활속에서도도덕적사건을관찰하고선택하면서

도덕성을발달시켜왔다는내용의글이므로, 이 글의주제로가

장적절한것은⑤‘학생도덕성발달에의학교의비공식적인기

여’이다.

①학교에서학생안전을향상시키기위한다양한조치

②학생이자기소유물에대해애착을갖게하는방법

③학교분실물취급소의성공적인사례

④교육과정에서윤리교육을강화할필요성

정답

소재

해석

44..
⑤

학교의지역사회와의협력관계구축의필요성

학교는대학혹은지역전문대학, 박물관, 병원, 혹은기

업과같은한개혹은그이상의외부기관과강한유대관계를

발전시켜야한다. 그 목적은청소년들이책임과‘진취성’의세

계에쉽게진입할수있도록청소년기삶과성인기삶사이의장

벽을허무는것이다. 학생들이관련기술을획득할수있고도움

이되는어른과친분관계를만들수있고졸업이후를대비한

여러가지선택을직접경험할수있다면대학과직장으로보다

쉽게옮겨갈것이다. 만약학생들이학교담뒤에서덜고립되

어있다면그들이자신들의지역사회속으로더통합되고그결

과더적극적인시민이되리라는것이기대하는바이다. 학교가

성인기관과협력관계를맺을때서비스학습이특히잘이루어

질수있는데, 그것은학생들이가상의(→실제의) 일이이루어

지고있는상황에서근무해볼수있는기회를얻고성인협력자

들이그들이적절한학문적가르침을받도록도움을줄수있기

때문이다.

정답

소재

해석

➞문장의주어는 Real college applicants이고두개의서

술부 [ ]가 or에의해연결되면서병렬구조를이루고있

다. 「compare A to B」의구조에서 B는주어와같은대

상을가리키므로재귀대명사인 themselves를썼다.

● [Even extremely selective schools have to dip into

the general run of humanity to fill their first-year

classes], so [don’t discount your chances {simply

because you feel you don’t measure up to the ideal}]. 
➞두개의등위절 [ ]이접속사 so로연결되고있다. 두번

째 등위절에는 simply because가 이끄는 절인 { }이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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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ool hallways, lunchrooms, and playing fields

have always served as real-life laboratories [for

students to observe moral events, make choices, and

learn from the choices {(which) they and others

make}].
➞ [ ]로 표시된 부분은 앞에 있는 laboratories를 수식하

고있다. observe, make, learn이병렬구조로연결되어

to부정사로 laboratories를수식하고, for students는 to

부정사의의미상의주어를나타낸다. { }로표시된관계

절은 the choices를수식하고있고which가생략되었다.

● Such patterns of activity represent a miniature, if

you will, “embryonic” version of the kinds of moral

activity [that occur on a more complex and

sophisticated basis in larger society].
➞ if you will은‘말하자면’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 ]로

표시된관계절은 the kinds of moral activity를수식하

고있다.



1. metaphor 2. emerge

3. implicit 4. meditate

5. aesth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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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문학, 문화강

본문182쪽Zoom In

정답③

소재낱말정의변천의원인

해석시간이지남에따라낱말의정의가바뀌어온이유하나는

단지 그 낱말들이 잘못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비교적 흔한 언

어의부정확한의미가원래의도나정의보다더널리사용되게

된 사례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B) ‘peruse’라는 낱말이 그

학생들이졸업후사회에더잘적응할수있도록학교가지역

사회기관과협력관계를구축하여졸업후에대비한경험을하

도록도와야한다는내용의글이다. 서비스학습에서학생들이

실제의일을해보는경험을얻을수있어야그서비스학습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⑤ imaginary를 real로

바꾸어야글의흐름이자연스러워진다.

*서비스학습(̀service-learning)

지역사회안의관련직종에근무해보는것을교실수업과결

합하는체험을통한교육을중시하는교수법의한형태

● Students should have an easier transition to college

and employment if they can gain relevant skills,

make connections to helpful adults, and directly

experience options for after graduation.
➞ gain, make, experience가 and에 의해 연결되어 병렬

구조를이루고있다.

● Service-learning can work especially well when

schools have partnership with adult institutions,

because students gain opportunities to serve in

contexts [where real work is being done], ~.
➞ [ ]로 표시된 관계절은 contexts를 수식하고 있고,

「be＋being＋과거분사」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는 수동태

로서‘~되는중이다’라는의미이다.

중 하나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peruse’하는 것이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재빨리 대충 훑어보거나

훑어 읽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는 ‘peruse’가 정

말로 의미하는 것--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상세히 연구하거나

읽기--의 정반대이다. (C) 하지만 그 말은 매우 많은 사람들

에의해매우자주잘못사용되어왔기때문에그것의두번째

의미--실제의미의정반대--가마침내이차적인정의로받아

들여지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한 그것이 유일한

정의이다. (A) 이제 화가 난 고객 한 명이 여러분의 가게에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편지를 썼다고 생각해보라. 여러분의 답신

이‘그의 편지를 peruse했다’는 것이면 그는 전보다 훨씬 더

화를낼가능성이있다.

Shortcut Analysis

주어진글의중심생각은낱말이잘못사용되면서어의가변한

다는 것이다. (B)는 그런 경우의 대표적 사례로 ‘peruse’를

소개하고있다. ‘peruse’는원래의미가정독한다는것이지만,

대충 훑어 읽는다는 정반대의 뜻으로 오해되어 왔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C)에서는 이 두 번째 뜻이 이 낱말의 유일한 의미

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A)는 그

전성된 의미가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실생활의 예를 통해 확인

해준다. 

Structural Analysis

● There are a growing number of examples [where

the incorrect meaning of relatively commonplace

language has become more widespread than the

original intention or definition].

➞ [ ]로 표시된 부분은 관계절로, 앞에 놓인 명사구 a

growing number of examples를수식한다.

● But the word has been misused so often by so

many people, [that this second sense of it — the

exact opposite of what it actually means — has

finally been accepted as a secondary definition]

and as far as most people know, it is the only

definition.

➞ [ ]로표시된부분은결과를나타내는부사절이다.



22..
③

20세기전기(傳記)의특성

20세기에전기(傳記)는역사(歷史)의인기보다도훨씬더

큰인기를누렸고, 더욱인상적인형태로과학의영향을보여주

었다. 빅토리아조동안에전기는Boswell의 (글쓰기) 관행에서

벗어났다. Boswell은 Johnson 박사를꽤완벽하게묘사했던

충실한보고자였다. 빅토리아시대의전기작가들은독자가어

떤사람을존경하지못하게할그의경력에관한어떤것도허용

하지않는것이자신들의의무라고생각했다. 반면에, 20세기의

전기작가들은진리를모색하려는과학의널리퍼진이상에의

해영향을받았다. 그들은어떤사람의잘못과실수도그의미덕

과 성취만큼이나 열심히 설명한다. 그들은 자신의(자기가 쓰는

전기의) 대상을받침대위의조각상으로서보다는인간으로서제

시한다.  

③ Victorian biographers found it their duty [to admit

정답

소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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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2. ③ 3. ⑤ 4. ③

11..
①

다른문화권과의대화의충돌

미국인들이다른문화권의사람들과이야기할때대화의

충돌이발생할수있다. 미국문화가한담을중요하게생각하는

반면아시아인은대부분침묵을소중하게생각하며, 이는그들

로하여금미국인이너무말이많다고생각하도록한다. 미국인

은대화중오랜시간의침묵에불편해하지만, 아시아인은대답

하는데더많은시간이걸린다. 다른문화권출신의영어학습

자는이를테면질문의이해, 어떻게번역할지를생각하기, 문화

적대화방식과같은많은이유로인해대답이더늦어질수있

기때문에이것은학교교실에까지이어질수있다. 아시아문화

권의학생들을가르치는교사는반드시더많은기다리는시간

을허용해야하고, 그렇게하는동안편안한것처럼보여야한

다. 교사들은학급분위기를조성할수있고, 만일그들이참을

성을발휘할수있다면, 학생들역시참을성을배울것이다.  

문화적차이로인해아시아사람들은미국인들보다질문에대답

하는데더오랜시간이걸릴수있다는내용이다. 따라서빈칸

에는①‘더많은기다리는시간을허용하다’가적절하다. 

②담화에서솔직함을배우다

③가능한한분명하게말하다

정답

소재

해석

1. 신데렐라이야기는매체가그여배우의성공을묘사하기위

해사용한은유[비유]였다.

2. 작가와 예술가들이 더 등장하지 않으면 국가의 문화생활이

위축될것이다.

3. 그의진술은그가실수를했다고은연중에인정하는내용을

포함했다.

4. 그당시를되새겨볼때, 나는마치수백년을산것같은느

낌이든다.

5. 천연 재료와 단순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목공예품

은자연의아름다움을강조하면서도전통주택스타일의미

적감각을여전히보여준다.

④그들의즉각적인참여를기대하다

⑤학생들간의한담을조장하다

● This can carry over into the classroom, [as the

English learner from other cultures may be slower to

answer for a multitude of reasons {such as

processing the questions, thinking of how to

translate, or cultural conversational style}]. 
➞ as는‘~이니까, ~이므로’라고해석하며, such as는‘~와

같은, 예를들어’로해석한다. 

● It is imperative [that the teacher {teaching the

students from Asian cultures} allow more wait time

and appear to be comfortable doing so]. 
➞ It은형식상의주어이고 [ ]로표시된 that절이내용상의

주어이다. 당위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imperative(절대

필요한, 강제적인) 뒤에 이어지는 that절에서는 원형의

allow와 appear가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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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⑤

음성언어와구별되는문자언어의특징

초기발달단계의읽고쓰는능력에대한관점은아동이

자신들의음성언어를초기의읽고쓰는언어능력발달을위한

밑거름으로사용한다는사실에대한충분한증거를제공하였다.

비록문자언어가음성언어의연장이긴하지만, 그들이정확하

게서로를반영하는것은아니다. 음성 언어와문자언어의한

가지다른점은관습에있다. 일부언어학습자들에게는문장과

단락이서로연결되도록하고, 단어의철자를적거나예상되는

독자또는실제독자를위한글쓰기에서생각을구성하게하는

명시적교육이필요하다. 글쓰기와는달리, 음성언어는청자가

(의미를) 명확히하기위해질문을할수있고언어적, 비언어적

맥락단서를모두이용할수있는더많은기회를제공한다. 그

러나글쓴이는예상독자에게주는부연설명의도움없이도, 정

밀하고정확한언어를사용하여자신의생각을또렷하게표현하

는것을배워야한다.이것이많은제 2언어글쓴이들이영어로

글을쓰는초기에겪는주요한난관이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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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과하기에대한남녀간의인식차이

문학비평가인Elaine Showalter는남성작가들은자신

들의남성등장인물들이여성을부당하게대하고는사과도없이

모면할수있게해준다고주장한다. 그녀는자신의주장을예증

하기위해셰익스피어, 헨리크입센, 토머스울프, 아서밀러를

열거한다. 그녀는, “주인공이 피해를 입은 여성 앞에서 체면을

잃게하는것은그를꼴사납고, (남을) 당혹스럽게하고, 남자답

지못하게만들게된다.”라고쓴다. Showalter는“만약문학작

품속주인공이결코사과하지않고좀처럼해명하지도않는다

면, 그것은남성작가들이그런행동을불명예스럽게여기기때

정답

소재

해석

nothing about the career of a person {which would

keep the reader from admiring him}]. → find의 목적어

가되는 to부정사구나 that절이보어를가지는경우문장의끝

으로이동을하고그자리에이를대신하는 it이사용된다. 또한

{ }로 표시된 부분은 the career of a person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① even, far, a lot, much 등과더불어비교급형용사를수식

하는것으로, ‘훨씬’의의미가있다. 

② 관계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며, a faithful

reporter를선행사로취하고있으므로 who를쓰는것은적절

하다. 

④ to seek the truth는 ideals of science를수식하며, 의미

상동격관계이다.

⑤「as＋형용사/부사의 원급＋as ~」는 his virtues and

achievements에관해설명하는것과같은정도로 a person’s

faults and mistakes를 설명한다는 의미의 동등비교 구문이

다. 이형태에서형용사가명사를수식하고부정관사가명사앞

에있으면「as＋형용사`＋a(n)`＋명사」의어순을취하게된다. 

음성언어는언어적, 비언어적문맥의단서를이용하여청자의

이해를도울수있으나문자언어는정확한언어사용을통하여

독자에게생각을전달해야한다는내용이다. 주어진문장은음

성언어와다른문자언어의차이를설명하고있으므로⑤에들

어가는것이적절하다. 

*`̀emergent literacy(발생학적 문식성): 생애 초기부터 문식

성이발달되어간다는관점이다. 영유아가스스로읽기와쓰

기에필요한지식을능동적으로구성하여내면화한다고보았

다. 따라서 음성 언어(말하기, 듣기)와 문자 언어(읽기, 쓰기)

가서로연결되어있음을강조한다.

● The emergent literacy perspective has provided

ample evidence [that children use their oral language

{as a foundation for developing early literacy}]. 
➞ that절 [ ]은 ample evidence와 동격 관계이며, as는

‘~로서’라고해석된다. 

● Some language learners need explicit instruction [in

making sentences and paragraphs connect to each

other; in spelling words or in organizing ideas in

writing for an imagined or a real audience].
➞ ‘instruction in A’는‘A를 가르치기, A의 교육’이라는

의미이다. in making ~, in spelling ~, in organizing

~이병렬관계를이루며 instruction에이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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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임에틀림없다.”라고주장한다. Showalter는자신의주장을

뒷받침하기위해입센의‘인형의집’을예로든다. Torvald는

자기 아내인 Nora에게 사과하기를 거부하면서, 그녀를 위해

“밤낮으로기쁘게일을하겠지만,”심지어사랑하는사람을위

해서조차도“자기 명예를 희생시킬 남자는 없다”고 설명한다.

Nora는“그것은수많은여성들이해온것이다.”라고응답한다.

Showalter는그와대조적으로여성작가들은남자들이자신들

의잘못된행동의결과를받아들이게만든다고덧붙인다.

남성작가들의작품속에서남자주인공들은여성에게사과하는

것이자신들에게큰불명예인양행동한다는것을지적하는내

용이므로, 빈칸에는③‘여성을부당하게대하고는사과도없이

모면할수있게’해준다는것이적절하다. 

①자신들의상관에게사과를요구할수있게

②자신들의가족에게진정한행복을가져다줄수있게

④여성과의대화에서기쁨을얻을수있게

⑤자신들의운명을통제하고자신의최대의역량에도달할수

있게

● Allowing a hero to humiliate himself before a

wronged woman would render him awkward,

embarrassing, and unmanned.
➞주어는 Allowing이고 동사는 would render이다.

awkward, embarrassing, and unmanned 부분은목적

어인him을설명하는보어이다.

해석 wind shear로 알려진 위험한 급격한 하강기류가 몇몇

비행기의 추락과 거의 추락에 준하는 사고의 원인으로 인식되

어 왔다. 이 급격한 기류는 일반적으로 천둥을 동반한 폭풍우

의 난기류 내부에 발생하는 고속의 하강기류 때문에 생기지만,

지상 높은 곳에서 비가 증발할 때 맑은 하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하강기류는 땅에 부딪쳐 내부 순환 형태를 형성할 때 확

산된다. 그 형태 속으로 진입하는 비행기는 비행기를 들어올리

는 예기치 못한 상승하는 역풍을 경험하게 된다. (특수 레이더

시스템이 예기치 못한 천둥을 동반한 폭풍우의 위치를 탐지하

기 위해 주요 공항들에 설치되고 있다.) 그것에 저항하려고 조

종사는상쇄하는힘을주기위해자주속도를줄이고비행기의

기수를낮춘다. 그순환형태속으로더깊이들어가게되면바

람이급격히아래로방향을바꾸게되고착륙할때처럼비행기

가지상에가까이있을때그비행기가갑자기고도를잃을수

있고추락할수도있다.

Shortcut Analysis

wind shear라는 급격한 하강기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행기

추락 사고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글이므로, 주요 공항들이 폭

풍우의 위치를 탐지하기 위한 특수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한다

는내용의③은본문의흐름과무관하다.

Structural Analysis

● Several plane crashes and near crashes have

been attributed to dangerous downward wind

bursts known as wind shear. 

➞「A is attributed to B」는 ‘A의 원인이 B에 있다고 여

기다’는 뜻의 attribute A to B의 수동태 구문으로 주어

인 Several plane crashes and near crashes가

동사 attribute의대상으로해석되어수동태로쓴것이다.

정답③

소재 wind shear라는 급격한 하강기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

행기추락사고

1. subscribe 2. transmit

3. bypass 4. derail

5. censorship

1. 그도서관에서는어떤저널들을구독하나요?

2. 정말이메일을통해문서를전송하기원하나요?

3. 나는 Nebraska주의 Omaha 외곽의우회로주변을운전해

갔다.

4. 시내전차는급한길모퉁이에서탈선하는경향이있었다.

5. 전쟁동안일본에는정부에의한엄격한검열이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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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⑤ 2. ⑤ 3. ④ 4. ①

11..
⑤

약어가사용된말로된도로표지판의오해

기호로된메시지가말로된표지판보다오해될가능성

이더높기때문에표지판에관한대부분의연구는기호로된메

시지를시험했다. 하지만Hawkins, Womack, Mounce에의

해증명된것처럼말로된표지판의메시지도오해될수있다.

그들은 31개표지판에대한이해력을평가했는데, 그 중 15개

가말로된메시지를가지고있었다. 이표지판(말로된메시지

가있는 15개표지판) 중 8개가실험대상운전자의 3분의 2 미

만에의해이해되었다. 공간의제약때문에흔히말로된메시지

는약어를사용해서줄여져야한다. 이들중어떤것은잘이해

되지않고, 많은것들은상기시켜주는말과함께만사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봉쇄된에 해당하는) BLKD는‘차선’이라는

말이앞에와야하고, (혼잡에해당하는) CONG은‘교통’이라

는말이앞에와야한다. 어떤약어는피해야한다. ACC는‘통

로’나‘사고’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고, WRNG은‘경고’나

‘잘못된’일수있다. 

말로된교통표지판에는공간의제약때문에약어가사용될수

밖에없는데이약어가자주오해를일으킨다는내용의글이므

로, 이글의주제로가장적절한것은⑤‘말로된도로표지판

의약어에의해유발되는오해’이다. 

①도로표지판의가시성을향상시키려는시도

②도로표지판에약어를사용하는이유

③기호로된도로표지판이말로된도로표지판보다좋은점

④약어를사용한말로된효과적인도로표지판의사례

● They assessed comprehension of 31 signs, [15 of

which had word messages].
➞ [ ]로표시된관계절은부가적인정보를나타내며 15 of

which는 and 15 of the 31 signs로생각할수있다.

● For example, BLKD (for blocked) should be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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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와소비자공동체간의아이디어공유

소비자이자혁신자인사람들은혼자일하는경우가거의

없다. 그들은오픈소스설계안을자유롭게공유하는공동체안

에서무성하게성장한다. Dimitry Milovich는 1971년에자

신의스노보드디자인에특허권을받았지만그것을행사하지않

겠다고분명하게밝혔다. John Dobson은자신이만든저렴한

디지털망원경의특허를내지않았고아마추어천문학이부흥할

수있는길을닦았다. 주류기업들에게전하는메시지는명확하

다. 지식있고헌신적인사용자공동체위에세워진조직들은새

로운서비스가성공할것인지에관한신속한피드백도제공하는

회원들의토대에서좋은아이디어가나온다는것을자주알게된

다. 회사와공동체, 생산자와사용자사이의관계가더욱긴밀할

때혁신은문제점이적어지게될것이다. 회사들이자신들의소

비자들을혁신자로참여시키고싶다면소비자들이자유롭게아

이디어를공유하고제품을수정할수있도록그들또한개방해

야할것이다.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중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더나은아이디어들이이어질수있게했다는사례에이어

회사역시소비자공동체와아이디어를공개하고공유할때더

나은결과를기대할수있다는내용이므로, 요지로는⑤가적절

하다. 

● Dimitry Milovich was granted a patent for his

snowboard design in 1971 but made it clear [he

would never enforce it].
➞made 다음에있는 it은형식상의목적어이고, [ ] 부분

이내용상의목적어이다. clear는목적어를설명하는보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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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d by “Lane,” CONG (for congestion) (should

be preceded), by “Traffic.”
➞ (for congestion) 뒤에는 should be preceded가반복을

피하기위해생략되었다.



44..
①

품질확인을위한매체들

때때로 우리는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제 3자에게 돈을

지불함으로써정보를얻는다. Roger Ebert의일은내가볼필

요가없도록많은나쁜영화를보는것이다. 그가 이따금주옥

같은영화를볼때그는그영화에‘호평’을한다. 그사이에나

는 Ebert 씨가별점 0점을준 Tom Cats와같은영화를보는

수고를면하게된다. 나는Chicago Sun-Times를정기구독하

는형태로이정보에대한대가를치른다. Consumer Reports

도소비재에대해같은종류의정보를제공한다. Underwriters

Laboratories는 전기 기구의 안전성에 대해 검증해준다.

Morningstar는투자신탁회사의성과를평가한다. 그리고세

상에알려지지않은책을베스트셀러목록의높은순위에올라

가게하는능력을지닌오프라북클럽도있다.  

영화평론가의 별점, 컨슈머 리포트의 정보, Underwriters

Laboratories의전기제품에대한검증, Morningstar의투자

신탁회사에대한평가, 오프라북클럽의책에대한소개등품

질에대해검증해주는매체를이용하는것이유익하다는내용이

므로, 빈칸에는①‘품질을검증하기위해’가적절하다.

②캠페인을계획하기위해

③사업을분석하기위해

④지역사회에봉사하기위해

⑤사회정의문제들을조사하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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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④

주차구역내보행자안전을위해고려할사항

잘설계된주차구역은그것이차량과관련된만큼사람

들과 관련되어 있다. 보행자들을 자신들의 차량에서 안전하게

오가게하는것이어느주차구역에서나아주중요한관심사이

다. 주차공간에서차량순환구역과분리된보다넓은중앙통

로로걸어갈수있도록해주는보행자경로의체계적인배치가

최선이다. 보다넓은중앙통로가차량순환로와교차하는곳에

는어디에나보행자의안전한횡단을보장하기위해적당한교

통제어장치가제공되어야한다. 이것은표지판과노면표시외

에보행자와운전자둘모두에게조심해야한다는것을의미하

는 (출입을막는) 방벽의사용을포함할수있다. 사람들이초목

을심어놓은구역을가로지르지않고이런지정된경로를이용

하는것을권장하도록주차구역내의보행로는신중하게설계

되어야하는데, 초목을심어놓은구역을가로지르는행위는초

목의생존에영향을줄뿐아니라보행자안전문제의위험도또

한증가시킨다. 

주차구역을설계할때보행자의안전을위해고려해야할여러

가지사항을언급하고있는글이므로, 이글의주제로가장적절

한것은④‘주차구역설계시보행자안전을위한고려사항’이다.

①주차구역표지판의기능

②주차공간의노면표시에관한규정

③주차구역내운전자에대한잠재적인위험

⑤보행자안전을위한더넓은주차공간에대한수요증가

● Best is a hierarchy of pedestrian routes [that provide

walks from the parking space to larger central

walkways, {which are separate from the vehicular

circulation}].
➞ [ ]로 표시된 관계절이 pedestrian routes를 수식하고

있다. 주어(a hierarchy ~ the vehicular circulation)가

너무길어서문장뒤로가면서보어인 best를문장의맨앞

에위치시키고동사 is가주어앞으로도치되었다. { }로

표시된 관계절은 부가적인 정보를 나타내며, and they(=

larger central walkways) are separate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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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ular circulation으로생각할수있다.

● Pedestrian walks within the parking area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to encourage people to use these

designated routes instead of cutting across planted

areas, [which not only impacts the plants’ survival

but raises the risk of a pedestrian safety issue as

well]. 
➞ [ ]로 표시된 관계절은 부가적인 정보를 나타내며,

which가가리키는것은 planted areas가아니라 cutting

across planted area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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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대인관계강

본문190쪽Zoom In

● Roger Ebert’s job is [to see lots of bad movies so

that I don’t have to].
➞ to see가이끄는 [ ] 부분은주어를설명하는보어이다.

so that ~은‘~하도록’이라는목적을나타내는구문이다. 

1. ② 2. ⑤ 3. ④ 4. ③

Structural Analysis

● When (it is) challenged, the mind says (to itself),

“Why are these people giving me a hard time?

I’m just doing [what makes sense]. Any

reasonable person would see that!”

➞ When 뒤에는 it(= the mind) is가 생략되었다. [ ]로

표시된 관계절은 the thing which makes sense 정

도의의미이고 doing의목적어로사용되었다.

● Any fleeting thoughts [suggesting that we might

be at fault] typically are overcome by more

powerful self-justifying thoughts: “I don’t mean

any harm. I’m just! I’m fair! It’s the others who

are wrong!”

➞ [ ]로 표시된 부분이 Any fleeting thoughts를 수식

하고 있고, 그 명사구 전체가 주어이고 뒤에 동사 are가

이어지고 있다. 맨 마지막 문장에서「It is[It’s] ~ who

…」강조 구문이 사용되었고, The others are wrong!

에서 the others를강조하는구문이다. 

1. altruism 2. morale

3. attachment 4. socialize

5. illusion

1. 많은 사람이 이타심에서 저개발 국가에서 자원봉사할 것을

선택한다.

2.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의 사기를 고무시키려고 대통령이 군

사기지를방문했다.

3. 그는자기부인의가족에게특별한애착을갖고있다.

4. 사람들은예전처럼많이이웃과어울리지않는다.

5. 우리는더빨리달릴수록행복을잡을가능성이더높다는착

각으로고생한다.

정답④

소재인간의선천적자기합리화성향

해석우리가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데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행동이 대개 이성적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이의 제기를 받

으면, 마음은 (스스로에게) “왜 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가? 나는 이치에 맞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이성적인 사람

이라면 누구든 그것을 알것이다!”라고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사고가 충분히 정당화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는 옳고 적절하고 합리적인 것을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잘못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하는 그

어떤 잠깐의 생각도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더 강력한 생각으로

대개 극복된다. “나는 어떠한 해라도 끼칠 의도가 없어. 나는

정당해! 나는 공정해! 틀린 것은 상대편이야!”인간 마음의 이

런본성을그것의‘타고난상태’로인정하는것이중요하다. 다

시 말해서, 인간은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자기 잇속을 차리는,

자기를 기만하는 사고와 행동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

향은우리모두에게선천적이다. 

Shortcut Analysis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선

천적인 경향을 가진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잠시 우리가

잘못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바로 자

기를 정당화하려는생각으로그생각이사라지기때문에, 빈칸

에④‘overcome(극복된)’이가장적절하다. 

①확산된 ②드러난 ③강화된 ⑤인정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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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②

공포심리를조장하는광고와언론의속성

19세기에 공포감을 이용하여 이야기와 매력을 만들어

내면사람의주의를끌수있다는것을광고와언론에종사하는

사람들이발견하게되는결정적인순간이발생했다. 그것은우

리가저항하거나조절하기어려운감정이고그래서그들은가장

최근의건강에대한불안, 새로운범죄의급증, 우리가인식하지

않았던환경에존재하는끝없는위험요소등과같은새로이생

길수있는근심거리쪽으로우리의초점을끊임없이이동시켰

다. 미디어가점점더고도로발전되는것과영상이갖고있는

뇌리를떠나지않는특성을이용하여, 비록우리가우리의선조

들이알았던그무엇보다훨씬더안전하고더욱예측이가능한

세계에살고있기는하지만, 그들은우리가위험으로가득찬환

경에살고있는연약한존재라는느낌을우리에게계속줄수있

었다. 그사람들덕분에, 우리의불안이증가해오기만했다.

공포를조장하면사람들의주의를사로잡을수있다는것을발견

하고광고업자와언론업자들이그것을이용하여우리가살고있

는세상을위험으로가득찬환경으로계속묘사하고있다는내

용의글이다. 따라서그들의도움덕택에공포에대한우리의불

안이‘증가해오기만했다’는내용이빈칸에들어가야한다.

①우리모두를통합시켜왔다

③우리의유년시절에기원을두었다

④긍정적이고유용한경험이되어왔다

⑤우리를신중한결심의위치로내몰았다

● It is an emotion [(that / which) we find hard to resist

or control], and so they constantly shifted our focus

to ~. 
➞ [ ]는관계절로선행사인 an emotion을수식하고있다. 

● With the increasing sophistication of the media and

the haunting quality of the imagery, they have been

able to give us the feeling [that we are fragile

creatures in an environment full of danger] ~. 
➞ that이 이끄는 절은 앞에 있는 feeling과 동격을 이루고

있다.

22..
⑤

일상에의해유도되는피로

과제의초점이나상황을변화시킴으로써심지어우리가

완전히에너지를고갈했다고느낄때조차도새로워진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한 심리학자가 자신이

‘반자유과제’라고명명한것에사람들이참여하도록요청했다.

그 과제에는 그림 그리기, ‘ababababababab…’를 반복해서

쓰기, 혹은짧은시한편읽기가포함되어있었다. 참여자는이

러한과제를진이빠진기분이될때까지수행하도록요청받았

다. 그런다음실험자는참가자가미묘하게다른과제를수행해

야하도록상황을바꿨다. 그림을그렸던사람은얼마나빨리그

들이그림을그릴수있는지증명하기위해마지막그림을다시

그리도록요청받았다. ‘abab’를썼던사람은이름과주소를적

어넣도록요청받았다. 이러한새로운상황에서그들의피로는

사라졌다. 원기회복을만들어내는이러한현상은일상에의해

생기는피로가자리잡고적응하는것을막기위해보안직원이

다른위치로순환하는공항에서의조치에서목격될수있다. 

소위 second wind라고말하는원기회복에관한글인데, 같은

일을계속하기보다는새로운상황을제시하면피로가사라질수

있다는취지의글이다. 따라서빈칸에는같은일을지속적으로

하는것을통해생기는피로를일컫는⑤‘일상에의해생기는

피로’라는말이들어가야한다. 

①용납할수없는지연 ②너무과중한업무 ③무서운감정

④습관적인부정행위

● To demonstrate this, a psychologist asked people to

take part in [what she called ‘semi-free tasks’]. 
➞ [ ] 안에서 what은 관계대명사로 쓰였고 what이 이끄

는관계절은전치사 in의목적어역할을하고있다. what

she called ‘semi-free tasks’는‘call A B(A를B로부

르다)’의 형태에서 A에 해당하는 말로 관계대명사 what

을쓴것이다. 

● Those drawing were asked to redraw their last

picture to demonstrate [how quickly they could

d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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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④

두려움을유발하는분석되지않은전체

모든비정상적인두려움은거짓말쟁이다. 내가인간에게

힘이되어주는것들의범주에서두려움을완전히제외해버렸

고, 그자리는이성에의해대체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는사실

은기억되어야한다. 자기(가만들어낸) 두려움은언제나어려

움을확대하는경향이있다. 많은사람들이일, 행사, 혹은책무

를두려워하는데, 그것은그것들이실제보다더크다고그들이

상상하기때문이다. 두려움은절대로분석하지않는다. 두려움

은늘전체를응시한다. 이런점에서진정한조심과구별되는그

것의차이가있는데, 진정한조심은분석하고그렇게했기때문

에세부사항을세심히살핀다. 자기두려움은사물을덩어리혹

은집단으로지각하기때문에구성부분은안보이게되고전체

는축소된다(̀→확대된다)̀. 여러분이두려워하는일하나를분석

해보라. 여러분을불안하게하는것은이런저런세부사항이아

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불행하게만드는전체이다. 하지만결

국여러분이전체와친숙해지면그것(그전체)은해가없거나꽤

힘든, 그렇지만분명히극복할수없을정도는아닌아주많은

세세한것들에불과할뿐이다. 

두려움을 유발하는 전체를 차분히 분석해보면 도전해 볼 만한

세부사항이모여있는것임을알게된다는내용의글이다. 두려

워하면사물을분석하지않고전체로지각하기때문에구성요소

를보지못하고전체를확대해서생각하게되므로, ④ reduced

를magnified로바꾸어야글의흐름이자연스러워진다.

●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I have excluded fear

altogether from the category of the friends of man,

and have insisted that its place should be taken by

reason].

정답

소재

해석

44..
③

행동변화를통한내면의치유

치유는자각과함께시작해서변화와함께완료된다. 그

것은우리에게내면에깊이묻어둔감정적인상처를풀어주라

고요구한다. 우리는우리의습관과(심리적) 안전지대를포기해

야만하고우리의진정한모습을훼손하는불건전한행위를, 비

록그행위가우리를안전하다고느끼게한다고해도단념해야

한다. 논리에더많은가치를두는사람들에게는비록그것(자신

들의감정적인본성을수용하는것)이때때로감정적으로폭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그들의 인식을 바꾸어서 자신들의

감정적인본성을수용하는것을배울것이요구된다. 반면에, 천

성적으로감정을잘표현하는사람들에게는객관적으로자신들

의감정을다루는것을배우고자신들이어떻게상처를입었는

지에대한이야기로자기자신을괴롭히는것을중단할것이요

구된다. 이런방식은지나치게통제적인사람들에게는항상책

임을져야한다는그들의필요성을털어버리고다른사람들이

그들을 돕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그것은 수동적인

사람들은자신들에게발생하는것을남들이통제하도록내버려

두기보다는자신의 (몸과마음의) 건강상태에적극적으로관여

해야한다고요구한다. 

주어진문장은논리적인사람이치유되려면어떠한변화가필요

한지언급하고있다. ③뒤의문장은감정을잘표현하는사람들

이치유되려면어떤변화가필요한지언급하고있는데 On the

other hand가그문장을이끌고있어서주어진문장이그앞에

오면대조의논리관계가성립되어글의흐름이자연스럽다. 따

라서주어진문장이들어갈적절한위치는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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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분사 drawing이 문장의 주어인 Those를 수식하고

있고, were asked가문장의술어동사역할을하고있다.

[ ] 부분의 how절은 demonstrate의목적어역할을하

고있다.

➞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 [ ]로 표시된 부분이 내용상의

주어이다. have excluded와 have insisted가병렬구조

로연결되어있다.

● Analyze a piece of work [of which you are fearful]:

it is not this or that detail that disturbs you—it is the

miserable whole.
➞ [ ]로표시된관계절은 a piece of work를수식하고있

다. 콜론(:) 뒤에는「it is ~ that …」강조구문이쓰이고

있다.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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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must give up our habits and comfort zones and

renounce unhealthy behavior [that compromises

{who we really are}], even if that behavior makes us

feel safe.
➞ [ ]로 표시된 관계절이 unhealthy behavior를 수식하

고있고 { }로표시된부분이 compromises의목적어

로쓰였다.

● This method asks overly controlling people to let go

of their need [to be constantly in charge] and allow

other people to help them. 
➞「ask＋목적어＋to부정사」는‘~에게 …하라고 요구하다’

라는의미이다. let go of와 allow가병렬구조로연결되어

있다. [ ]로표시된부분은 their need를수식하고있다. 

정치, 경제, 사회, 법강

본문194쪽Zoom In

정답④

소재협업의비능률

해석원가 견적은 작업시간 견적으로부터 필요한 시간을 필요

한 노동 임률로 단순히 곱함으로써 나온다. 여러 가지 기술이

포함된협업의문제에주의하라. 예를들면, 한대기업에전동기

를 제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방침이 있

는데, 즉 덮개를제거할양철공, 전원공급을끊을전기기사, (전

동기가놓인) 대의빗장을풀기계설치[수리]공, 대로부터전동

기를 제거할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노동자가 그들이다. 그러한

상황은 비능률과 높은 인건비로 가득 차 있는데, 왜냐하면 네

명의 일손 모두가함께일정을잡아야하고한명이작업중일

때 적어도 세 명은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비용은 실제보다

적어도네배가될수가있고, 그중한명이제시간에안나타

나기라도하면종종더크다.

Shortcut Analysis

이 글의 중심 생각은 여러 기술이 포함된 협업이 비능률을 야

기할수있다는것이다. 빈칸을포함한두번째문장이후의문

장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문장들이다. 이는 하나의 일거리

를 놓고 협업을 조직할 때 생길 수 있는 비능률의 사례이므로,

주어진 빈칸에는④‘여러가지기술이포함된협업의문제’가

적절하다.

①열악한노동조건이야기하는비능률

②업계의높은인건비에재원을대는어려움

③집단작업에서의노동기술의차이

⑤인력과생산설비사이의부조화

Structural Analysis

● ~, one major company has a policy [that requires

the following personnel in order to remove an

electric motor: ~].

➞ [ ]로표시된부분은앞에놓인명사구 a policy를수식

하는관계절이다. 

● ~, since all four trades must be scheduled

together, [with at least three people watching

{while the fourth is at work}]. 

➞ [ ]로 표시된 부분은 앞에 놓인 절이 나타내는 사건과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다. 그 안의 { }는 시

간의부사절이다.

1. efficiency 2. compensate

3. barrier 4. manufacture

5. dominating

1. 새로운 (과학)기술의채택은더높은효율성과더낮은경비

그리고더높은이익을창출할것이다.

2. 보험회사는그의차가입은손상에대해보상해주는데동의

했다.

3. 한국내에서여행할때의사소통도그들에게는하나의장벽

이었다.

4. 이제그십대발명가는자신의발명품을제조하고, 마케팅하

고, 배포할수있는회사를찾는중이다. 

5. 애플의아이폰이한국시장을지배하고있다는명백한사실

에도불구하고, 한국 소비자들이새로운아이폰에보이는열

광에대해놀라지않을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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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② 2. ③ 3. ③ 4. ⑤

11..
②

커피재배와카르텔

커피재배자는희소성의힘이없기때문에가난하다. 커

피를재배할수있는곳은많다. 대량판매시장용커피를경작

하는데는힘든노동이요구되지만기술은거의요구되지않는

다. 개개의커피재배자그누구도시장가격에영향을미칠어

떠한힘도없다. 국가들이협력하여행동을할수있다하더라도

그들에게는희소성의힘이없는데, 즉상위커피생산국가들이

세계커피생산량의 3분의 2를조절하는커피생산국협회라는

카르텔을결성하려고시도했지만실패하여문을닫았다. 카르텔

이성공적으로가격을올릴때마다새로운국가들의새로운농

부들은커피를재배하기시작하는것이매력적이라는점을신속

하게 알아차렸다. 베트남이 아주 좋은 본보기이다. 몇 년 전에

그나라에서커피는거의재배되지않았지만, 지금은세계에서

두번째로큰커피생산국이다. 희소성의힘을활용하려고하는

카르텔은새로운생산자가시장에쉽사리들어올수없을때만

작동할수있다. 

이글의중심생각은커피가희소성의힘이없기때문에국가간

카르텔이성사될수없다는것이다. 뒤를이어뒷받침하는문장

들은중심생각과방향이일치하여야한다는점에착안하여각

빈칸을결정할수있다.

(A) 여러국가는카르텔을결성하기위해‘협력할’것이므로 in

concert가적절하다. in isolation은‘홀로[별개로]’라는뜻이다.

(B) 가격이상승하는것이어떤나라의농부들에게는자신이참

여할수있는‘매력적’인시기로비칠것이므로 attractive가적

절하다. unpleasant는‘불쾌한[불편한]’이라는뜻이다.

(C) 카르텔은 희소성의 힘을‘활용하’려 들 것이므로 exploit

가적절하다. reduce는‘줄이다[낮추다]’는뜻이다.

● There are many places [where coffee can be grown].
➞ [ ]은관계절로앞에놓인many places를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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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뉴스매체와민주주의

뉴스는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라는 주장이 흔히 있다. 활

기차고독립적인뉴스서비스는충분히제대로작용하는민주제

도의기본적인부분으로, 사람들로하여금생각하고스스로결

정을내릴수있게해주는폭넓은관점과정보를제공한다. 뉴

스매체는우리에게무엇을생각해야하는지에대해말해주지

는않을지라도우리가생각할거리는만들어준다. 이것이왜그

렇게많은사람들이뉴스에나오려고[뉴스거리가되기위해] 애

를쓰면서그렇게많은자산을투자하는지에대한하나의이유

이다. 뉴스매체는또한정책입안자들에게강력한영향을미친

다. 사회에서가장특권을가진목소리를찾아내는것이기자에

게는일상적으로하는일인데, 왜냐하면권력이있는사람들이

뉴스거리가될뿐만아니라점차로압박을받는뉴스작성실에

서는매우편리할수도있는, 이미만들어진기사거리를제공하

는것에능하기때문이다. 하지만매체에대한이러한특별한접

근은뉴스매체가사회적불평등을정당화하고참여민주주의와

성찰적민주주의를저해한다는커지는냉소주의를가중시킨다.

이글의중심생각은뉴스매체가민주주의에영향을미친다는

것이므로적절한제목은③‘뉴스매체가민주주의에미치는영

향’이다.

①사회의원동력으로서의언론인

②뉴스매체를향한냉소주의

④민주정부의필요성

⑤독립뉴스매체의중요성

● The news media may not tell us [what to think]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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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ever the cartel succeeded in raising prices, new

farmers in new countries quickly [found it attractive

{to start growing coffee}].
➞ [ ] 안에서 { }로 표시된 to부정사구가 술어동사

found의해석상의목적어역할을하고, 이부정사구를대

신하는 it이 found의형식상의목적어역할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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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협상제와삼진아웃법

형사재판절차를신속하게처리하기위한노력으로, 피

고측과검사는유죄협상제를만들었다. (C) 그것은다른혐의

에대한기소를취하하고구형량을감경하여판사에게제안하는

것을조건으로피고인이어떤범죄혐의에대한유죄를인정하

겠다고검사와피고측이동의하는것을말한다. (B) 대법원에

서는일반적으로유죄협상제를인정해왔지만, 이러한수단을

광범위하게사용하는것은범죄자들에게더오랜기간의형기를

복역하게할것을요구하는많은정치가들에게이슈가되어왔

다. (A) 그에대한대책으로, 그들은‘삼진아웃’법을제안했는

데, 그것은세번의중죄판결을받은후에는, 유죄협상을거래

했든안했든간에상관없이범죄인은종신형을받아야한다는

내용이다.

유죄협상제를소개한주어진문장다음에유죄협상제에대해

부연설명한 (C)가온다음, 유죄협상제를반대하는의견을제

시한 (B)가오고, 유죄협상제에대한보완책으로나온삼진아

웃법에대해이야기하는내용의 (A)가마지막에오는것이가

장적절하다.

*plea bargain(유죄협상제)

검사와피의자또는변호인이유죄로할부분이나구형, 기소

하지않을부분등에대해서면으로합의한후검사가법원에

신청하면법원이피고를상대로신문하여승인여부를결정

하고 승인 시에는 당일 또는 다음기일에 판사가 형을 정한

다. 이제도는미국등영미법계국가에서시행중이며, 프랑

스·스페인등일부대륙계통국가에서도제한적으로채택

하고있다. 이제도의문제점으로실체적진실파악포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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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주가불황기에대처하는방식의변화

세월이흐르면서고용주들이불황기에대응하는방식에

있어서변화가있었다는사실에주목해야한다. 19세기후반과

20세기초반에는일시해고의방법은흔하게사용되지않았다.

대신에, 가능한한많은사람들을고용된상태로유지시켜주기

위한노력으로고용주들은업무공유와임금삭감과같은방법

에의존했다. 1935년에사회보장법(즉, 실직보험)이통과된후

에이러한관행은변화되었다. 어떤사람이실직보험수당을받

으려면완전히실직해야한다. 시간제로일하고있으면수당을

받을수없다. 그결과로서, 고용주들은업무공유나그와유사

한 제도의 사용을 중단하였으며 일시 해고의 방법을 사용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일시 해고는 1893년,

1921년, 1929년의심각한불경기기간동안에그다지흔치않

았지만, 1960년대초반, 1970년대, 1980년대에는아주흔했다.

(A) 불황기에대응하기위해서 19세기후반과 20세기초반에

고용주들은 일시 해고의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에 업무 공유와

임금삭감의방법을사용했다고해야하므로, Instead(대신에)를

써야한다.  

(B) 실직보험혜택을받으려면완전히실직해야하므로, 그결

과고용주들은일시해고의방법을사용하게되었다고해야한

다. 그러므로As a result(그결과로서)를써야한다.  

①비슷하게- 그결과로서

②비슷하게- 그렇지만

④대신에- 다시말해서

⑤예를들어-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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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do set the agenda on what we think about. 
➞ [ ]는의문사로시작되는 to부정사구로술어동사 tell의

목적어역할을한다.

● But this special access to the media adds to growing

cynicism [that news media legitimise social inequality

and hinder participatory and contemplative

democracy].
➞ [ ]로표시된 that절은앞에놓인 growing cynicism과

동격관계이다.

www.e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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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way {employers have responded to recessionary

periods} over time].
➞ It은형식상의주어이고 [ ]로표시된 that절이내용상의

주어이다. { }로표시된절은 the way를수식하는관계

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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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건강, 영양, 식품강

본문198쪽Zoom In

은범죄에대한상이한형벌, 피고인의권익보다는검찰의수

사편의만을증대하는것등이지적되고있다.

● In response, they proposed the “three strikes” law,

[which says {that after having been convicted of

three felonies, a convict must receive a life sentence,

whether or not a plea bargain has been struck}].
➞ { }로 표시된 that절은 동사 says의 목적어 역할을 한

다. [ ]로표시된관계절은 the “three strikes” law에

대한부가설명이다.

정답④

소재신체의유산소활동

해석 “Aerobic”은“산소를가지고있는”의의미를가진다. 몸

에게 유산소 활동을 지속하라고 요청할 때 우리가 몸에 하는

요구가 산소를 배달하도록 폐를 훈련시키고, 활동 중인 근육으

로그산소를나르기위해서더많은양의혈액을퍼내도록심

장을 훈련시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몸은 또한 유산

소효소라고불리는어떤것을생산하고저장함으로써이런도

전에 반응한다. 이런 효소는 더 많은 지방을 연소시키도록 도

와주는데, 이것은 유산소 운동이 신체의 지방에 매우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이런 영향은 자주 간과되지

만유산소운동을하는사람들이새로운신진대사와더날씬한

몸을 확립하는 주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유산소 훈련의 또 다

른 이점은 그것이 근육으로 하여금 산소를 더 잘 사용하여 장

기간의시간에걸쳐일을수행할수있도록해준다는점이다.

1. epidemic 2. soothe

3. nourish 4. carbohydrate

5. infect

1. 전염병이급속도로전국에퍼져나가고있다.

2. 이약이두통을완화시켜줄것이다.

3. 비타민보충제만으로는 건강한 사람에게 영양분을 (다) 공급

할수없다.

4. 어떤형태라도탄수화물을섭취하면, 혈당치가상승한다.

5. 바이러스를 지닌 사람들이 완전히 건강하다고 느낄지는 모

르지만, 여전히타인을전염시킬수있다.

Shortcut Analysis

④관계부사 why가이끄는절안에서 people이주어로쓰였

고 establish가술어동사로쓰였으므로밑줄친 do는 doing

으로고쳐써야하며선행하는 명사 people을 수식하는 형태

가되어야한다.

① 앞에있는 train을공통의동사로삼아 to deliver ~와 to

pump out ~이접속사 and로연결되어병렬구조를이루고

있다. to deliver ~와 to pump out은 train의 목적격보어

를유도하고있다.

② 과거분사 referred가 선행하는 something을 뒤에서 수

식하고있다.

③ such는「such＋a(n)＋형용사＋명사」의어순을취한다. 

⑤ 접속사 that이 이끄는 절은 선행하는 동사 is의 보어 역할

을하고있다.

Structural Analysis

● It’s not surprising [that the demands {(which /

that) you make on your body when you ask it to

sustain an aerobic activity} train your lungs to

deliver oxygen and your heart to pump out

greater amounts of blood to carry that oxygen to

your working muscles]. 

➞ 접속사 that이이끄는 [ ]가내용상의주어역할을하고

있고 It이 형식상의 주어를 가리킨다. { }는 관계절에서

mak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which 혹은

that이 생략된 형태인데 선행사인 the demands를 수

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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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터넷을통한친구관계가건강에미치는영향

보건분야에서인터넷‘친구’를갖는것은도움이된다는

증거가좀있다. Stanford 대학의학 교수인Kate Lorig는심

장이나폐질환, 당뇨병, 또는요통관리를도와주는인터넷또는

이메일친구모임을사람들에게제공하는여러연구들을수행하

거나작업해왔다. 온라인친구는조언을해주고, 매일걷기를했

는지를 묻고, 신체 질환에 대해 들어준다. 그 모임들은 도움이

되었다. 온라인모임에대한한연구는결과가직접대면하는또

래모임의결과와유사하다는것을알게되었다. “익명성은많은

거리낌을 없애고 사람들은 인터넷 상에서 더 솔직하다.”라고

Lorig는 설명했다. “게다가,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종,

민족, 나이등이대부분의경우중요한요소가되지않는다.”

인터넷또는이메일로서로의안부를챙겨주는친구가건강유지

에많은도움이된다는내용이므로, 주제로는⑤가적절하다.

● Kate Lorig, professor of medicine at Stanford

University, has conducted or worked on several

studies [that provide people with Internet or e-mail

buddy groups {to help with the management of heart

or lung disease, diabetes, or back pain}].
➞ that이이끄는 [ ]로표시된부분은앞에있는 studi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to help가 이끄는 { }로 표시된

부분은 Internet or e-mail buddy groups를수식한다.

● The online buddy offers advice, asks whether you

have taken your daily walk, and just listens to your

complaints. 
➞주어는 The online buddy이고, 동사인 offers, asks,

listens가병렬구조를이룬다.

정답

소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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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①

음식섭취에서절제의중요성

지방, 콜레스테롤, 설탕, 그리고소금과같은특정한식

품성분의섭취량은건강을위해제한되어야한다. 건강한사람

을위한주요한지침은지방섭취량을전체칼로리의 35퍼센트

아래로유지하는것이다. 몇몇사람들은이것을맛있는비프스

테이크나핫퍼지선데(버터·우유·설탕·초콜릿따위로만든시

럽을얹은아이스크림)에빠져서는절대로안된다는의미로받

아들이는데, 그들은잘못된정보를받고있는것이다. 완전한금

욕이아닌절제가핵심이다. 스테이크와아이스크림을먹는지

속적인식단은해로울수있지만다른절제된식단계획의일부

로일주일에한번먹으면이런음식이거의영향을끼치지못할

것이고, 한달에한번먹는맛있는특별식으로이런음식은거

의전혀영향을끼치지못할것이다. 절제는또한제한이필요하

다는의미인데, 심지어바람직한식품성분일경우에도그러하

다. 예를들어, 식품에들어있는일정량의섬유질은소화기계통

을건강하게해주지만너무많은섬유질은영양소의손실을초

래한다. 

음식섭취에있어서극단적인금욕은도움이되지않으니적당

하게절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취지의글이므로①‘절제: 식

단의핵심’이제목으로가장적절하다.

②먹기전에환경을고려하라

③식사일기: 성공의지표

④슬로푸드: 건강식의한가지대안

⑤저렴한가격으로훌륭한영양식즐기기

● A major guideline for healthy people is [to keep fat

intake below 35 percent of total calories].
➞ [ ]로 표시한 to부정사가 이끄는 어구는 문장에서 보어

역할을 하면서 주어인 A major guideline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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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②

유아의통증감지에대한인식변화

아이들은 통증에 민감하지 않다는 견해가 20세기 전반

내내계속영향력이있었다. 의학계의많은사람들이유아가통

증을전혀느끼지않고어린아이들은다만통증을느낄만큼성

장하지않은것이라고주장했다. 1970년대후반까지도미국과

전세계에서는전신마취가불필요한위험을이끌어들일수있

다고여겨졌기때문에거의마취를하지않거나불충분한마취

를하고서유아에대한대부분의수술이행해졌다. 수술후에회

복중인유아와어린아이들에게진통제또한주어지지않았다.

그관행이위험한것으로인식된이후에조차도마취과의사들과

병원들은그변화에저항했다. 1987년까지도‘뉴잉글랜드의학

저널’의어느사설은여전히증거가‘너무나압도적이므로의사

들은모든유아가통증에무감각하다는듯이더이상행동해서

는안된다’고주장할필요가있음을알았다.

(A) 다음문장에서유아가통증을전혀느끼지않는다고주장했

다는내용이제시되므로, sensitive(민감한)가적절하다.

(B) 유아에대한수술에서마취를전혀하지않거나불충분하게

했었다는내용으로보아전신마취를위험하다고여겼다는맥락

이므로 introduce(이끌어들이다)가적절하다.

(C) 1987년까지도의학저널을통해유아가통증에무감각하

다는견해의위험성을알릴필요가있었다는내용으로보아이

전의 견해를 바꾸기가 쉽지 않았다는 맥락이므로, resisted(저

항했다)가적절하다.

● ~ an editorial in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still found it necessary [to argue that the

evidence was “so overwhelming that physicians can

no longer act as if all infants were insensitive to

pain].”
➞ it은 형식상의 목적어이고, to argue가 이끄는 [ ] 부분

이내용상의목적어이다. 「so ~ that ...」은원인과결과를

나타내는구문이다.

정답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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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금지원이초래한문제

어느토론토병원에근무하는의사이자토론토대학의교

수인 Nancy Olivieri는 Deferiprone이라는 신약에 대한 연

구를하고있었다. 그녀는그약이위험한부작용을갖고있다는

것을알게되었고이중요한결과를발표해알리고싶었다. 문제

가 무엇이었냐고? 그녀의 연구는 그 약을 생산한 회사인

Apotex에의해자금지원을받았다. 그리고Apotex는그논문

의발표와이결과가병에걸린환자들에게폭로되는것을막기

위해 대대적인 법적인 캠페인을 착수했다. 불행하게도 병원도

대학도Nancy Olivieri를지켜주지않았다. 두곳모두진실이

나연구원들의독립성보다는제약회사의자금지원에더염려

하고있었다. 2년간의조사후에조사위원회가보고서를발표했

다. 그보고서는이모든사건이‘공공기관이민간기업으로부

터의자금지원에현재의존해야만하기때문에’일어난것이라

고분명하게말했다.

약품의부작용을알게되었으나연구지원비를낸제약회사의이

해관계로인해그사실을제대로알릴수없게되었다는내용이

므로, 제목으로는②‘민간자금지원에대한의존이바람직하지

않은결과를가져올수있다’가적절하다.

①자원봉사자들이만성질환을갖고살아가는부담을공유한다

③ 회사들이 등한시되는 질환에 대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애

쓴다

④병원은환자의안전에가장우선순위를두고있다

⑤환자들은약물중독의부정적인효과를알필요가있다

● She discovered that it had dangerous side effects

and wanted to publish and make these important

results known.
➞ discovered와 wanted는 둘 다 주어인 She에 이어지는

동사이다. publish와 make는 wanted to에 이어진다.

make의목적어인 these important results와의의미관

계가수동이므로과거분사인known이보어가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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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타인의비판을경청하는방법

자신이언어적으로공격을받았다고느끼고자아가상처

를입은사람은방어적이되기쉽다. 일단감정이개입되면즉각

적인반응은 (자신의) 입지를세우기위해 맞받아치는것이다.

듣는동안신경이거슬리면뒤로기대고앉아계속듣고나서이

해한 것을 단계별로 검토하고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를 확인하

라. 너무흔히, 말하는사람이타당한관점이나건설적인비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방어적이 되고 받아친다. 분노로 반응하기

전에열까지세라는오래된생각이이야기되고있는것에대해

우리가생각할시간을줌으로써스트레스를줄일수있다. 방어

적인태도로반응하려는충동을느낄때는가만히계속들으려

노력하라. 일단말하는사람의이야기를끝까지들으면(그에대

한) 반응을위한더나은근거를가질것이다.  

타인으로부터말로써공격을받을때즉시맞받아치지말고차

분하게들어보면그사람이타당한의견을제시하거나건설적

인비판을한다는것을깨닫기도한다. 그러므로이글의주장은

타인으로부터의 공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여유를 가

지고우선그사람의얘기를들어야한다는것이므로글의요지

로는③‘타인의비판에대해맞서지말고여유를가지고경청해

야한다.’가적절하다.

● [The individual {who feels (that) he or she has been

attacked verbally} and {whose ego is bruised}]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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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ly to become defensive. 
➞ [ ]로표시된부분이주어부이고그안에서주어부의핵

인선행사 The individual은 { }로표시된두개의관

계절의수식을받는다. 첫 번째 { }는관계대명사 who

가이끄는관계절이고두번째 { }는소유격관계대명사

whose가이끄는관계절이다.

● The old notion of counting to ten before you react in

anger can reduce stress by giving you time [to think

about {what is being said}].
➞ [ ]로표시된 to부정사구는명사 time을수식하는형용

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 ] 안에서 what이 이끄는 절

{ }는전치사 about의목적어역할을한다.

22..
⑤

자신의힘으로집짓기

공사비는당신자신이얼마나많은일을하느냐에따라

달라진다. 많은직접시공자들은 조직하는역할로스스로를제

한하며, 다른모든일들을전문가에게미룬다. 다른사람들은팔

을걷고나서기를좋아하며, 열심히일을시작하고필요하다면

일하면서배운다. 집짓는일에실제참여하는방식은의심할여

지없이만족스러우며자신의집을짓는매력의불가결한요소이

다. 그러나자신이얼마나할수있는지에대해현실적이되어야

한다. 거의모든경우, 적어도어떤일에대해외부의도움이필

요할것이다. 직접시공프로젝트가진행되는동안, 많은사람들

은자신들이습득하게되는새로운기술의숫자와그것이그들

에게가져다주는참으로많은만족감에놀라게된다. 자신의기

술을과대평가하거나또는해당작업의복잡함을과소평가했던

사람들은쉽게곤경에빠지게된다.

자신이살게될집을직접짓는일은만족스러우며매력적인일

이기는하지만, 실제로는굉장히많은기술을습득해야하는복

잡한일이라는내용이다. 글의요지로는⑤가적절하다. 

● [During the course of a self-build project] many

people are surprised [by the number of new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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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ecurring complaint [heard from classroom

practitioners] is [that if they simply do their job they

{get tired of it after a while} and {‘lose the spark’}]. 
➞첫 번째 [ ]로 표시된 부분은 주어인 A recurring

complaint를수식하는역할을하고두번째 [ ]로표시

된 that절은 동사 is의 보어 역할을 한다. 이 that절 안에

접속사 if로 시작하는 조건절과 they가 주어인 귀결절이

있는데, 귀결절 속에서 { }로 표시된 두 동사구가 병렬

구조를이루고있다.

44..
⑤

신경과전문의Madame Campello

신경과전문의인Campello 부인은분명동정심이있었

으며 Katherine의 첫 번째 수술 후 상담을 위해 그녀가

Katherine, 아이들, 그리고 나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그녀의

동정심과애정어린에너지를확실히느낄수있었다. 그순간부

터그녀는치료의거의모든부분을빨리진행했다. 나는이숙

녀분이 Katherine이 반드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 그녀가 할

수있는모든일을하리라는것을알수있었다. 그러나평상시

임상상담에서 Campello 부인은다소엄한교장선생님같았

는데, 그것은늘착했던 Katherine으로하여금치료방법에대

해그녀에게너무자세히물어볼수없다는느낌이들게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말썽꾸러기였던 나는 한 번도 교장 선생님을

크게 무서워하지 않았고 캐물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Campello 부인은 알고 보니 이것에 대해 매우 수용적이었는

데, 우리가집에도착한뒤Katherine과상의한후에나는그녀

에게여러번전화를했고우리는그녀의약물치료에대한조정

을하기로결정했다.

①`~④는신경과전문의Madame Campello를가리키지만⑤

는필자의아내Katherine을가리킨다.

● I could see [that this lady was going to do everything

{she could to make sure that Katherine surv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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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y pick up} and how much satisfaction that

gives them]. 
➞ during은전치사로‘~하는동안에’의의미이며, by는‘~

에 의해’로 행위자를 나타낸다. they pick up 앞에는 관

계사 that이 생략되어 있으며, (that) they pick up은

new skills를수식하는관계절이다.  

● Others [who have overestimated their skills or

underestimated the complexities of the work in

question] quickly get into hot water. 
➞who가 이끄는 [ ]절은 Others를 수식하며, get into

hot water는‘곤경에빠지다’로해석된다. 

33..
④

교직에있어서지적도전의부재

전형적인학교환경에서많은교사들은교직을통해새

로운지식, 기술, 혹은능력을발견하거나습득하는아무런진정

한기회없이해마다같은교과내용을가르친다. 교사들로부터

되풀이하여발생하는불평은그들이그저자신의일을하면얼

마지나지않아그일에싫증이나고열정을잃게된다는것이

다. 사실교육과정상의바로그전문화된하부영역에서, 규정된

필수요건을충족하면서부과된강좌내용을다루는것은많은

교사들이변화나‘지적인우회로’를 (수업에) 포함시킬수있는

여지를별로주지못하게되고, 교실수업과정은쉽게판에박

히게되고만다. 물론이런일반화에는예외가있고성공적인교

사는교실에서의시간을학생이나자기자신에게보람있게만

드는데있어서놀라울정도로풍부한기략을보여주기도하지

만평범한교사에게교직은쉽게따분한일이될수있다.

교사들에게자유재량이많지않고정해진교육과정과부과된과

목내용만가르치기를강요한결과가르치는일이따분한일이

되었다는취지의글이다. 따라서④‘전형적인교직에있어서의

지적도전의부족’이글의제목으로가장적절하다.

①자녀가다니는학교에불평제기하기

②학생들을위한학교일과와기대

③교사를향한학생들의변화하는태도

⑤교수법: 교사훈련프로그램의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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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절 [ ]는 see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 }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which]이 생략된 형태로

everything을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could 뒤에는 do가

생략되어 있다. to make sure 이하는‘~하기 위해’라는

뜻의목적을표현하고있다.

55..
⑤

인물을통한호소(character appeal)의개념과실제

인물을통한호소는그호소를위한토대를구축하기위

해말하는이의명망과경험에의존한다. 인물을통한호소는일

반적으로특정분야에서전문가로서인정받는사람들에의해서

또는특정주제에관하여극히지식이높은사람들에의해서이

루어진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문화적 영웅과 유명인들로부터

끌어내어질수도있는데, 영웅혹은유명인으로서그사람의위

상이그화제에직결되는경우에그러하다. 예를들면, 심장질

환과그질환을방지하기위해어떤조치가취해지는것이필요

한지에관하여한집단에게강연을하는매우저명한심장외과

의사는인물을통한호소를하고있는것이다. 마찬가지로심장

발작을겪었고심장질환에관한그의대중적입지가잘정립된

잘알려진유명인또한개진되고있는주장에대한근거로이용

될수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관련된 유명인을 통해 호소력을 얻는

character appeal의 개념을 설명하는 글이다. (A)는 주어인

those(사람들)가전문가로서인식되는것이므로수동태를쓰는

것이적절하고, (B)는문장의동사가 is이므로앞의어구를수

식하는 기능을 하는 분사가 들어가야 하며, (C)는 public

stance와묶여관계절의주어부를구성할수있는소유격관계

대명사whose를써야한다.

● Character appeals are generally made by those [who

are recognized as experts in a particular field], or by

those [who are extremely knowledgeable on a

particular subject]. 
➞who가이끄는두개의 [ ]은각각 those를수식하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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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로 those who는‘~인사람들’의의미를나타낸다. 수

동태의행위자를나타내는 by가이끄는어구가 or에의해

연결되면서병렬구조를이루고있다.

● For example, a well-renowned heart surgeon

[speaking to a group about {heart disease} and

{what action needs to be taken to prevent the

disease}] is making a character appeal.
➞ [ ]로표시된부분은 a well-renowned heart surgeon

을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두 개의 { }는 모두 about의

목적어인데, 두번째 { }는‘~하기위해어떤조치가필

요한지’의의미를나타낸다.

66..
⑤

친환경리조트Lagen Island Resort

빽빽한원시림에둘러싸인작은만에위치해있는Lagen

Island Resort는 El Nido 마을의 가지각색의 다양한 종류의

조류와 포유동물의 진열장입니다. Condé Nast Traveler의

2006년녹색목록(Green List)에포함된그리조트는정부의

보호를확고히하는데도움을주고, 과학조사에협력하고, 환

경적인책임을다하는개발을계획하는것을통해해양자원과삼

림자원의보호에앞장서왔습니다. 이리조트의전체직원은정

원사에서다이빙지도사에이르기까지모두생태학, 지질학, 그

리고역사학교육을받습니다. 이리조트뒤쪽에있는오솔길은

뿌리가 200센티미터가넘는나무들을따라구불구불하게나있

습니다. 연인들을위해 Lagen Island Resort는정원안의빈

공간에, 만주변에, 혹은어쩌면석호한가운데떠있는뗏목위

에두사람만을위한전용테이블을기꺼이준비해줄것입니다.

석호위에뗏목을띄워두사람을위한전용테이블을준비해줄

수있다고했으므로⑤가글의내용과일치하지않는다. 

● [Set in a cove surrounded by a thick primary forest],

Lagen Island Resort is a showcase of the town of El

Nido’s diverse variety of birds and mamm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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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④

어휘를바꿔발상의전환을끌어냄

태도를바꾸는한가지방법은어휘를바꾸는것이다. 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회사에서, 사장이그들집단의명칭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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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 on Condé Nast Traveler’s 2006 Green

List], the resort has taken the lead ~. 
➞두개의 [ ] 모두과거분사가이끄는분사구문이다. 주

절의주어인 Lagen Island Resort와 the resort를의미

상의주어로삼고있는데, 의미상의주어가동작의주체가

아닌대상으로해석되므로수동을표현하는과거분사를사

용한것이다.

88..
⑤

집중력에방해가되는인터넷

인터넷은방해체계, 즉주의력을분산시키는데적합한

기계이다. 그것은많은다른종류의미디어를동시에보이게하

는인터넷능력의결과인것뿐만아니라메시지를주고받도록

프로그램될수있는것이아주쉽다는점의결과이기도하다.

예를들어, 대부분의이메일응용프로그램은 5분또는 10분마

다 자동적으로 새로운 메시지를 확인하도록 설정된다. 사무직

근로자들은 새로 도착하는 이메일을 읽고 응답하기 위해 하던

일을늘멈춘다는것이그들에관한연구에서드러났다. 매번그

렇게흘낏보는것이생각의짧은중단, 정신적자원의일시적

재배치를의미하기때문에인지적비용이높을수있다. 심리학

연구에따르면, 빈번한중단은우리의생각을분산시키고기억

력을약화시키며우리를긴장하고불안하게만든다. 우리가몰

두하는 일련의 생각이 더 복잡해질수록 그 산만함이 막아주는

(→유발하는)손상도더크다. 

하던일을멈추고자주이메일을확인하는것과같은행동이정

신적인 소모가 크다는 내용으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것이 유발하는 손상이 크다는 맥락이므로, ⑤번의 prevent(막

다, 예방하다)를 cause(유발하다)로바꿔야한다.

● That’s not only a result of its ability to display many

different kinds of media together but a result of the

ease [with which it can be programmed to send and

receive messages].
➞「not only ~ but (also) ...」는‘~뿐만 아니라 …도’라는

구문이다. [ ] 부분은앞에있는 ease를수식하는관계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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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각대륙별미국이민자의수

위그래프는 1960년부터 2009년까지연간미국이민자

의수를 10년단위로보여준다. 전체기간에걸쳐연간미국이

민자의수는세배넘게증가했는데, 1990년대동안에가장많

이 증가하고 2000년대 동안에 가장 적게 증가했다. 미국은

1960년대를제외하고이전체기간에걸쳐이민자의가장많은

부분이라틴아메리카에서왔다. 10년의이기간동안에유럽과

캐나다로부터의이민자는전체미국이민자의가장많은부분을

구성했지만그이후의 10년단위기간들동안에는단지세번째

로많은부분을구성했을뿐이었다. 1960년대동안에아시아계

이민자의수는유럽계와캐나다계이민자수의 1/4 미만이었다.

하지만 전자는 그 기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여 2000–09의

10년동안에는후자의세배를초과하는수치로늘어났다.

2000–09 기간동안에아시아계이민자수는전체이민자수의

34%이고유럽계와캐나다계이민자수는 15%이므로, 전자(아

시아계 이민자 수)는 후자(유럽계와 캐나다계 이민자 수)의 두

배가조금넘는다. 따라서⑤는도표의내용과일치하지않는다.

● The number of Asian immigrants was less than one-

fourth of the number of European and Canadian

immigrants during the 1960s.
➞ less than은‘~ 미만의’라는의미이다. 「A is one-fourth

of B」는‘A는B의1/4이다’라는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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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⑤

현대자유국가에서의개인의가치

각각의현대적인자유국가내에서는정책문제의모든

방식, 외교업무의모든조치, 국가미래의모든비전에있어상

당한 (의견의) 불일치가있다. 그러나현대적인삶의한가지특

징이심지어가장치열한정치적인경쟁자간에도공유되고있

는데, 그것은바로개인이라는가치에대한도덕적이고도정치

적인전념이다. 이러한전념은꽤놀랄만한것이며비교적새로

운것이다. 정치적체제는이제더이상신들을찬미하거나기분

을맞추기위한, 또한제국의권위와힘을확장하거나선조의전

통과관습을강화하고전달하려는목적을갖고있지않다. 오히

정답

소재

해석

비자마케팅에서창의적마케팅으로바꾸겠다고자신의팀에말

했다. 그것이작은변화인것처럼보였다는사실에도불구하고

그것은그집단에즉각적인영향을미쳤다. 즉시그들은스스로

를회사의창의중추로재정의했다. 며칠 안에그팀은공간을

다시 구성하였는데, 자신들의 창의적 성과물을 전시하기 위해

가구를새로들여오고미디어벽도고안해만들었다. 그들은더

많은혁신적인아이디어를내놓기시작했고회사내에서새롭게

정의된그들의역할을반영한새로운계획안을제안했다. 그팀

이엄청나게창의적이었지만새로운아이디어를만들어내는것

이그들의주요역할이라는것을이전에는생각하지못했었다는

것이아주분명해졌다. 명칭의변화가그들이상상력을발휘할

수있도록명백한허락을그들에게제공해주었다.

회사 내 Consumer Marketing이란 부서를 Creative

Marketing으로이름을바꾸었더니직원들이믿을수없을만

큼 창의적이 되었다는 취지의 글로‘어휘(vocabulary)’를 바

꾸는것을통해변화를이루어냈다는내용으로빈칸을완성하

는것이적절하다.

①일상 ②이미지③작업공간 ⑤생활방식

● Despite the fact [that it seemed like a small change],

it had an instant impact on the group. 
➞ that절 [ ]는 fact와동격을이루고있다.

려, 자유국가들은개인주의의장려를그들의궁극적목적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헌법은‘인간의 권리에 대한 지

지’를옹호하고있는한편, 미국의독립선언은“모든사람은평

등하게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어떤빼앗을수없는권리

를부여받았다”고선언하고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현대적 자유 국가 내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여기고있는것을찾아야하는데, 글의후반부에프랑

스 헌법이나 미국의 독립선언의 내용을 예로 제시하면서 자유

국가들이개인주의의장려를궁극적목적으로삼고있다고말하

고있으므로‘the individual(개인)’이빈칸에들어갈적절한말

이다.

①교육 ②기술 ③전통 ④영토

● No longer does political order have the aim [of

glorifying or pleasing the gods], nor [of expanding

the authority and might of the empire], nor [of

reinforcing and transmitting ancestral traditions and

practices]. 
➞ no longer라는 부정어구가 문장의 첫머리에 위치하면서

「조동사`＋주어＋동사」의 형태가 쓰였다. [ ]로 표시된

세 개의 전치사구가 모두 앞의 the aim에 걸리고 있으며

nor로연결되어병렬구조를이루고있다.

1111..
③

함께하는여가활동의즐거움

개개인으로서우리는어떤활동에참여할지를선택할수

있다. 우리는우리가선택하는어떠한방식으로든, 그리고우리

나름대로의속도로우리의환경을탐색할수있다. 어떤이들은

모험에서위험을감수하고, 새로운도전을설정하고, 경쟁하기

를소망할것이다. 또어떤이들은자아를탐구하는것을소망할

텐데, 자기자신속으로의여행을떠나자신의사고과정과자신

의주변세계에대한반응을탐구할것이다. 개인적발전은그러

한활동이조장하는일정수준의독립을필요로한다. 하지만황

야를탐험하는데있어서도우리는다른사람들과함께여행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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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전에, 여러분의 성공을 막거

나지연시킬가능성있는방해물들을검토하라. 각각의네트워

크형성단계마다무엇이여러분의노력을수포로돌아가게할

수있는지, 혹은여러분의목표달성을방해하는지를예상하라.

잘못될수있는모든것의목록을작성하라. 예를들어, 잠재적

목표인물에게전화하기전에그혹은그녀가전화받기를거절

한다면어떻게할지계획을세우라. 쪽지혹은전자우편을보내

야할까? 문간에앉아있어야만할까? 네트워크의또다른연줄

이닿는사람에게전화하도록부탁해야만할까? 노력하기를포

기하고 또 다른 목표 인물에게 관심을 두어야만 할까? 가능한

방해물들을 확인하는 것은 그것이 발생했을 때 대다수를 쉽게

처리할수있게한다. 또한그것은시간, 노력, 정력을쏟기전에

또는스스로난처하게되기전에, 여러분의계획의문제점혹은

극복할수없는결함을의식하게한다. 또한그것은더욱현실적

이고실현가능한전략들을개발할수있게한다. 

네트워크형성을방해할수있는요소를미리확인하는것은실

제로문제가발생했을때처리를용이하게해줄수있다는내용

이다. 빈칸에는②‘가능성있는방해물을확인하는것’이적절

하다. 

①궁극적인목표를명확히하는것

③다른사람의소재를파악하는것

④자신의약점을발견하는것

⑤포기해야할과업을제거하는것

● [Before you begin to network], examine possible

roadblocks [that could block or delay your success]. 
➞Before가 뒤에「주어＋동사」를 이끌고 있으며, that절

[ ]는possible roadblocks를수식하는관계절이다. 

● At each networking stage, anticipate [what could

derail your efforts or prevent you from reaching

your goal]. 
➞what절 [ ]는 anticipate의목적어역할을하고있으며,

동사 derail과 prevent는 병렬을 이루고 있다. 「prevent

A from B」는‘A가 B하는것을막다[̀방해하다]’로해석

한다. 
1122..

②

인적네트워크형성

정답

소재

하고활동을즐기는경향이있다. 가족이야말로우리가그안에

서여가를즐기는맨첫번째집단이자자연스러운집단이다. 대

가족(또는다른집단)은자유롭게행동할수있게하면서얼마간

의추가적인여가와오락활동의기회를제공할것이다.

글의전반부에서는개인이선택하고참여를결정하는여러가지

활동들은개인의독립성을조장한다는내용이제시되고접속사

However로이끌어지는문장은이전의내용과상반되는, 즉개

인은자신이선택하는활동도주로다른사람들과같이하는경

향을말한다. 그러므로 ③ ‘in the company of others(다른

사람들과함께)’가빈칸에적절한표현이다.

①성수기를피해서

②더높은대의명분을위해서

④그자체가좋아서

⑤가장외딴지역에서

● We can explore our environment in any way [we

choose], and at our own pace.
➞ [ ]는 any way를 수식하는 관계절인데 관계사 that이

생략되었다. 부사구인 in any way we choose와 at our

own pace가 and로연결되면서병렬구조를이루어‘우리

가 선택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속도로’의의미를나타내고있다.

● Some will wish [to take risks in adventure], [to set

new challenges] and [to compete].
➞세개의 [ ]로표시된부분은모두동사 wish의목적어

로 쓰인 to부정사로 and에 의해 연결되면서 병렬 구조를

이루고있다.

● Personal development requires a level of

independence [that such activity promotes].
➞ [ ]로표시된부분은 a level of independence를수식

하는관계절이다.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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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②

가능한범위를벗어난목표설정

가능한것의범위를훨씬벗어난어떤일을하겠다고선

언하는 것은 상당히 낙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Molly는 정말로 자신의 의지를 고취시키는 체중 줄이기 프로

그램에대해어떤사람이이야기하는것을들었다. 모임이끝날

때에, 모든사람은한주동안얼마나많은양의체중을줄일것

인지큰소리로말하게되어있었다. 매우감정이고취된상태에

서, Molly는“5파운드!”라고소리쳤고많은박수를받았다. 지

난 6개월동안체중을‘전혀’줄이지못했으면서도, 그녀는이

제 1주일이라는짧은기간동안많은양의살을빼겠다고선언

했음을 기억하라. Molly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다짐하

고매일굶었으나, 자신의체중을측정할때가되었을때그녀는

“겨우”3파운드를뺐을뿐이었다. 실제로이것은놀라운성과이

지만, 그녀는자신이선언한목표를이루지못했으므로실패한

기분이들었다.

무리하게체중을줄이겠다고선언했다가실패한Molly의경우

를예로들어실현불가능한일을하겠다고선언하는것은좌절

감을느끼게하는일이될수있다고말하고있다. 즉, ‘가능한

것의범위를훨씬벗어난’일을하겠다고선언하는것은낙담스

러운일이될수있다고해야한다.

①전에한번도해본적이없는

③다른목표들과일직선상에있는

④매우분명하고쉽게이해되는

⑤많은시간과돈이들게될

● It can be quite discouraging [to declare that you are

going to do something {that is way beyond what is

possible}].
➞ It은형식상의주어이고 [ ]로표시된 to declare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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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④

미국과영국사이의정치적분리의근간이된문화적차이

미국과영국사이에정치적분리가일어나기전에미국

의상황으로그기원을추적해갈수있는문화적분리가있었고,

문화적분리는미국인사이에서정치적분리를향한갈망이라는

결과를초래했다. 1760년까지미국인이문화화시킨믿음은대

의권이없는과세라는문제를매우중대한것으로만들어서그

결과그들은그문제로전쟁이라도할작정이었다. 영국왕과상

원과 하원의 대다수는 미국인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결코 믿지

않았는데, 왜냐하면그들은그문제를자기들의영국문화관점

에서보았기때문이다. 미국인들은앞선여덟세대동안미국에

서형성된문화적관점으로그것을보았다. 미국독립혁명을초

래한것은런던에서의일련의행정적실수와정치적판단오류

가아니었다. 그것은근본적인문화적차이였다.

이글의중심생각은영국과미국사이의문화적분리가결국정

치적분리의바탕이되었다는것이다. 이어지는문장들은두나

라가분리에이르게된일련의과정을보여주고, 빈칸을포함한

마지막 문장은 일종의 요약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④‘a

fundamental cultural difference(근본적인문화적차이)’가

가장적절하다.

①예상된정치적불안정

②일련의경제적갈등

③예측가능한정치적분리

⑤타협의여지가없는세대간격차

● [The beliefs {Americans had enculturated by 1760}]

made [the issue of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so momentous that they were willing to go to war

over it.
➞첫번째 [ ]는문장의주어로, { }로표시된관계절이

The beliefs를수식한다. 두번째 [ ]는술어동사made

의목적어이다. 「so ~ that ...」형태는원인과결과를나타

낸다.

● It was [not a series of administrative mistakes and

political misjudgments in London] that brought on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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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erican Revolution.
➞ [ ]로표시된부분은「It is[was] X that ...」의강조구

문에서초점위치를차지하는X에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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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②

신바빌로니아인의점성술

오늘날모든점성술은미신이라고인식되지만하늘에서

벌어지는일과지상에서벌어지는일사이의관련성에대한신

바빌로니아인들의탐색은그들의시대에서보자면과학적인것

이었다. (B) 다시말해서, 인간이자신의우주를측정하고해석

함으로써그로부터이익을얻는법을알아낼수있다고믿는것

은설명할수없는불가사의에대한끊임없는공포에몸을웅크

리는 것보다 더 과학적이다. (A) 더욱이 신 바빌로니아인들은

이러한믿음을신봉하여선대의다른어떤고대민족들보다천

체현상을주의깊게관찰하였으며, 자신들의관찰결과를매우

꼼꼼하게기록하였기때문에그것들은나중에다른문화권의천

문학자들이사용하고보충할수있었다. (C) 가장주목할만한

것은, 기원전 747년에 시작하여 칼데아 조정의 천문학자들은

한달에한번씩‘일기’를썼는데, 그안에그들은물가변동, 바

뀌는 강물의 수위, 폭풍, 기온과 같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보고와함께모든천체의이동과일식[월식]을기록했다.

주어진 글에 따르면, 신 바빌로니아인들의 점성술이 당대에서

보자면미신이아니라과학으로인식된다. (B)는왜그렇게말

할수있는지환언을하고있다. (A)는그들의점성술이과학으

로인정받는것외에후대천문학자들에게기여한공헌을첨가

한다. (C)는그공헌이실현된구체적사례이다.

● Moreover, [dedicated to this belief], the New

Babylonians observed celestial phenomena more

closely than any other ancient peoples before them,

and recorded their observations so meticulously [that

they later could be used and supplemented by

정답

소재

해석

가내용상의주어이다. { }로표시된부분은 something

을수식하는관계절이다.

● At the end of the meeting, everyone was supposed to

say out loud {how much weight they would lose

during the week}.
➞ { }로표시된부분은동사 say의목적어역할을한다.

1155..
②

수익대투자의비율비교

자본을투입한것이그것이만들어내는수익과같은가

격에 팔린다면 경제학자들은 그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우리는많은다른방식으로수익대투자비율을바라볼수있

다. 예를들어, 경쟁적인노동시장에서고용주에게제공하는노

동으로시간당 10달러의수익을만들어내는근로자는보통시

간당 10달러를번다. 왜그런가? 만약그고용주가그에게더적

게(말하자면시간당 7달러) 수당을준다면, 그가투입하는노동

이 7달러보다더가치있다는것을알기때문에다른고용주가

그를고용해서데려가버릴것이기때문이다. 그근로자에게그

가생산하는가치보다더많은수당을주는것또한비효율적이

다. 동일한근로자에게시간당 15달러의수당을주는고용주는

그의고용비용을충당하기위해그근로자가생산한산출에서

충분한수익을회수하지못할것이다. 그래서자본을투입하는

경쟁 시장에서 우리는 모든 투입의 가격이 그것이 발생시키는

수익의양과똑같기를기대한다.

(A) 앞에서언급한수익대투자비율을바라보는방식의사례

로 시간당 10달러를 받는 근로자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For

example이적절하다.

(B)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과 그가 산출한 가치의 양이 달랐을

때그경우들의문제점을언급한다음에그결과투자한자본의

양과 수익의 양이 같기를 기대한다는 언급이 제시되므로,

Therefore가적절하다. 

● ~ a worker [who generates $10 an hour for the labor

{he provides to the employer}] generally earns $10

an hour.
➞주어는 a worker이고, 동사는 earns이다. who가이끄는

[ ] 부분은 관계절로 앞에 있는 a worker를 수식한다.

그안에서 { } 부분은앞에있는 the labor를수식하는

관계절로목적격관계대명사가생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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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onomers of other civilizations].
➞ [ ]로표시된부분은분사구문으로, 분사 dedicated의

의미상의 주어는 the New Babylonians이다. 두 번째

[ ]로표시된부분은결과를나타내는부사절로, they는

앞에놓인명사구 their observations를대신한다.

● In other words, [for humans to believe that they can

{measure and interpret their universe} and thereby

{learn how to benefit from it}] is more scientific

than cowering in ceaseless fear of inexplicable

mysteries.
➞ [ ]로표시된부분은 to부정사구로문장의주어이고, 주

어의핵은 to believe이다. humans는 to부정사의의미상

의주어이다. { }로표시된두개의동사구는 and로연

결되어병렬구조를이룬다.

1177..
④

주택설계

설계는집을짓는데필수적인부분이다. 건축설계는에

너지절감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 저에너지설계는겨울철에

집을 난방하고 여름철에 냉방하기 위해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

는, 밝고아름다운내부를만들어낸다. 대형남향창문을통해

햇빛이들어오게하는설계가가장기본적이다. 그러나설계는

집에햇빛이들게하는것이상의일을하는데, 즉햇빛을차단

하기도한다.창문현수는여름에태양이하늘에더높이떠있을

때너무많은열로부터방을가림으로써냉방비용을줄인다. 하

지만, 겨울동안태양이하늘에더낮게떠있을때는, 태양이창

문현수에의해차단되지않기때문에더많은햇빛과열이집에

들것이다.

이글의중심생각은건축설계가에너지절감에큰영향을미칠

수있다는것이다. ④바로앞에놓인문장은주택설계에서남

향창문을통해햇빛을들어오게하는것이설계의기본이라고

했다. 한편④바로다음문장은창문현수가여름에너무많은

열로부터방을가려냉방비용을줄인다는내용이다. 일견상충

되어보이는까닭은‘설계가햇빛을집에들이기도차단하기도

한다’는주어진문장이④에빠져있기때문이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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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energy design creates bright, beautiful interiors

[that use the sun’s energy {to heat the home in the

winter and cool it in the summer}].
➞ [ ]로 표시된 부분은 앞에 놓인 bright, beautiful

interior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그 안에서 { }로 표

시된부분은관계절에‘목적’의의미를더하는 to부정사구

이다.

● Most basic is [a design {that lets sunlight in through

large south-facing windows}].
➞이문장의해석상주어는 [ ]로표시된부분인데, 그것의

성격을서술하는형용사구 Most basic이문장의첫위치

를 차지하면서 주어가 문장의 끝 위치로 이동했다. [ ]

안의{ }은앞에놓인 a design을수식하는관계절이다.

1188..
①

사회적유대의기능

사회적유대의가장중요한기능중하나는스트레스, 고

통, 그리고정신적외상의시기에사회적지지의제공이다. 문제

를친구나막역한사이에게털어놓거나공유하는것보다더훌

륭한대처방법은없으리라는것을나는직접체험으로알고있

다(그리고연구가확인시켜준다). 사회적지지는 (예를들어우

리를병원까지운전해서데려다주기와같이) 눈에보이는것일

수도있고, (예를들어들어주고, 안심시키고, 우리가문제에대

한해결책이나대안적관점을만들어내도록돕는것과같이) 감

정적일수도있고, (예를들어재정자문을제공하는것처럼) 정

보를제공하는것일수도있다. 사실, 강력한사회적지지를가

진사람들은더욱건강하고더오래산다. 아주 오래장수하는

사람들의세군데공동체즉, 이탈리아 Sardinia 사람들과일본

의Okinawa 사람들, 그리고캘리포니아Loma Linda에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도들에대한한가지흥미로운분석은

그들모두가다섯가지를공통적으로가지고있다는것을보여

주었다. 그목록의맨위에는“가족을제일우선시하라”와“사회

생활을계속하라”라는것이있었다.

➞사회적관계는우리의행복에매우중요하고, 그리고그것은

사람들의장수와연관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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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33..
21.③ 22.⑤ 23.⑤
투병을하는남동생의긍정적인자아상

(A) 내남동생Nicky는내가아는가장자신감에찬사

람이다. 또한용감하기도하다. 매일그는그저살아있기위해

정답

소재

해석

심을가져왔다.

19. 소위중화사상에관한글인데, 중국인은자국을세계의중

심으로보고항상중국이다른나라보다더우수하다고생각한

다는내용의글이므로⑤‘우월성에대한오랫동안에걸친중국

인의태도’가제목으로가장적절하다.

①중국경제에영향을미치는경제세계화

②중화의진정한정의

③중국의어제와오늘: 전통대세계화

④세계의선도자로서의중국의책임

20. 중국인의태도에관한부분인데자신의것이외에는관심

이없고외국인이전해주는이야기에도관심을보이지않는다는

내용이뒤에있으므로빈칸에는‘호기심’이들어가야한다.

①명료함 ②다양성 ④야심 ⑤합리성

● The voyage achieved its primary goal, which was to

convince the nations bordering on the Indian Ocean,

the Persian Gulf, and the Red Sea [that China was

superior in virtually every way to their own

societies]. 
➞접속사 that이이끄는 [ ]는 convince의직접목적어역

할을 하면서‘~에게 …`를 확신시키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 The Chinese merely contended that the animal was

known to them as a qi lin, a creature [whose

appearance was expected at the time of important

events, such as the birth of a great emperor]. 
➞ [ ]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이끄는 관계절인데

선행사인 a creature를수식하고있다. 또한 whose는관

계절에서 뒤따르는 명사 appearance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1199~~2200..
19.⑤ 20.③
중국인의중화사상

15세기초에일어났던한사건이유럽과중국사이의차

이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Pinta호, Niña호, 그리고

Santa Maria호보다기술적으로매우우수했던) 수백척의배

에 재산과 기이한 것들을 싣고 중국에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

아, 중동, 그리고 동아프리카를 항해 했던 대태감`(Grand

Eunuch)의 항해였다. 그 항해는 첫 번째 목표를 이루었는데,

그것은인도양, 페르시아만, 그리고홍해에접경해있던나라들

에게중국이거의모든면에서그들나라의사회보다더우월하

다는것을확신시키는것이었다. 하지만중국사람들은심지어

아프리카의상대국이그들에게보여주었던기린을포함하여그

런사회가만들어냈거나혹은알고있었을지도모르는어떤것

도바라보는데정말관심이없었다. 중국 사람들은그동물이

위대한 황제의 탄생과 같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에는

그 형상이 예견되는 동물인 기린으로 그들에게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을뿐이었다.

이런 호기심의 결핍은 중국의 특징이었다. (중국인들이 스스로

부르는이름이며기본적으로“세계의중심”을의미하는) 중화의

거주민들은외국인들이전해주는이야기에별로관심이없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지식그자체에대해서도큰관심을가져오

지않았다. 심지어현대의중국철학자들도그자체를위한추상

적인이론화보다는지식의실용적적용에항상훨씬더많은관

정답

소재

해석

사회적유대를가진사람은실체적, 감정적으로, 그리고정보제

공을받으면서남의도움을받을수있고, 그런 분위기는결국

오래사는것으로이어질수있다는내용의글이므로 (A)에는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Social connection이 적절하고 (B)

에는장수를뜻하는 longevity가적절하다. 

● [At the top of that list] were “Put family first” and

“Keep socially engaged.”
➞전치사구인 [ ]가문장의처음에위치하면서동사 were

와 주어 “Put family first” and “Keep socially

engaged”가순서를바꾼도치구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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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해야한다. 그는겨우 7살이었을때암이라고진단을받았

다. 매일Nicky는너무많은종류의약들을너무나여러번, 너

무많은다른부작용을겪으면서, 심지어그약들이도움이될지

도모르는채로모두복용해야한다. 그약들중어떤것들은완

전히안전하다고또는효과가있다고입증조차되지않았다. 금

년들어지금까지그는96일을병원에서보냈다. 

(C) 그렇게어린사람에게그것은혼자보내기에는너무긴시

간이다. 그는여러분이셀수있는것보다더많은주사를맞아

왔고피검사를받기위해여러번더 (바늘에살을) 찔리기도했

다. 그는항암치료를받았고머리카락이모두빠졌다. 그는폐렴

에세번이나걸렸었다. 그러나이모든것들을겪고있음에도,

그는좀처럼불평하는일이없다. 그리고훨씬더놀라운것은,

그는언젠가병이나을것이라는믿음을결코포기하지않고있

다. “내가우주비행사가되면, 형에게달에서암석을가져다줄

게.”라고말하며바로지난주에그는내게약속했다.

(D) 그것이Nicky의큰꿈인데, 즉자라서우주비행사가되는

것이다. 그는몸상태가더좋아질것이고언젠가는바로그렇게

되리라는것을전혀의심하지않는다. 세명의우주비행사팀이

크리스마스 전날 허블 우주 망원경을 고치기 위해 8시간 동안

우주에서걷는것을보았을때그가얼마나흥분했었는지여러

분이보았어야했다. Steven Smith가그들중한명이었다. 우

주비행사 Steven Smith는Nicky의영웅이다. “그를너무만

나고싶어서기다리질못하겠어!”라고우리가뉴스에서그우주

에서걷는모습을보고있을때 Nicky가말했다. “내가장담하

는데언젠가는 그와내가 함께임무를 수행하러가게 될거야!

아마도 NASA에서심지어그와사무실을같이쓰게될수있

을지도몰라.”

(B) 나는내남동생의우주에대한열망에, 그리고어떻게모든

것에도불구하고그가그의꿈을계속지킬수있는지, 어떻게

그것이그가시련을헤쳐가는데도움을주고있는지에너무나

감동을받고있기때문에, 나는자신에대해진심으로믿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더잘이해하고있다. 심지어의사들도(그리고

내동생의진단과정에서매우이른시기에) 우리에게자기자신

을믿는것이건강에얼마나중요한지에대해말했었다. 그래서

나는이미좋은자아상의중요성에대해믿고있다. 그런데그것

은거울속의얼굴을사랑하는마술을내게보여주었던한놀라

운어린소년을지켜보는것이다.

21. (A)에서 7세에암진단을받은후로계속투병해온동생

의이야기를하고있고 (C)에동생이치료를받으며고생한이

야기가나오고있으므로 (A)와연결이되고, 우주비행사로서의

꿈을드러내는동생의말이후반부에나오는데 (D)의첫문장이

‘That’s Nicky’s big dream(그것이Nicky의큰꿈이다).’이

므로 That이 지칭하는 부분을 (C)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C)뒤에 (D)가오는것이자연스럽다. 마지막으로 (B)에서필

자가동생의우주여행에대한열망과시련을헤쳐나가는모습

에감동을받고있고자신도긍정적인자아상의중요성을동생

덕에믿게되었다는이야기를하며글을마무리하고있다.  

22. (a), (b), (c), (d)는모두필자의동생 Nicky를지칭하

고, (e)는우주비행사인Steven Smith를지칭한다.

23. 크리스마스전날 Steven Smith를포함한세명의우주

비행사 팀이 우주에서 걷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았다고 했으므

로, Nicky에관한내용과일치하지않는것은⑤‘크리스마스

전날에우주비행사인Steven Smith를만났다.’이다.

● Even the doctors (and very early on in my brother’s

diagnosis) told us [how important {believing in

yourself} is to health]. 
➞ [ ]로표시된부분은 told의직접목적어이다. 「의문사`＋

주어＋동사」의 어순이 쓰이고 있음에 유의한다. { }로

표시된부분이 [ ] 안의문장에서주어이다.

1. ⑤ 2. ⑤ 3. ③ 4. ②

5. ① 6. ⑤ 7. ⑤ 8. ⑤

9. ③ 10. ④ 11. ② 12. ①

13.② 14. ① 15. ① 16. ②

17.④ 18. ② 19. ④ 20. ②

21.⑤ 22. ④ 23. ③

본문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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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⑤

프랜차이즈사업의성공확률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옹호자는 그것이 여러분 혼자

힘으로사업을시작하는가장안전한방법이라고오랫동안광고

해왔다. 거대체인들이후원하는업계모임인국제프랜차이즈

협회(IFA)는프랜차이즈가맹점이개인사업자에비해더성공

적이라는 것을‘증명하는’연구를 몇 년에 걸쳐 발표해왔다.

1998년 IFA의 한 조사는 모든 가맹점의 92퍼센트가 스스로

‘성공했다’고말했다고 주장했다. 그 조사는 다소한정적인표

본에의존했는데, 여전히영업을하고있는가맹점들만을표본

으로삼았다. 이미파산한가맹점은그들이성공했다고느끼는

지에 대한 질문을 결코 받지 않았다. 경제학 교수인 Timothy

Bates는 IFA가프랜차이즈사업의이익을크게과장해왔다고

믿고있다. Bates가수행한한연구는새로개점한프랜차이즈

사업체중 38.1퍼센트가개점후 4년에서 5년이내에파산했음

을발견했다. 같은기간동안새로개점한독립사업체의파산율

은 6.2퍼센트더낮았다. “요약하자면자영업으로프랜차이즈를

택하는것이독립사업을소유하는것에비해더높은사업파산

율과연관되어있습니다.”라고Bates는주장한다.

프랜차이즈사업의성공확률에대한 IFA 연구조사의허점을

언급하면서실제로는프랜차이즈사업자의파산율이독립사업

자의파산율보다더높았다는다른연구결과를소개하고있으

므로⑤‘프랜차이즈사업이독립사업에비해성공확률이더

높은것은아니다.’가글의요지로가장적절하다.

● Franchisees [who’d gone bankrupt] were never asked

[if they felt successful].
➞앞에 있는 [ ]는 주어인 Franchisees를 수식하는 관계

절이며 asked 다음의 [ ]는 asked의의미상의목적어이

고접속사 if는‘~인지아닌지’의뜻을표현한다.

정답

소재

해석

33..
③

팀지도자의구성원에대한신뢰

정답

11..
⑤

식사시간을통한십대자녀와의정서적유대감형성

나는몇해전에, 설문조사를받은십대중 71퍼센트가

적어도하루에한끼의식사를가족과함께한다고말했다는것

을알고고무되었다. 그러나나의고무된감정은오래가지못하

고끝이났는데, (그것은) 설문조사를받은모든십대들의무려

절반정도가부모들과저녁을먹었던지난식사때텔레비전을

보았다는사실을알게되었을때였다. 내생각에, 식탁은십대들

과정서적인유대감을형성할수있는최고의장소중하나이다.

만약당신의가족이적어도한끼식사를매일같이하는 71퍼

센트에해당되지않는다면, 이러한이상을향하여노력해보기

를여러분에게권하겠다. 십대아이들에게당신이식사시간에

새로운전통을시작하겠다고발표하라. “첫째, 우리는식사를준

비한사람에게감사하고, 그다음에는서로이야기를하는거야.

그러고난후에우리가원한다면TV로돌아갈수있단다.”이러

한하나의새로운전통이당신이십대자녀와의유대감을확립

하고유지하는데도움을주기에충분할지모른다. 

필자가식탁은십대자녀와정서적인유대감을형성할수있는

최고의장소중하나라고생각한다고말하면서, 십대자녀와함

께식사시간에서로감사를표현하고이야기를나누는시간을

확보하는식사전통을시작함으로써유대감을확립해보라고권

하고있으므로필자의주장으로가장적절한것은⑤‘식사시간

을통해십대자녀와정서적유대감을형성하라.’이다.

● I was encouraged a few years back to find [that 71

percent of teens surveyed indicated {they eat at least

one meal a day with family}].
➞ to find는감정의원인을나타내는 to부정사의부사적용

법으로 쓰였고 [ ]로 표시된 절은 find의 목적어이다.

[ ] 안의주어부는 71 percent of teens surveyed인데

여기에서 surveyed는 바로 앞의 teens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이다. { }로 나타낸 부분은 indicated의 목적어로

서명사절을유도하는 that이생략되어있는형태이다.

정답

소재

해석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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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①

언어의멸종현상

정답

44..
②

수면에관한예외적인사례

정답

새로운팀리더로서할필요가있는작은일은자신의팀

구성원에대한 100퍼센트신뢰와함께시작하는것이다. 반대

의증거가없는한, 그들각자가그일을맡아하면서필요한어

떤결정도내릴수있도록신뢰해야한다. 그들이 (회사의) 규정

을어기거나고객에게 10센트를쓸수있도록허락을구하기위

하여매 5분마다달려오게할필요가없어야한다. 사실, 중요한

지출외에는그어떤것에도허락을내릴필요가없어야한다.

이상적으로는, 팀 구성원이어디에서 일하고, 누구에게이야기

하고, 일반적으로어떻게자기의업무를처리하는지뿐만아니

라, 자기자신의작업시간, 자기자신의식사시간도선택하도

록권한이주어져야한다. 그것이완전한해방이다.

이글의중심생각은팀의지도자는구성원을신뢰하여최대한

자율권을주어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제목으로가장적절한

것은③‘신뢰를통해사람들을자유롭게하라’이다.

①법의테두리안에서일하라

②끝이좋으면만사가좋다

④리더십에의더높은우선순위

⑤인정할만한공적은인정하라

● Unless you have evidence to the contrary, you

should trust each of them to get on and do the job,

[making {whatever decisions are necessary}].
➞ [ ]로 표시된 부분은 분사 구문으로, 의미상의 주어는

each of them이다. 그안의 { }는 any decisions that

are necessary로해석될수있다.

● There should be no need for them to come running

to you every five minutes [asking permission to {step

out of line} or {spend ten cents on a customer}].
➞ [ ]로 표시된 부분은 분사 구문으로, 의미상의 주어는

them[your team members]이다. { } 안의 두 개의

동사구는or로연결되어병렬구조를이룬다.

평균적으로아기들에게필요할것으로예상되는 16시간

의잠을결코잔적이없는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아기

를나는알고있다. 그녀는현재나이가세살에서네살사이이

고, 결코밤 9시혹은 9시 30분이전에잠이든적이없다. 그녀

의 어머니는 7시에 규칙적으로 아기를 침대에 눕혔다. 그녀는

아기를 잠으로 유도하기 위한 모든 통상적인 방법들을 실행해

보았다. 때로그녀는홀로남겨지기도하고, 어떤때는그녀에게

부드러운자장가를불러주기도했다. 하지만이특별한아기는

9시에서 9시 30분사이가될때까지놀면서즐거운시간을보

내다가, 그시간이되면그녀는조용히잠들었다. 그녀는보통의

아기가깨는만큼이른시간에행복하고원기를회복한상태로

잠에서깨어났으며, 그녀의어머니는, 유아에게적용되는것이

건성인에게적용되는것이건간에, 예외가존재하지않는수면

에관한규칙은없다는사실을마침내알게되었다.

글의흐름으로보아, 밑줄친①, ③, ④, ⑤는모두아기를가리

키지만, 밑줄친②`의She는아기의어머니를가리킨다.

● I know a healthy, happy, beautiful baby [who has

never slept the average sixteen hours {that babies are

supposed to need}].
➞ a healthy, happy, beautiful baby를 [ ]로표시된관

계절이 뒤에서 수식한다. 또한 the average sixteen

hours를 { }로표시된관계절이뒤에서수식한다.

● She awoke as early as the average baby wakes,

happy and refreshed, and her mother finally learned

that there is no sleeping rule without exceptions,

whether applied to infants or adults.
➞「as＋형용사[̀부사]̀＋as ~」는‘~만큼…한[하게]’라는뜻이

며, 「whether A or B」는‘A이든B이든간에’라는뜻이다.

소재

해석 해석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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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현재생물다양성의위기와유사한문화의대규

모멸종현상을경험하고있다. 하나의징후는언어의소멸이다.

언어학자들은유럽의‘대탐험의시대’가시작되었던 1500년에

는 1만 5천개나되는언어들이사용되었을지도모른다고믿고

있다. 오늘날에는단지 6천개의구어가남아있을뿐이고이세

기가끝날무렵에는아마도이들중 90퍼센트나되는언어들이

사라지게될것이다. 우리는세계의유전적혈통을뒤섞고있는,

그 똑같은 이주 과정을 통해 2주마다 하나의 언어를 잃어가고

있다. 우리는이것이세계의민족들간의상호연계성이라는새

로운인식을초래할것이라기대하지만, 그것은우리가따라가

는유전적흔적들이어쩔수없이뒤얽히게될것이라는것을의

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DNA속에암호화된역사적기록을읽을수없게될것이다.

(A) extinction은‘멸종’이라는뜻이고 production은‘생산’

이라는뜻이다. 생물의다양성의위기와유사한것이라고했고

뒤에언어의멸종에대한이야기가나오므로세계가문화의대

량‘멸종(extinction)’을경험하고있다고해야문맥이자연스

럽다. 

(B) migration은‘이주[이동]’라는의미이고 preservation은

‘보존’이라는의미이다. 세계의유전적 혈통을뒤섞는것과 같

은과정을통해언어가사라지고있다고했으므로‘보존’이아

닌‘이주’의과정을통해언어가사라지고있다고하는것이문

맥의흐름상자연스럽다.

(C) encoded는‘암호화된’이라는 뜻이고 decoded는‘해독

된’이라는뜻이다. 인간의이주과정의결과로혈통적흔적이뒤

얽히게되면우리의DNA 속의‘암호화된’역사적기록을읽을

수없게된다고해야문맥이자연스럽게이어진다.

● Today only 6,000 spoken languages are left, and

perhaps [as many as 90 percent of these] will be

lost by the end of this century.
➞「as many/much as ~」는‘~만큼많은’이라는의미를나

타내는데뒤에오는명사구 90 percent of these가복수

취급이되므로 many가쓰였다. [ ]로표시된부분에서

these는앞의6,000 spoken languages를가리킨다.

66..
⑤

코페르니쿠스의생애

코페르니쿠스는 Torun이라는 폴란드 마을에서 유복하

게태어나어린나이에교육을위해자신의삼촌인 Ermeland

의 Prince Bishop(세속의군주[대공] 지위를겸하는주교)에게

맡겨졌다. 르네상스시대의많은젊은이들처럼코페르니쿠스는

널리여행을했고그대학들의전문과목들을연구하기위해유

럽최고의대학들을방문했다. University of Cracow에서그

는수학과광학을통달했으며, 그러고나서교회법을공부하기

위해 University of Bologna로 옮겨갔는데, 이는 삼촌의 뒤

를이어계속하기로되어있던성직에그를준비시키기위해서

였다. 1497년에그는 Ermeland의성당도시인 Frauenburg

에서성당의종신신부로임명되었다. 그러나의미가있었던것

은, 코페르니쿠스는 최종적으로성직에취임하지않았으며, 자

신의전생애를통해종교개혁과가톨릭의반종교개혁의종교

적갈등을피했다.

일생동안종교개혁과가톨릭반종교개혁간종교적갈등을피

했다는언급이명시적으로되어있다. 따라서글의내용과일치

하지않는것은⑤이다.

● ~, Copernicus traveled widely, [visiting the best

European universities {to study their specialist

subjects}].
➞ [ ]로 표시된 부분은 분사구문으로, 의미상의 주어는

Copernicus이다. [ ] 안의 { }는 to부정사구로‘목

적’이라는추가의정보를제공한다.

● ~; he then moved to the University of Bologna to

study the laws of the Christian Church, [to prepare

him for the career in the Church {he was expected to

pursue in his uncle’s footsteps}].
➞ [ ]로표시된부분은 to부정사구로문장에‘목적’이라는

추가의정보를제공한다. { }로표시된부분은관계절로

앞에놓인 the career in the Church를수식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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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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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⑤

유아사망률

위의그래프는정상출산한아동 1,000명당 1990년과

2006년의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을 비교한다. 두 해에 모두

사망률은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았는데,

1990년에 208명이었고 2006년에는 185명이었다. 가장낮은

수치는 모든 선진국에서 기록되었는데, 그곳에서는 1990년에

10명의아동이사망했고 2006년에 6명의아동이사망했다. 모

든 개발도상국은 1990년과 2006년에 각각 103명과 79명의

사망자수를보여주었는데, 이것은둘다세계평균수준을초과

한것이었다. 2006년에 185명의사망자수를보인서아프리카

와중앙아프리카와 160명의사망자수를보인사하라사막이

남의아프리카를포함하여아직도세계평균을초과하는지역이

있었지만, 그수치는눈에띄게더작았다. 라틴아메리카와카리

브해지역에서가장큰수치의감소를기록했는데, 이전수치인

55명의사망자수보다28명이더적었다.

남아시아에서가장큰유아사망률수치의감소를기록했으므로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해지역에서가장큰수치의감소를기록

했다고한⑤는도표의내용과일치하지않는다.

● In 2006, the numbers were noticeably smaller,

although there were regions [still above world

averages], including West and Central Africa with

185 deaths and sub-Saharan Africa with 160.
➞ [ ]로 표시된 부분은 regions를 뒤에서 수식한다.

including은‘~을 포함하여’의 뜻으로 and로 이어지는

두개의명사구를목적어로취하고있다. 

정답

소재

해석

88..
⑤

중국에서시행한McDonald의마케팅방법

지구상에서가장인구가많은나라인중국에서 1980년

이래로한명이넘는자녀를갖지않는것이정부정책이었다.

그래서외동인아이들의두번째세대는형제자매가없고그들

정답

해석

소재

의 부모 역시 외동아이이기 때문에 그들은 숙모, 삼촌, 사촌도

없었다. ‘맥도날드 삼촌’인 Ronald McDonald와 그의 여성

상대역인‘맥도날드숙모’를들여보내라. 그들은중국에서사라

진확대가족이된다. 그들은좋은숙모와삼촌이하는것을해

준다. 아이들에게관심을가져주고그들에게말을걸고게임을

함께한다. 때로는이전에중국에는알려지지않았던미국의풍

습인아이의생일축하파티를열어주면서이렇게해주기도하

는데 그것은 외동아이가 있는 가족과 부유함이 결합하여 아동

소비자를만들어내면서인기를얻었다. 맥도날드숙모와삼촌은

학교나집으로아이들을찾아가기도하는데이것은미국사람들

이아주낯선것이라고생각할것이었다. 

⑤ something을수식하는목적격관계대명사가생략된관계절

에서목적어를설명하는보어이므로형용사인 strange로바꿔

야한다.

① it은형식상의주어이고, not to have가내용상의주어이므

로, 어법에맞다. 

②주어가 the second generation이므로has가어법에맞다.

③선행사를포함한관계사인what이 do의목적절을이끌면서

관계절안에서목적어역할을하므로어법에맞다.

④ 시간의 부사절인 while (they are) celebrating ~에서

「주어＋be동사」인 they are가생략되었으므로, 어법에맞다.  

● They are the extended family [that is gone in China].
➞ [ ] 부분은앞에있는 the extended family를수식하는

관계절이다.

99..
③

겉으로만남의말을들어주는사람

남의말을잘들어주는사람이란정말여러분에게관심

을갖고여러분이행복하기를바라는사람이다. 그런사람은여

러분의고통을느끼지만또한기쁨도함께나눈다. 그러나가끔

어떤사람은겉보기에는남의말을잘들어주는사람처럼보이

지만실제로는여러분이갖고있는문제들과여러분을괴롭히고

있는것들을여러분이곰곰이생각하도록하는데더관심이있

정답

소재

해석



PartⅢⅢ 테스트편

132 EBS 수능특강영어영역 형

더럽히는 것, 풍요로운 도덕적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기보다는

장애물인, 필요악으로흔히간주된다. ‘해야한다면사업을해

라그러나그것의타락으로이르는결과를경계하라’는보통사

람들에게서공유되는흔한생각이다. 어찌보면이것은되풀이

하여일어나는사업스캔들과이윤추구가영혼에미칠수있는

위험을고려할때이해가된다. 여기에 TV나언론의사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추가하면 사업과 도덕성이 서로 양립할

수없는것으로여겨지는것이놀랍지않다. Hollywood에관

한한연구는 1970년이후로영화와 TV에서사업가가지속적

으로악한사람으로묘사되어왔다는것을보여주었다. 그러나

언론뿐만이아니다. 경영학교에서가르치는사업윤리에대한

많은접근방식들조차도사업을의심을가지고보고규제가필

요하다고봄으로써이러한이미지를지속시키는경향이있다.

보통사업을도덕성과연관시킬때사업의이윤추구에따르는

여러가지부정적인측면들때문에도덕성과는양립할수없다

는의견을피력하며, 이는 TV나언론에서도많이표현되고있

는경향이라고말하고있다. 따라서사업과도덕성이서로양립

할수없는(incompatible) 것으로여겨진다고하는것이적절

하다.

①조화를이루는 ②서로관련이있는 ③아주유사한 ⑤동

일한

● In some ways this is understandable [given recurring

business scandals and the hazard to the soul {that the

profit motive can be}]. 
➞ given은 considering과같은의미로‘~을고려했을때’

의의미이다. { }는선행사 the hazard to the soul을

수식한다.

1111..
②

창조성의필수요건으로서지식의중요성

창조성에대한대부분의논의는혁신적이고얽매이지않

는사고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예술적이고과학적

이고기술적인창조성은발산적이거나혁신적인방식으로생각

정답

소재

해석

1100..
④

사업과도덕성

사업은살기위해서필요한것이지만일반적으로영혼을

정답

소재

해석

다. 어떤사람이“더자세히말해봐.”혹은“끔찍하군, 그거괴

롭지 않아?”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말을 잘 듣고 있는 것으로

보일수있기때문에이를구분하는것은까다롭다. 그러나더욱

자세히살펴보면, 이들이하는질문과의견의대다수는여러분

을속상하게하는일들에여러분이말려들어몰두하게하는데

맞추어져있음을알아차릴것이다. 구별하는한가지방법은그

러한사람들과함께있은후에사소한일에더욱더신경을쓰는

것이다. 

남의말을잘들어주는사람처럼보이는사람들중에는실제로

는우리를문제에함몰되게하고사소한일에더욱더신경쓰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이다. 빈칸에는 ③‘속상하게 하

는’이적절하다. 

①즐겁게하는 ②무섭게하는 ④감동을주는 ⑤지루하게

하는

● Sometimes, however, someone can appear, on the

surface, to be a good listener but is actually more

concerned with [encouraging you to dwell on your

problems and the things {that bug you}].
➞ on the surface는‘겉보기에는’으로 해석하며,

encouraging이이끄는명사구 [ ]는with의목적어역

할을하고있다. that절 { }는 your problems and the

things를수식하는관계절이다.

● When you look more closely, however, you’ll notice

[that a vast majority of the questions and comments

from these people / are specially geared to keep you

caught up and concentrated on the things {that are

upsetting you}]. 
➞ that절 [ ]는동사 notice의목적어역할을하며, 또 다

른 that절 { }는 the things를수식하는관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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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능력보다상당히더많은것을포함한다. 다빈치나아인슈

타인과같은의미에서의생산적인창조성에대한첫번째필수

요건중하나는그분야에대한빈틈없는지식이라는것을연구

결과가보여주었다. 화가로서다빈치는그의직업에관련된손

재주에있어숙련이되어있었다. 아인슈타인은수학적사실에

완전히정통해있었다. 창조적이라고인정받았던어떤사람들은

지식의 중요성을 부정해 왔다. 예를 들어 Poincaré와 A. E.

Houseman은 자신들의 창조적인 작품을 영감의 결과라고 했

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영감의순간의이전자신의작품에대한

그들의묘사는이러한순간들이단지열심히작업해온오랜과

정의정점일뿐이었다는것을시사해주고있다.

다빈치와아인슈타인을예로들면서, 다빈치는화가로서손재주

에 있어 숙련되어 있었고 아인슈타인은 수학적 사실에 완전히

정통해있었다고말하고있고, 뒤에는창조적이라고인정받았던

사람들이지식의중요성을부정해왔다는사실을언급하고있으

므로빈칸에들어갈말로가장적절한것은②‘그분야에대한

빈틈없는지식’임을알수있다.

①뛰어난사고능력

③숙달을향한내적동기

④적절한개인적특성들

⑤타인으로부터의지지와격려

● Some people [recognized as creative] have denied

the importance of knowledge: for example, Poincaré

and A. E. Houseman attributed their creative work

to inspiration. 
➞ [ ] 안에있는 recognized는동사가아닌Some people

을수식하는과거분사이고이문장의동사는 have denied

이다. 「attribute ~ to ...」는‘~을…`의결과로보다’라는

의미로해석한다.

1122..
①

매일글쓰는습관의장기적효과

한연구원이이제막경력을시작하는젊은교수들의글

정답

소재

해석

쓰기습관을조사하고그들이어떻게해나가는지보기위해그

들을계속추적하였다. 이젊은교수들은다양한접근방법을취

했다. 어떤이들은준비가될때까지정보를수집하고는강렬한

에너지를터뜨리며어쩌면 1, 2주만에때로는하루종일일하고

밤늦게까지작업하면서원고를쓰고는했다. 다른이들은매일

한두페이지씩쓰려고하면서보다일정한속도로꾸준히일했

다. 어떤이들은그중간정도였다. 그 연구원이몇년후에그

집단을따라가봤을때그는그교수들의행로가아주달라져있

는것을알게되었다. 하루에한페이지씩썼던이들은성과가

좋았고보통종신재직권을얻었다. 소위‘한꺼번에몰아서집필

하는사람들’은훨씬잘지내지못했고많은이들이자신들의경

력을오래유지하지못했다. 분명하게전하는바는젊은작가들

과포부가있는교수들에게줄최고의충고는‘매일쓰라’는것

이다.

논문등의원고를한꺼번에몰아서작성하는교수와매일일정

한분량씩작성하는교수의결과를비교했더니, 매일일정하게

작업을한사람이훨씬더나은성과를얻었다는내용이므로빈

칸에는①‘매일쓰라’가적절하다.

②영감을찾아라

③경험을확장하라

④어휘력을향상시켜라

⑤가능한한많이읽어라

● One researcher looked into the writing habits of

young professors just starting out and tracked them

to see [how they fared].
➞주어는 One researcher이고 동사는 looked와 tracked

이다. how가이끄는 [ ] 부분은 see의목적어이다.

1133..
②

서로에게맞추려는인간의상호작용

실험실에서수행하는연구에서, 책상을손가락으로두드

리는동작을똑같이맞춰보라고요청받은두사람이메트로놈

에맞추어동시에움직이도록요청받을때보다동작을더딱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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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ile의책자동판매기

1822년에 Richard Carlile이라는이름의영국의서적

판매업자이자자유사상가가검열관과경찰을막아줄것으로기

대했던자동판매기를고안했다. 그당시에Carlile과소수의다

른서적판매업자들과출판업자들은영국언론의자유를확립하

려고 싸우고 있었다. Carlile과 그의 직원 중 몇 사람은

Thomas Paine의The Age of Reason과같은품목을판매했

다고 투옥된 적이 있었다. 더 이상의 그런 사건을 막기 위해

Carlile은기계로책을판매하기로결심했는데, 그렇게함으로

써서적판매인의신원이법률적으로확인될수없다고그는믿

었다. Carlile은자신의기기를묘사하면서“판매할모든출판

물이위에적힌다이얼이가게안에있습니다. 구매자가들어와

서다이얼의지침(指針)을자신이원하는출판물로돌리면돈을

넣자마자그출판물이구매자앞으로떨어집니다.”라고썼다. 하

지만법정은여전히그를비난하면서그의직원중한명에게그

기기를통해불경한인쇄물을팔았다고유죄를선고했다.

Carlile은서적판매인의손을직접거치지않고구매자가자동

판매기로책을선택하여구매하게하여책을판매하여자유사상

을전파했다는이유로자신들이투옥되는것을피하려했기때

문에빈칸에들어갈가장적절한것은①‘서적판매인의신원이

법률적으로확인될수없다’이다.

②그가검열의위험성을경고할수있다

③직원들의일이매우쉽게수행될수있다

④기술이사람을위해무엇을할수있는지그가증명할수있다

⑤그서점이상점명을사람들에게알릴수있다

● In 1822 an English bookseller and freethinker

[named Richard Carlile] designed a vending

machine [which he hoped would hold off the censors

and the police].
➞첫 번째 [ ]로 표시된 부분은 an English bookseller

and freethinker를수식하고있다. 두번째 [ ]로표시된

관계절은 a vending machine을수식하고있다.

● In the shop is the dial [on which is written every

publication for sale].
➞ [ ]로 표시된 관계절이 the dial을 수식하고 있고 the

춘다. 이것이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메트로놈이박자에있어서훨씬더안정적이고그러므로예측가

능성이더높기때문이다. 하지만그연구는인간이서로서로의

수행에적응한다는것을보여준다. 그들은서로서로와는상호작

용하지만메트로놈과는그렇지않은데, 결국 (주변에맞추어) 조

화하고자하는강한충동으로이어진다. 이런행동이발전하게

된뿌리가일반적으로동작을맞추는것에있는것이당연한데,

그것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

다. 우리가함께걸어가면서부분적으로는발성을통해, 또부분

적으로는몸짓을통해의사소통을하고있을경우, 걸음을나란

히할때, 즉걷는방식을똑같이맞춰왔을때상호작용은크게

향상된다. 이렇지못하면, 한사람의머리는항상위아래로움직

이고있고상대방의시각의범위에서벗어나게된다.

인간의사회적상호작용을보여주는글인데, 기계인메트로놈보

다주변사람에맞추어자신의행동을조정하려는인간의특성

을설명하고있다. 따라서빈칸에는‘조화하고자하는강한충

동’이라는내용이적절하다.

①춤을추려는충동

③자신의부족음악에대한이해

④음악속에있는감정의경험

⑤청자의인지발달

● In laboratory studies, two individuals [who are asked

to synchronize their finger tapping on a desk]

synchronize more closely than [when asked to

synchronize with a metronome]. 
➞관계대명사 who가 이끄는 [ ]의 수식을 받은 two

individuals가 문장의 주어이고 synchronize가 문장의

동사로 쓰였다. 두 번째 [ ]의 when asked to

synchronize with a metronome은when they (=two

individuals) are asked to synchronize with a

metronome의의미이다.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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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 이하의명사구가이문장의주어다. 주어가너무길어

문장뒤로가면서동사 is가주어앞으로도치되었고위치

를나타내는부사구 in the shop이문장맨앞에위치하게

되었다. [ ] 안에서 every publication for sale이주어

이다.

1155..
①

도우미가갖추어야할자세와자격

고객을돕기위하여여러분은여러분의지식, 기술, 그리

고여러분의인간성을통합할필요가있다. 지식만으로는충분

하지않지만그것이없으면여러분은효과적인도우미가될수

없다. 여러분이주로기술을습득하는것에만초점을맞추고이

론과지식을소홀히한다면이기술은거의쓸모가없을것이다.

더욱이여러분이가진그기술과지식을사용하는능력은도움

을주는과정의대인관계차원에여러분이민감하게되는매우

중요한기능이다. 여러분은도움의기술을효과적으로적용하기

위해여러분자신과여러분의고객을알필요가있다. 자기인식

의수준이낮은도우미는기껏해야숙련된기술자일뿐이며그

들이 고객의 생활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지는 의문스럽

다. 도움은기술이상의것이고예술이며, 도우미가어떤사람인

가에대한표현이다. 도움을주는전문직은시행자가창의적이고

인간적인방식으로사용할수있는과학적지식에기반하고있

다. 간단히말해서, 도움을주는것은예술이자과학인것이다. 

진정으로남에게도움을줄수있으려면필요한지식과기술의

습득뿐만아니라인격적인면까지도고려해야한다는취지의글

이다. (A)에는단지지식만갖춘것, 기술을습득했지만지식이

부족한것, 더나아가지식과기술을사용할수있는것만으로는

도움을제대로줄수없다는흐름이되도록 Furthermore(더욱

이)가들어가야한다. (B)에는마지막문장이앞에언급된내용

을간단하게요약하고있으므로 In short(간단히말해서)가 들

어가야한다.

● If you focus mainly on acquiring skills but neglect

theory and knowledge, these skills will be of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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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 of little use는 be의 보어로 쓰인 형용사구로 almost

useless의의미로‘거의쓸모가없는’으로해석한다.

● Helpers [who have a low degree of self-awareness]

are at best skilled technicians, and it is questionable

[how much they are able to make a difference in the

lives of clients]. 
➞who가이끄는절 [ ]는 Helpers를수식하는관계절이

고, 형식상의주어 it이의미하는것은 [ ]로표시된부분

이다.

1166..
②

우리몸에서웃음소리가만들어지는과정

웃음이라는독특한소리를생산하기위해우리는우리의

호흡을통제하는많은근육과발성기관을이용한다. 인간의정

상적인 호흡주기는 들숨(흡기), 들숨 후 휴지, 날숨(호기), 날숨

후휴지로구성된다. (B) 사람이이주기의어떤부분에있게되

는지와관계없이웃음은전형적으로최초의강제적인날숨으로

시작되는데그것은폐의부피가기능적잔여용량근처까지작

아지게한다(즉, 정상적인날숨후에남아있는부피). (A) 이것

에지속적인일련의반복적이고신속하며얕은날숨이이어지는

데, 그것은발성이수반되었을때, ‘하, 하, 하’하는웃음소리를

생산한다. 이 날숨의웃음한바탕이끝날무렵폐는최대날숨

후에폐에남아있는공기부피에이른다. (C) 따라서웃음은전

형적으로낮은폐부피에서발생하며, 정상적인호흡동안에발

생하는것보다더많은공기를폐로부터강제로배출시킨다. 웃

음을한바탕웃은다음에는신속한흡입이발생하여다시폐를

정상적인용량으로채운다. 또다른웃음한바탕이그다음에따

를수있다.

웃음을웃을때폐속공기의양에어떤변화가일어나는지를호

흡주기와연계하여설명하는글이다. (B)는 this cycle로주어

진문장의호흡주기를가리키면서웃음이시작되는순간의폐

용량을설명하고있고, (A)는This로 (B)의 an initial forced

exhalation을가리키며한번의웃음이진행되어끝나는과정

을설명하고있으며, (C)는 Thus를써서 (B)와 (A)의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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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
②

대안을제시하지않는회사분위기

얼마전에나는한대형컴퓨터회사의경영진을위한창

조적사고에관한일련의직무연수를했다. 그회사사장은조

직상부의경직된사고의분위기를걱정했기때문에나를불러

들였다. 그의부하직원들이제안을할때마다, 단지하나를제안

하는것이전부인것같았다. 그들은어떤다른의견도제안하려

하지않았다. 정답을구하도록훈련되어왔기때문에, 그들은대

개자신들이발견한첫번째것을넘어서려하지않았다. 사장은

만일자신이선택할수있는다양한의견이있다면, 더쉽게적

절한결정을내릴수있다는것을알았다. 사장은또한이“통일

된안건”의경향이그의부하들의생각을얼마나보수적으로만

들었는지걱정했다. 만일어떤사람이오직하나의안건을제안

한다면, 그는덜확실한비전형적인안건을시도해보기보다는일

반적으로“확실한것”만을제안할것이다. 

→사장은직원들이대안의답을찾으려노력하지않기때문에

그들이좋은선택을위한다양한선택을갖지못하게될까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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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들중일부는개미에게도움을주지만, 하는일이전혀없는

생물들도있다는내용의주어진문장은④에들어가는것이자

연스럽다. 주어진문장의내용은개미들이왜이러한단순기숙

자들을머물게해주는지는알수없다는내용의④뒤의문장과

도잘어울린다.

● Just as in ancient days men kept slaves to work for

them, so some ants raid the homes of other ants,

and, [making them captives], bring them back to

their own nests and compel them to work for their

captors.
➞「just as ~, so ...」는‘~인것처럼, …도그러하다’라는뜻

이다. 동사 raid, bring, compel이 모두 주어인 some

ants에이어진다. [ ]로표시된부분은분사구문으로의

미상의주어는 some ants이다.

● [Why the ants allow these mere boarders to stay] no

one knows.
➞ [ ]로표시된부분이동사 knows의목적어이다. 목적어

가문장의앞으로나와있는형태이다.

종합하고있으므로 (B)–(A)–(C)의순서로배열해야한다.

● This is followed by a sustained sequence of

repeated, rapid, and shallow expirations, [which,

{when accompanied by phonation}, produce the

“ha-ha-ha” of laughter]. 
➞which가 이끄는 절 [ ]는 a sustained sequence of

repeated, rapid, and shallow expirations를선행사로

하는 관계절을 이끈다. { }로 표시된 부분은 관계절 안

에삽입된분사구문으로 when they are accompanied

by phonation으로생각할수있다.

● Following a laughter bout, a quick inhalation occurs,

[filling the lungs once again to normal capacity].
➞ [ ]로 표시된 부분은 분사 구문으로 and it fills the

lungs ~로생각할수있다.

1177..
④

개미들의습성

개미들의습성을연구한사람들은그들의사회적생활에

관한이상한것들을우리에게들려준다. 고대에인간들이자신

들을위해일할노예를갖고있었던것과마찬가지로, 일부개미

들은다른개미들의집을습격하여그들을노예로만들고그들

을자신의집으로데려와그들을붙잡아온이들을위해일하도

록 강요한다. 사실, 개미는 개미의 집에 사는 유일한 거주자는

결코아니다. 딱정벌레나귀뚜라미와같은수백마리의다른생

물들이개미들과함께거주하고있다고한다. 이러한생물들중

일부는개미들에게유용하며, 집을청소하거나다른임무를담

당하지만, 다른것들은단순기숙자들이며자신들이머무는것

에대한대가로하는일이없는것으로보인다.개미들이왜이

단순기숙자들을머물게해주는지는아무도모른다. 그것은단

지착한천성일까, 아니면대규모집단의하인들을거느리는봉

건적인정신일까?

개미의집에는딱정벌레, 귀뚜라미와같은수백마리의다른생

물들이살고있다고④앞의문장에서말하고있으므로, 이러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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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2200..
19.④ 20.②
생각공격(thought attack)

Kelly가차를몰고남자친구를보러가고있다. 몇주전

그들이벌인말다툼이갑자기기억난다. 그일이다시생각나면

서, 그말다툼이바로그차안에서일어나는것처럼그녀는그

것을다시되풀이한다. 그녀는남자친구가쓸데없이고집스럽게

아마 조금은 비열하게까지 행동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의심이

마음에슬슬기어들어오기시작한다. 겨우 몇분이내에“오늘

밤또그러지않는게좋을거야.”라고생각하며그녀는조금화

가난다. 남자친구의아파트에도착할때쯤이면, 그녀는그에게

조금거리를느끼게되는데그것은결코끔찍한일은아니지만,

그날저녁과그녀의남자친구와의관계에대해그녀가느끼는

방식에차이를가져오기에는충분하다. 

우리는이와같은유형의내적대화를“생각공격”이라고부르

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자신이 만들어

정답

소재

해석

정했다. 

한가지정답만을추구하는분위기가회사경영진의사고에팽

배해있어서, 그들의초점밖에있는다른대안에대해생각해보

려고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빈칸 (A)와 (B)에는

‘various(다양한)’와 ‘alternative(대안의)’가적절하다. 

● Since they had been trained to look for the right

answer, they usually didn’t go beyond the first one

[(that) they found]. 
➞Since는‘~이기때문에’로해석하며, had been trained

는주절보다앞서서일어난사실을진술한다. that절 [ ]

는 the first one을수식하는관계절이다.  

● The president knew [that it was easier to make good

decisions {if he had a variety of ideas from which to

choose}].
➞ that절 [ ]는 knew의목적어역할을하고있다. which

는‘어느 쪽, 어느 것’으로 해석하며, from which to

choose는 from which he could choose의의미이다.

낸생각이기때문이다. 대부분생각공격을하고있는지를인식

조차할수없기때문에우리는그것이까다롭다고말한다. 이와

같은생각은아주빨리, 그리고자주일어나서대다수우리들은

무슨일이일어나고있는지조차알아차릴수없다. 이것이진짜

문제이다. 우리는대체로영화혹은좋은책속에빠지는것과

아주똑같이생각에빠진다. Kelly와같이우리대부분은가끔

몇몇부정적인생각을인간관계의심각한문제로착각한다. 그

결과그러한생각들을떨쳐버리고다가오는매순간에대응하기

보다는, 우리의상대방이진짜문제인것처럼그들에게스스로

만들어낸분풀이를하게된다. 그리고정말로문제가있다하더

라도, 우리의마음은흔히그것을지나치게크게부풀리게된다. 

19. 우리는자신도느끼지못하는사이에‘생각공격(thought

attack)’이라는것을통해서상대방에대한부정적인기억을되

살리고그것은인간관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는글이

다. 제목으로는④의‘불행의예행연습을멈춰라’가적절하다. 

①생각공격을따르라

②변화를위한시간을허락하라

③서로고쳐주기를피하라

⑤어리석은일로싸우지마라

20. 스스로만들어낸분노를상대방에게화풀이하게되는상

황이다. 빈칸에는 ②의‘지나치게 크게 부풀리기(침소봉대하

기)’가적절하다. 

①불필요한생각을제거하기

③다가올긍정적인것을상상하기

④자신의문제에매몰되기

⑤상대방의불완전함을덮어주기

● She realizes that her boyfriend was being

unnecessarily stubborn, maybe even a little mean.
➞일반적으로 진행형의 be동사는 형용사와 쓰이지 못하나,

형용사가특정한유형의행위를언급하는경우에는가능하

다. 따라서 was being unnecessarily stubborn은 was

acting unnecessarily stubbornly로바꿔쓸수있다. 

● By the time she arrives at his apartment, she’s

feeling slightly distant; nothing horrible, but enough

to make a difference in the way [she feels ab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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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아버지는자기(그의) 앞의공중에공을던져올린다음땅거

미너머햇빛속으로공을쳐서날렸다. 햇살이공의한쪽면에

부딪쳐튀어오르면서서늘한어두워지는하늘을배경으로공을

차갑고 하얗게 만들었다. 공이 돌면서 떨어지기 시작했고

Bobby는그밑에서위치를잡고공전체가아닌, 공의한조각

을잡으려고글러브를뻗었다. 그저그것이공의한조각, 공의

한얇은조각, 강한햇빛속에서한층더하얗게튀겨나간조각

으로보였기때문이었다. Bobby는공의그작은조각이떨어지

기기다렸고, 문득달이떴음을깨닫게되었다. 

21. (A)에서는 Mike가 Bobby의집에놀러와서 Bobby의

아버지와야구게임을하자고하는내용과아버지가야구게임

을할준비를하는내용이고, (D)에서는아버지와아이들이게

임을하며점수를얻는과정이묘사되고아버지가공을계속쳤

다는사실이언급되었고, (C)에서는게임이진행되는동안그림

자가드리우며, 그림자에대한 Bobby의느낌을전달하는내용

이며, 마지막으로 (B)에서는 Bobby가아버지가날린공을받

는과정에서태양빛에대한생각과느낌을펼치면서마지막으

로달에대해언급하는결론으로흐름을이해한다.

22. (d)는Mike를가리키고, 나머지는아버지를지칭한다.

23. Bobby는그림자가수백, 수백만마일까지길게뻗어나

가해가지평선아래로사라질때까지그그림자가계속되리라

는것을알았다는내용이므로, ③이이글의내용과일치하지않

는다.

● Deep into the summer and not too long after Bobby

Hansen’s twelfth birthday, Mike Pasqui came over

to Bobby’s house and the two of them talked

Bobby’s dad into playing some 500 with them. 
➞「talk ~ into ...」는‘~에게…`를하도록설득하다’의의미

이다.

● It would be a shadow hundreds of miles long,

millions of miles long, and Bobby sometimes

wondered [if that was what night really was, all the

shadows of all the houses and all the dads and all the

kids playing 500 stretched out and added together].
➞ [ ] 안에 if는‘~인지아닌지’의의미로쓰인종속접속사

2211~~2233..
21.⑤ 22.④ 23.③
아버지와의야구게임

(A) 여름이한창이던, Bobby Hansen의열두번째생

일이얼마지나지않았을때, Mike Pasqui가 Bobby의집에

놀러와그둘은자기들과함께 500게임을좀하도록Bobby의

아버지를 설득했다. 아버지는 항상 그랬듯이 조금 투덜댔지만

그는뒷쪽현관으로부터방망이와공을쥐고나와Bobby의개

인Mytzi와함께뒤뜰로향했고, 항상그랬듯이그개는뒤에서

짖었다.   

(D) Mike와 Bobby가 먼저 야수를 맡았고 아버지는 그들을

향해공을쳤다. 뜬공을잡아 Bobby가 100점을얻었다. 땅볼

을한번의바운드로잡아 Mike가 75점을얻었고, 두번의바

운드로잡아그가 50점을잃었다. 그리고게임은저녁까지계속

되었다. 한경기자가 500점을얻으면, 다른사람이 500점을받

을때까지타격을하였다. Mike는타격을많이하지않았는데

별상관이없었다. 그는그저게임에참여하는것이좋았다. 아

버지가타격하는것을더좋아했기때문에얼마후에는누가몇

점을얻었든지간에그가모든타격을하기로했다.

(C) 조금지나서 Bobby가 1,075점을얻었고 Mike는 300점

정도를얻었으며아버지는배트를휘두르고공을치며, 조금은

농담을하기도했다. 얼마후집의그림자가아버지에게미끄러

지듯다가오더니, 그를넘어서지평선쪽으로뻗었는데, Bobby

는해가반대편지평선아래로사라진순간그것이지평선에닿

을것이라는것을알았다. 그것은수백, 수백만마일에걸쳐뻗

어있는그림자일것인데, Bobby는가끔그것이야말로진짜밤

은아닌지, 그야말로모든집과 500 게임을하는모든아버지와

모든아이의그림자가길게뻗어서서로합쳐진것은아닌지궁

금해했다. 

evening and about her relationship]. 
➞make a difference는‘차이를 낳다’라는 의미이다. she

feels about the evening and about her relationship

은 the way를수식하는관계절이다. 

● Thoughts like these happen so quickly, and so often,

[that most of us don’t even realize {what’s

happening}]. 
➞「so ~ that ...」은‘너무~해서결과적으로…하다’로해석

하며, { }는동사 realize의목적어역할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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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if가wondered의목적어역할을하는명사절을이끌

고있다.

● And on it went into the evening.
➞ go on의 on은어떤상태가계속이어지는것을뜻한다. 이

문장에서 on이문두로옮겨지면서 500점내기게임이저

녁까지계속이어짐이강조되고있다.

1. ③ 2. ⑤ 3. ③ 4. ④

5. ④ 6. ② 7. ③ 8. ②

9. ④ 10. ① 11. ② 12. ③

13.② 14. ⑤ 15. ② 16. ②

17.⑤ 18. ⑤ 19. ④ 20. ⑤

21.⑤ 22. ③ 23. ④

본문228쪽

11..
③

보험관련중요서류에는이메일사용절대금지

이메일은통신의편리한방법이며, 우리들중많은이들

이그것을다른이들과의일상적인연락에서당연한것으로사

용한다. 그리고그것은확실히당신의보험손해사정인과의통

신에서자리를잡고있다. 하지만그자리는제한적이다. 우리는

이메일을여러분의차량에대한검사시기를정하거나손해사

정인에게여러분의요구서가가고있는중임을알리는것과같

은사소한업무관리상의문제들을위해서만사용할것을권장

한다. 이메일을신고서나요구서를위해사용하지말라. 여러분

과 손해 사정인이 합의한 사항을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낸다면

뒤이어정규서신을보내라. 그리고일반적으로여러분의협상

을 전화로 수행하도록 노력하라. 직접적인 접촉이 이메일보다

당신의요점을이해시키는데훨씬더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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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사정인과연락을주고받을때편리한이메일을사용

하는것이흔하지만정작중요한서류는이메일사용을피하고

정기 서신을 이용하라는 조언을 담은 글이다. that place is

limited, Don’t use email for a letter of notification or a

demand letter. 등에서‘보험관련주요서신에는이메일을사

용하지마라.’가글의주장으로가장적절하다는것을알수있다.

● We recommend using email only for minor,

logistical matters, [such as arranging an inspection

time for your vehicle or informing the adjuster {that

your demand letter is on its way}].
➞ such as가이끄는 [ ]로표시된부분에서 arranging ~

vehicle과 informing ~ way가병렬형태로열거되고있

다. { }로 표시된 부분은 informing의 목적어로 쓰인

절이다. 

● If you send an email to confirm an agreement [that

you and the adjuster have made], follow it up with a

regular letter. 
➞ [ ]로표시된부분은 an agreement를수식하는관계절

이다. follow it up에서와같이「동사＋부사」로이루어진

2어동사가대명사목적어를취하는경우「동사＋대명사목

적어`＋부사」의어순을지켜야한다는점에유의한다.

22..
⑤

기준미달인과제를제출한학생에대한대처방법

평소에과제를다해내지못하는학생이있다고가정해

보자. 그 학생이과제를아주잘한것은아니라도시간에맞춰

제출하는데성공한다. 그학생이뭔가제출했다는사실은이전

의과제수행에비하면향상된것이어서그학생을칭찬하고싶

은마음이동할것이다. 하지만평범한과제를칭찬하는것이보

내는메시지를생각해보라. “잘했다”라고말을하지만그말은

사실“너같은학생치고는잘했다”는의미가된다. 그 학생은

아마자기과제가정말그렇게훌륭하다고여길만큼그렇게뭘

모르지는않을것이다. 기준에미치지못하는과제를칭찬함으

로써 이 학생에 대해 기대 수준이 낮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제때과제를끝마친것도잘했고첫단락이흥미롭다고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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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객에게있어서퓨전음식의긍정적인면과부정적인면’이다.

①아시아요리가서구의나라에서인기를얻고있다

②‘식습관’: 문명간문화의매개자

④전통이세계에문을열때세계화된다

⑤다양한문화체험을위한기회로서의여행

● This process of mobile gastronomy has been going

on for centuries, as Hall shows in his analysis of the

development of historical “foodways” [linking

different countries].
➞접속사 as는‘~처럼, ~대로’라는의미이고, [ ]로표시

된부분이historical “foodways”를수식하고있다. 

● One impulse for the development of fusion cuisine

in Asia has been the desire [to produce food {which

is more familiar and therefore pleasant-tasting for

foreign visitors}].
➞ [ ]로표시된부분이 the desire를수식하고있고 { }

로표시된관계절이 food를수식하고있다. 

지만 더짜임새있게할수도있었다고생각한다. 어떻게하면

될지같이이야기해보자.”라고말하는편이더낫다. 

평소에 과제를 해내지 못한 학생이 과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기준에 미달될 때 과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면서도

개선할점에대해서는분명하게지적해주어야한다는내용이므

로, 요지로는⑤가적절하다.

● The student is probably not so naive as to think that

his project is really all that great.
➞「not so ~ as to do ...」는‘…할정도로~인것은아니다’

라는표현이다. 

33..
③

관광객에게있어서퓨전음식의장점과단점

관광업이 퓨전 요리의 발전에서 중요한 매개자인데, 그

것은 음식을 만들거나 먹으려고 이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흔히

여러다른요리전통의섞임이활성화되기때문이다. Hall이여

러 다른 나라들을 연결하는 역사상의‘식습관’의 발전에 대한

그의분석에서증명하는것처럼, 움직이는미식(美食)의이런과

정은수세기동안지속되어오고있다. 하지만퓨전음식의발전

이‘진짜인’음식을경험해보는것의진전을어렵게할수있

다. 관광객들이 매우 빈번히‘전통적인’혹은‘진짜인’음식을

요구하기는하지만많은관광객들은또한새롭고익숙하지않은

음식을시도해보기를꺼리기도한다. 아시아에서퓨전요리의

발전을가져온한가지자극은외국인방문객들에게더친숙하

고그래서좋은맛이나는음식을만들어내고자하는바람이었

다. 하지만‘뿌리없는’요리는또한아주특별하고원래의미식

경험을찾는방문객에의해‘진짜가아닌’것으로도보이게될

지도모른다. 

관광업이발전하면서퓨전요리가발전해왔는데이제는오히려

이런퓨전요리가관광객의진짜미식경험을방해하게되었다

는내용의글이므로, 이글의제목으로가장적절한것은③‘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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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④

‘시민불복종’이라는글의탄생배경

그가마을세금징수원이자간수인 Sam Staples와우

연히마주쳤을때 Thoreau는몇가지볼일을보고신발한짝

을수선하려고마을에와있었다. Staples는그가내지않은세

금납부금에관해서Thoreau와맞섰고, Thoreau는여전히납

부하기를거절했다. 전하는말에의하면Staples가그에게애원

했고, 심지어그를대신해서세금을내주겠다거나적어도그에

게 그 돈을 빌려 주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했지만 여전히

Thoreau가 거절해서 Staples는 그를 감옥에 가두지 않을 수

없었다. Thoreau의벌금이그날밤익명으로지불되었지만, 그

세금징수원은이미난롯가에서그의부츠를벗었고그를내보

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날 의향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Thoreau는 그날 밤을 감옥에서 보냈고 그 경험은 그가 행한

‘시민정부에대한 저항’이라는 제목의강의의 토대가되었다.

결국, 이것은‘시민불복종’이라는획기적인글이되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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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가가리키는것은 Sam Staples이고나머지①, ②, ③, ⑤는

Thoreau를가리키므로, 가리키는바가나머지넷과다른것은

④이다.

● Although Thoreau’s fine was paid anonymously that

evening, the tax collector had already taken his boots

off by the fire and had no inclination to get up to let

him out.
➞ let out과같이「동사`＋부사」로이루어진구동사가대명사

를목적어로취하는경우에는「동사`＋대명사`＋부사」의어

순을지켜야한다. 

➞ cf. 「동사`＋부사」로이루어진구동사가명사를목적어로취

하는 경우에는「동사`＋명사`＋부사」혹은「동사`＋부사

`＋명사」둘다가능하다. 

● And so Thoreau spent the night in jail, and the

experience became the foundation of a lecture

[(which) he gave] [entitled “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
➞ [ ]로표시된부분두개가연이어 a lecture를수식하고

있고첫번째 [ ]로표시된관계절에는which가생략되

었다. He gave a lecture entitled “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라는문장에서 a lecture가선행사

로나간형태로이해할수있다.

55..
④

성형력(plasticity), 뇌가상황변화에적응하는능력

1991년에신경학자들이뇌에대해알고있던모든것을

뒤집어엎는한연구가 Science지에발표되었다. 그놀라운발

견은뇌가성형력이있다는것이다. 이것은여러분이플라스틱

포크를 생각해볼 때까지는 여러분의 뇌를 위한 가장 매력적인

말처럼보이지않을것이다. 여러분이그것을테이블에대고누

를때그것은그압력에반응하여쉽게구부러진다. 하지만똑같

은양의압력하에금속포크는경직되어반응을보이지않는상

태로남아있을것이다. 마치플라스틱포크처럼여러분의뇌에

있는 세포는 외부 세계로부터의 영향력에 적응하는 경직성(→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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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을가지고있다. 그것은포크가그러하듯이앞뒤로구부

러지지는않지만변화하는상황에반응하여서로의사소통하는

새로운방법을길러낸다. ‘성형력’은이제신경학자들이압력과

변화에적응하는뇌의능력을묘사하기위해사용하는용어이다.

뇌가변화하는상황에반응하여적응하는능력이있음을설명하

는글이다. ④는플라스틱포크가압력을흡수하기위해휘어지

는유연성을가진것처럼뇌도변화에적절히반응할수있는유

연성을가졌다는점을표현할수있도록 flexibility(유연성)로

바꾸어야한다.

● In 1991, a study was published in Science [that

overturned everything neurologists knew about the

brain].
➞ that절 [ ]는 a study를수식하는관계절이며, 주어부가

너무길어지는것을막기위해문장의맨뒤에위치하였다.

● They do not bend back and forth [as a fork does],

but they grow new ways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in response to changing circumstances.
➞ [ ]로 표시된 절에서 as는‘~이듯이’의 의미를 나타낸

다. to부정사구 [ ]는new ways를뒤에서수식한다.

66..
②

Maurice de Vlaminck의삶

플랑드르(Flanders) 출신인 부모의 아들인 Maurice

de Vlaminck은자전거경주에참여했고주로음악가로서생

계비를벌었던, 운동을잘하고열정적인사람이었다. 그는독학

으로그림을배웠고루브르박물관에발을들여놓은적이없었

다는 사실을 자랑으로 여겼다. 그와 André Derain의 우정은

1900년경에 시작되었다. 그들은 파리 근처인 Chatou에 화실

을함께사용했다. Vlaminck은 1901년파리에서열린반고

흐회고전에크게감명을받았고그네덜란드출신화가(고흐)의

강한 색채와 격렬한 붓놀림의 사용을 채택했다. 그는 1905년

살롱도톤에서열린야수파의전시회에참여했다. Vlaminck에

게그림이란자발적이고열정적이며육체적인활동이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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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②

사고의전환

다양한사고의틀을이용하여상황을바라볼수있는것

은모든유형의도전과씨름할때매우중요하다. 1543년이전

에사람들이태양과모든행성이지구주변을돈다고믿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라. 하늘을 바라보았던 모든 사람에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다는 것은 명백해 보였다. 하지만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는태양이사실태양계의중심에있다고주장하여

그모든것을바꾸어놓았다. 이것은관점다시말해사고의틀

에있어서급진적인변화였다. 이러한관점의전환은우주에대

해그리고그안에서의개인의역할에대해개인들이생각했던

방식을극적으로바꾸어놓았다. 그것은천문학의시대를열었

고연구의새로운발판을제공했다. 여러분이직면하고있는문

제를다른관점에서바라봄으로써여러분도또한혁명을촉발시

킬수있다.

② 동사 believed의 목적어로 쓰인 that절에서 the sun and

all the planets가주어로쓰였는데동사가없으므로 revolving

을 revolved로고쳐야한다.

①부사 critically는뒤에있는형용사 important를수식하는

역할을하고있다.

③ 변하지 않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시제를 현재형으로

쓴것이다.

④대명사 it이가리키는것은앞에있는 the universe이다.

⑤접속사 and의연결을받아동사 opened와병렬구조를이

루는구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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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③

2007년유럽연합국가젊은이들의교육과경제활동상황

이 그래프는 2007년 유럽연합 국가들의 15, 18, 24,

29세 젊은이들의 교육 및 경제적 상황을 보여준다. 15세에

90%의젊은이들이온전히교육또는직업훈련을받고있는반

면, 이비율은 29세사람들에서는 5% 미만으로하락했다. EU

국가의 18세사람들의약 20%와 24세사람들의거의 17%가

교육또는직업훈련과경제활동을병행했다. 70%를초과하는

24세젊은이들이온전히경제활동만을했으며이연령대의오

로지 10% 미만이온전히교육또는직업훈련만받고있었다.

29세의젊은이의 2/3를넘는사람이교육또는직업훈련을받

지않고일을하는상태였다. 교육또는직업훈련을받고있지

않으며경제활동도하지않는젊은사람의비율은 29세에서가

장높았다.

2007년도에 24세사람들의 59% 정도가온전히경제활동만

을했으며 17% 정도가온전히교육또는교습상황에있었기

때문에③이그래프의내용과일치하지않는다.

● At 15 years, 90% of young people were exclusively

receiving education / training, whereas this

proportion fell to less than 5% for those at age 29.
➞whereas는‘반면에’라는의미를가지는종속접속사로주

절과대조되는내용을연결한다.

능은예술의토대’라는그의믿음은흔히물감튜브에서바로칠

해진강렬한색채가주로풍경을그린그의작품에서지배적이

라는것을의미했다.

He taught himself to draw and paint and was proud of

the fact that he had never set foot in the Louvre. 부분을

볼때루브르박물관에발을들여놓은적이없었다는사실을자

랑으로여겼다고했으므로②는글의내용과일치하지않는다.

● His belief [that, “instinct is the foundation of art,”]

meant [that intense color, often applied direct from

the tube, predominates in his mainly landscape

compositions].
➞ that이이끄는 [ ] 부분은앞에있는 belief를설명하는

동격명사절이다. meant 다음에 that이이끄는 [ ] 부분

은meant의목적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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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④

다른사람에대한관심으로서의소문

우리가‘유명인사들’이누구인지안다는것을제외하고

는특별한이유도없이그들에관한끊임없는보도를하는것에

대해우리는의구심을품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 (그들

로부터) 눈을떼지못한다. 이들개개인의삶에대한언론보도는

끊이지않는데, 이는분명히사람들이텔레비전을보거나라디오

를듣고있기때문이다. 많은사회평론가들이이러한대중문화

의폭발에대해그것이마치어떤집단적성격결함을나타내는

것처럼한탄해왔지만, 그것은사실 21세기매체와석기시대정

신의충돌의불가피한결과에불과하다. 그것의여러층을잘라

내면, 대중문화에대한우리의집착은다른사람들의행위에대

한강렬한관심을나타내는데, 다른사람들의삶에대한이러한

몰두는선사시대에진화하여우리조상들을사회적으로성공하

게만든심리의부산물이다. 그러므로우리는(남의사생활에대

한) 소문에마음이끌리도록선천적으로타고난것처럼보인다.

이글의중심생각은인간이유명인사에게끊임없이관심을가

지는까닭이다른사람들의삶에대한관심때문이라는것이다.

따라서 빈칸에 적절한 표현은‘(남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

(gossip)’이다. 

①명성 ②역사 ③예술가 ⑤관계

● [The press {about these individuals’ lives}]

continues because people are obviously tuning in.
➞ [ ]로 표시된 부분이 문장의 주어이고, 주어의 핵은

press이다. [ ] 안의 { }는 The press를수식하는전

치사구이다.

정답

소재

해석

● This shift in point of view dramatically changed the

way [(in which) individuals thought about the

universe and their individual roles within it]. 
➞ [ ]로표시된절은앞에나온명사 the way를수식하는

관계절이며맨앞에 in which가생략되었다.

1100..
①

일중독자들의특성

일반적으로 말해서, 일 중독자들은 직장에서 팀 플레이

어가아니다. 통제하고자하는욕구때문에그들이협조적으로

문제를해결하고도움을주고받는상황에참여하는것이어려워

진다. 그들은자신들의접근방법과스타일이가장좋다고믿으

므로, 덜완벽한해결방법을생각할수없다. 한사람의좁은소

견이지배하게될때에자발적인행동은줄어들고창의력은질

식해버린다. 대리할사람에게맡기지못하므로, 많은일중독자

들은자신에게과중한짐을지워서, 성을내고, 짜증을내며, 참

을성이없어지게된다. 불같이화를내며노여움이폭발하는일

이드물지않다. 그들의기준을그들자신이나또는그들의동료

들이충족시키는것은불가능하다. 불협화음이 지배하고, 집단

의근로의욕은곤두박질친다. 그들이더많은양의일을더짧

은시간에채워넣으려고할때에, 그들과그들의지휘를받는

사람들에게심한피로감이발생한다.

일중독자들은자신의방식과스타일만을고집하여, 모든것을

자신이해결하려고하며, 과중한업무로인해화를잘내기때문

에동료들과화합하기가어렵다는내용이뒤에이어지고있다.

그러므로빈칸에들어갈말로①이가장적절하다.  

②열심히일하는사람들 ③완벽주의자들 ④업무수행능력

이형편없는사람들 ⑤따분한동료들

● Their need to control makes it difficult for them to

solve problems cooperatively and to participate in

정답

소재

● [Although many social critics have lamented this

explosion of popular culture {as if it reflects some

kind of collective character flaw}], it is in fact

nothing more than the inevitable outcome of the

collision between 21st-century media and Stone Age

minds.
➞양보를나타내는절([ ]로표시) 안에 { }로표시된또

다른절이포함되어있다.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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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③

수술을바라보는중국인의관점

중국인들이 수술을 하기를 꺼리는 것은 조화와 관계에

관한그들의관점에서비추어보면전적으로이해가된다. 건강

은신체의(여러) 힘의균형과신체각부위간의관계에의해좌

우되는것이었다. 그리고신체의모든부위와거의모든다른부

위사이에는서로관련이있었으며많은동아시아인에게는오

늘날도그렇다. 이러한거대한상호연결망을이해하려면귀의

표면과 표피와 뼈대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현대의 침술사들의

관점을살펴보라. 똑같이복잡한연결망이귀와각각의내장기

관사이의관련성을설명하고있다. 다른신체부위와의관련성

에유의하지않고서, 기능을제대로하지못하거나질병에걸린

신체부위를제거하는것이유익할수있다는개념은중국인들

이고려하기에는너무단순한생각이었을것이다.

동양의학에관한것으로그들은힘의균형과각신체부위들사

이의관계를중시여겼다고했으므로빈칸은이런내용을담아

‘거대한상호연결망’을느낀다가되어야한다.

①힘의거대한변화

정답

소재

해석

● The expectation of future interaction [motivates

people to look for positive qualities in someone {so

that they will look forward to future interactions

rather than dread them}], and [increases the chances

{that people will find the individual attractive}]. 
➞The expectation of future interaction이 주어인 문장

에서 [ ]로표시된두개의서술부가 and로연결된형태

이다. 첫 번째 { }로표시된부분은‘~할수있도록’의

의미를나타내고, 두번째 { }로표시된부분은 chances

를설명하는동격절이다. 

● In fact, doing so may be depressing, [given that they

may not have the opportunity to get to know the

person better in future interactions]. 
➞ [ ]로 표시된 부분은‘~라는 점을 고려하면’의 의미를

나타낸다. 

1111..
②

미래의교제여부가심리적태도에미치는영향

사람들은누군가를다시만나게될것을기대했을때, 그

개인의행동과관계없이, 미래의교제에대한기대를갖고있지

않은경우보다그사람이더매력적임을발견할가능성이높다.

미래의교제에대한기대는사람들이미래의교제를두려워하기

보다는 그것을 고대할 수 있도록 누군가에서 긍정적인 특성을

찾는동기를부여하며, 사람들이그개인이매력적임을발견할

기회를증가시킨다. 반대로사람들이다시만날것을예견하지

않는누군가와교제할때, 그들은긍정적인특성들을찾아야할

이유가거의없다. 사실그렇게하는것은그들이미래의교제에

서그사람을더잘알게될기회를갖지못할거라는점을고려

하면그들을울적하게할것이다. 진정사람들은때때로다시만

날기대를하지않는사람들에게서부정적인특징을찾으려하

게된다.

상대방을다시만나게될것인지의여부에따라그사람에대한

심리적태도가달라진다는내용의글이다. 빈칸에는다시만날

가능성이없는사람에대한심리적태도를나타내는말이들어

가야하는데, 다시만날사람에게서매력이나긍정적인특성을

찾으려는태도와상반된태도를보여주는‘부정적인특징을찾

다’가들어가야한다.

①아무결점도보지않다

③개인적관심을보이다

④긍정적인특성을찾아내다

⑤정서적위로를구하다

정답

소재

해석

give-and-take situations.
➞ it은형식상의목적어이고 and로이어진두개의 to부정사

가내용상의목적어이다. to부정사의의미상의주어는 for

them으로나타냈다. 

● Their standards are impossible for them or their

colleagues to meet.
➞이 문장은 It is impossible for them or their

colleagues to meet their standards.라는 문장의 변형

된 형태로 주어인 Their standards는 의미상 동사 meet

의목적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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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②

전자상거래전략에서교차경로판촉

몇몇회사들은전자상거래전략이자신들의특정한영

업부문에있어서효과가있으려면그것(전자상거래전략)이소

비자가이용할수있는실재하는현실세계의존재와결합되어

야한다는것을깨달았다. 이런이원성(二元性)은한회사가현

재의 서비스에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단순히 더한다고 해서

성공할수있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오히려, 그두개의

(판매) 경로가필요한수준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보완적이

어야한다. 예를들어, 온라인소매업체 Zappos는온라인서비

스와온라인거래를이용하여비용도절감하고수입도증가시키

자는생각에집중하여전자상거래라는모험적사업을시작하는

다른 회사들과 유사한 목표를 개발해 냈다. 하지만 그 회사는

Zappos에의해공급되는다양한제품에대해온라인으로조사

하는대부분의사람들이결국에는눈에보이는지점(支店)(물리

적으로 실재하는 지점)에서 그들의 구매를 마무리했다는 것을

또한알아챘다. 이런점에서교차경로판촉이전자상거래를자

신들의더큰기업전략속에통합하기를기대하는회사에흔히

상당한이점이될수있다. 

Zappos의소비자들이제품조사는온라인매장에서하고실제

구매는오프라인매장에서했다는사례를통해전자상거래전

정답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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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람들의정신에대한강조

④의료의단순화

⑤자연과음식의조화

● [The notion {that the removal of a malfunctioning or

diseased part of the body could be beneficial,

without attending to its relations to other parts of the

body}], would have been too simple-minded for the

Chinese to contemplate. 
➞ [ ]로 표시된 부분이 이 문장의 주어인데, [ ] 내에서

{ }로표시된 that절이 notion의동격표현이다. { }

내의 attending의내용상주어와명사 removal의내용상

주어는동일하다.

략은실제눈에보이는물리적인매장과서로보완되어야한다

고주장하는내용의글이므로, 빈칸에들어갈가장적절한것은

②‘소비자가이용할수있는실재하는현실세계의존재’이다.

①온라인서비스를향상시키려는지속적인실행계획

③고객에게더큰융통성을제공하는기술적인혁신

④위급상황대응태세를증진하기위한믿을수있는위기관리

⑤고객정보의경제적가치에대한이해

● Online retailer Zappos, for example, developed

goals that were similar to other companies

[beginning an e-commerce venture, {centering on

the idea of both cutting costs and increasing revenue

through the use of online services and transactions}].
➞ [ ]로 표시된 부분은 other companies를 뒤에서 수식

하고있다. { }로표시된부분은 beginning과동시상

황을나타내는분사이다. 

● However, the company also noticed [that most of the

people {who did online research on various products

offered by Zappos} eventually completed their

purchase at a physical branch].
➞ [ ]로표시된 that절은 noticed의목적어이다. { }로

표시된 관계절은 most of the people을 수식하고 있고,

offered by Zappos는 앞에 있는 various products를

수식하고있다. [ ]로표시된부분에서동사는completed

이다.

1144..
⑤

요약의어려움

사실, 요약하기는모든분야의사람들에게어렵다. 많은

유명한소설가들, 즉 Mark Twain과 Ernest Hemingway가

떠오르는데, 그들은편집자에게원고의과도한길이를후회하며

그들에게더많은시간이있었다면작품이절반길이가되었을

것이라고 서신을 보냈었다. Winston Churchill은 5분 전에

통지를받으면하루종일말을할수있지만말할시간이 5분밖

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준비하는 데 하루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시인 Edwin Arlington Robinson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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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②

에너지소득의개념

현대사회와에너지와의관계를이해하려면에너지를소

득, 저축, 지출의범주와연관지어돈으로생각하는것이도움이

된다. (B) 세계의 연간 에너지 소득은 새로운 공급원으로부터

매년획득하는모든에너지이다. 수력전기, 태양에너지, 바람

과같은재생에너지기술이직접또는간접적으로그러한것처

럼 나무와 다른 식물도 태양으로부터 에너지 소득을 모은다.

(A) 재생에너지는대부분지구의태양열봉급에의존하기때문

에태양이비치는한재생가능하다. 하지만에너지를획득하는

능력이감소하면에너지소득은실질적으로감소한다. (C) 이런

일은회복될수있는속도보다삼림이더빠른속도로벌채되고

경작에알맞은토양이물에쓸려내려가게될때일어나농부들

이이용가능한에너지획득량을제한한다.

정답

소재

해석

처럼보인다. 하지만오늘날미국에서태어나는모든아기는오

늘날인도에서태어나는아기에비해저마다일생동안 80배나

많은자원을소비하게될것이라는사실은기억할가치가있다. 

(A) 빈칸앞에는개발도상국의지속적인인구증가에대해서이

야기하다가뒤에서는유럽의인구감소에대해이야기하므로대

조를나타내는 In contrast가들어가야한다. (B)의빈칸앞에

는덜개발된나라의인구수가전체인구의높은비중을차지하

고있는데 (B)의빈칸뒤에서이곳에서태어난아이가사용하는

자원이산업화된나라에서태어난아이보다훨씬적다는비교적

대조적인내용이나오므로However가들어가야한다. 

● However, it is worth remembering that each baby

[born in the USA today] will consume eighty times

more resources in their lifetime than a baby [born

today in India]. 
➞ [ ]로표시된두개의분사구문은앞에있는 each baby

와 a baby를각각수식한다. 「배수사`＋비교급」구문이쓰

여둘사이의비교를나타내고있다. 

1155..
②

지역에따라다른미래의인구증가

과거에인구증가가지리적으로불균등하게이루어져왔

듯이앞으로수십년동안에도인구증가가지리적으로불균등

하게이루어질가능성이있다. 미래의인구증가의 90%는개발

도상국에서이루어질것인데, 그곳은증가한인구가필요로하

는자원에대한대처를가장못할지역이다. 인구증가가아시아

에서가장많았다. (그리고가장많을것이다.) 반면에유럽에서

의인구증가는멈춘것처럼보이고유럽에서인구수는실제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약 80%는 덜 개발된

나라에서살고있다. 산업화된나라의사람들은단지세계인구

의 20%만을구성하고있고, 이비율은 2020년에, 이때는산업

화된나라가더많이있겠지만, 16%로감소할것이확실할것

정답

소재

해석

나이가들자“이제나이가 60이넘어짧은시를쓰는것이너무

힘에부치네요.”라고평하면서짧은운문을쓰는것에서긴작품

을쓰는것으로전환했다. 이런사람들이말하기를글쓰기의정

수는페이지에 (단순히) 낱말을늘어놓는것이아니라불필요한

것을인식하여지우는것을배우는것이다.

요약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좋은 글이나 연설은 짧고 간결한

것이며작가들은압축된짧은글을만드느라많은시간과노력

을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즉, 글쓰기의 정수는‘불필요한 것을

인식하여지우는것을배우는것’이라는말이빈칸에들어가야

한다.

①뇌의신호를말로변환하는것

②생각을실제세상속으로내보내는것

③선과악사이에서선택하는것

④다른사람의자원을활용하는것

● ~ if they had had more time, the work would have

been half as long.
➞주어진구문은과거의사실과반하는가정을할때사용하

는가정법과거완료구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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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⑤

표현방식에서의문화적차이

다른기준들처럼표현방식은흔히문화적요소에의해

어떤한쪽으로치우치게된다. 예를들면, 미국남부출신의사

람들이남부지역특유의말투로더느리게말하는경향이있다.

이러한느린말투를느리게말하는뉴욕사람의말과동일시하

는것은잘못일것이다. 뉴욕사람에게는그특별한 (느린) 말투

가어쩌면 (그들의) 성격을나타내고있는것이겠지만, 남부사

람에게 그 느린 말투는 지역적 문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쳐다보는방식인응시하는것의차이를생각해보라. 대

화에서미국백인들은듣는동안에는상대방을쳐다보는경향이

있지만말할때는다른곳을본다. 미국의흑인들은말을하면서

상대적으로더많이쳐다보고 (상대방의) 말을들으면서는상대

정답

소재

해석

에너지를돈으로생각하라는주어진문장에이어에너지소득의

개념을설명한 (B)가이어져야하고, 에너지소득의감소를언

급한 (A)가 (B) 다음에와야한다. 한편, (C)의 This는 (A)에

서언급한에너지소득의실질적감소를가리키므로 (B)–(A)–

(C)의순서가적절하다.

● To understand modern society’s relationship to

energy, it is helpful [to think of energy as money,

with related categories of income, savings, and

expenditures].
➞ to부정사가 이끄는 [ ]가 내용상의 주어로 쓰였고 it은

형식상의주어로쓰인구문이다. ‘~라고생각하는것이도

움이된다’는뜻으로해석한다.

● Trees and other plants collect energy income from

the sun, [as do renewable-energy technologies like

hydro, solar, and wind,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 as는 접속사로‘~듯이/처럼’이라고 해석하고 [ ] 안의

do는앞에있는 collect energy income from the sun

을 대신하고 있으며 renewable-energy technologies

like ~ wind와do가도치된형태이다.

적으로덜쳐다본다. 이러한문화적규범이고려되지않는다면

성격을판단하는데오류가생길것이다. 예를들면, 백인은흑인

이그가실제로그런것보다덜협력적이라고판단할수도있다.

①다음부터⑤앞문장까지가다양한표현방식이문화적요소

에의해나타나게된다는점을미국의두지방의말투와응시의

방법을예를들어서설명하고있다. ⑤이후의문장이앞에제시

된글의구체적인예를제시하고있는글의흐름상, 주어진문

장, 즉다양한문화적규범이고려되지않는다면상대방의성격

을판단하는데오류가생길수있다는내용은백인이흑인의표

현방식으로인해흑인을덜협력적이라고판단할수있다는구

체적인예를포함하고있는⑤바로전에오는것이자연스럽다. 

● It would be a mistake [to equate this slow speech

with the speech of a New Yorker {who speaks

slowly}]; for the New Yorker the unusual (slow)

speech is probably revealing of personality, but for

the southerner the slow speech is reflective of

regional culture. 
➞ It은형식상의주어이고 [ ]로표시된 to부정사구가내용

상의주어이다. { }는관계대명사who로이끌어지는관

계절이고선행사 a New Yorker를수식한다.

● ~ African-Americans do [relatively more looking

{while talking}] and [relatively less looking {while

listening}].
➞동사 do는 [ ]로표시된두개의목적어를가지며그둘

은 and에의해서병렬구조로연결되어있다. 각각의 [ ]

안에서 { }는 while이명시적으로표현된분사구문으

로 현재분사 talking과 listening의 의미상의 주어는

African-Americans이다.

1188..
⑤

조건화

공포증을앓고있는환자의사례연구는여러가지비이

성적인공포가고전적조건화를포함하는경험으로거슬러올라

정답

소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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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2200..
19.④ 20.⑤
화석배열의특성

화석의존재는수세기동안알려져왔지만, 1700년대후

정답

소재

해석

반과 180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지질학적 도구로서의

그것들의중요성이분명해졌다. 이 기간동안영국의엔지니어

겸운하건설업자인 William Smith는자기가작업하던운하

에서각각의암석층에그위나아래쪽의지층에있는것들과는

다른화석이들어있는것을발견했다. 더구나, 광범위하게분리

된지역의퇴적층은그들의독특한화석내용에의해무엇인지

밝혀지고서로의상관관계를보일수있다는것을알아차렸다.

Smith의 고전적 관찰과 그 이후의 많은 지질학자들의 발견에

근거하여역사지질학에서가장중요하고기본적인원리중하나

가만들어졌다. 즉화석생물은명확하고확인할수있는순서로

서로의뒤를잇기때문에어떤시기도화석의내용을보면알아

낼수있다. 이는화석천이의원리라고알려지게되었다. 다시

말하면, 화석이나이에따라배열될때마구잡이의형세를보이

지않는다. 반대로, 화석은시간에따라생명의진화를기록하는

변화를보여준다. 

예를들면, 삼엽충시대는화석의기록에서꽤이른시기에알아

볼수있다. 그리고연속해서고생물학자들은어류의시대, 석탄

습지의시대, 포유류의시대를알아본다. 이러한‘시대’는특정

시기에특히풍부하고전형적이던집단과일치한다. 각각의시

대안에는가령특정한삼엽충과특정유형의어류, 파충류등을

기반으로하는여러가지하위시대구분이있다. 이처럼지배적

인생명체의동일한천이는결코순서에서벗어나지않으며, 모

든대륙에서발견된다.

19. 이글의중심생각은화석이시간의확인이라는측면에서

중요한지질학적기여를한다는것이다. 따라서글의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Fossils as Tools for Identifying

Time Periods(시기를확인하는도구로서의화석)’이다.

①전대륙에서의화석천이

②지질학자들이발견한것을기록하기

③암석형성층에서의화석의발견

⑤삼엽충시대에관한William Smith의이론

20. 빈칸이포함된세번째단락은이글의중심생각(즉화석

이시간의확인이라는측면에서중요한지질학적기여를한다는

것)을예를통해지원하고있다. 따라서빈칸에는바로앞에명

명된특정시대가특정시기에특히풍부하고전형적이던집단

과‘일치한다(correspond)’는표현이가장적절하다. 

①고수하다 ②적응하다 ③바꾸다 ④굴복하다

갈수있다는점을시사한다. 예를들면, 내가가르치는학생하

나는다리공포로애를먹었는데매우심하여건너야할모든고

가도로때문에주간(州間) 고속도로에서차를몰수없었다. 그

녀는어린시절에일어났던어떤일을자신의공포증의원인으

로정확히지목할수있었다. 그녀의가족은할머니를뵈러갈

때마다허물어지고있는다리를건너야했다. 그녀의아버지는

다리바로앞에서멈추어그막대한위험에대해말을늘어놓고

는했다. 순진한어린딸은아버지의공포분위기조성책략때

문에겁에질렸다. 그러므로다리는커다란공포를끌어내는조

건 반사적인 자극이 되었다. 불행히도, 그 공포는 모든 다리로

번졌다.

➞고전적조건화로이어지는되풀이되는경험은공포의형성에

원인이될수있다.

이글의중심생각은고전적조건화로이어지는반복적인경험이

공포라는감정적반응의형성에원인이될수있다는것이다. 따

라서빈칸에들어갈적절한말은순서대로‘경험(experiences)’

과‘형성(formation)’이다.

● For example, a student of mine was troubled by a

bridge phobia so severe [that she couldn’t drive on

interstate highways because of all the viaducts {that

had to be crossed}].
➞ [ ]로 표시된 부분은 결과를 나타내는 절이고, 그 안의

{ }은 all the viaducts를수식하는관계절이다.

● She was able to pinpoint {as the source of her

phobia} [something that had happened during her

childhood].
➞ [ ]로표시된부분은상위절에있는 pinpoint의목적어

인데, { }로 표시된 전치사구 뒤로 이동한 것으로 이해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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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33..
21.⑤ 22.③ 23.④
아버지와아들사이의믿음

(A) William은아버지가문가까이서있는것을볼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매우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파티가

자정까지 계속되었다. 그는 11시까지 집에 돌아오겠다고 약속

했었다. William은앞에놓인문제로부터자신을어떻게구해

야할지몰랐다. “William! 왜이렇게늦은거냐? 11시까지돌

아오겠다고약속했잖아. 거의한시가다되었다.”그는큰실수

를저질렀다는것을알았으나, 사실대로말할용기가없었다. 그

의아버지는규율을중시하는엄격한사람이었다. 그는자신의

자녀가자신이한약속을소중하게여기고존중하기를원했다.

(D)“아빠, 우리는제시간에파티에서나왔는데, 불행하게도오

는도중에 Tinker가사고를당해서우리는그를병원으로급히

데려가야만했어요.”William은아버지에게거짓말을하고있

는자신의말을들을수있었다. “오맙소사! 왜전화를하지않

았니? 내가병원으로가서너를데려왔을텐데. Tinker는지금

어떠니? 심각하니? 내일내가가서그를만나봐야겠구나.”그의

아버지는 걱정이 되었다. “아뇨, 아빠. Tinker의 부상은 전혀

심각하지않아요. 경미한부상을입었지만, 지금은완전히괜찮

아요.”William이황급히말했다. “그런데어떻게사고가난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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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t it was {not until the late 1700s and early

1800s} [that their significance as geologic tools was

made evident].
➞ { }로표시된부분은「It was X that ...」의강조구문에

서초점인 X의위치를차지하는구절이다. [ ]로표시된

부분에서 주어인 their significance as geologic tools

는동사made의대상으로해석되기때문에수동태구조로

표현되었다.

● ~, William Smith, discovered [that {each rock

formation in the canals he worked on} contained

fossils unlike those in the beds either above or

below].
➞ [ ]로표시된부분은술어동사 discovered의목적어역

할을하는절이다. 그안에서 { }로표시된부분이주어

이다.

냐?”아빠는더많은것을알고싶어했으나, William은자신

이매우피곤해서잠을푹자고싶다고말하면서급히안으로들

어갔다.

(C) 다음날아침산책을하는동안에아빠는Tinker의집으로

갔다. 그는그소년에대해걱정이되었다. 완전히멀쩡해보이

는상태로정원에앉아있는 Tinker를보고자기아들의기만

행위에대해이야기를듣게되었을때, 그의마음은슬픔으로가

득찼다. 아침식사식탁에서아버지를보지못했을때, 그는뭔

가잘못되었다는것을알았다. 그는바로그의방으로갔다. 아

빠는벽을응시하며침대위에앉아있었다. William은조용히

다가가그의옆에서서, 이렇게말했다. “아빠, 대단히죄송합니

다. 아빠의마음이그렇게많이상하실줄몰랐어요.”

(B) 그의아버지는돌아서며그를쳐다보았다. “나의기분이상

한것이아니란다, William.”그가대답했다. “나는앞으로의

우리의관계가걱정이된다. 네가그런하찮은문제에서나에게

거짓말을할수있다면다른중요한인생의문제에관해내가어

떻게너를신뢰할수있겠니? 내일네가아무리정직하려고노

력한다하더라도, 나는늘너를의심하게될것이다. 내가쌓은

신뢰의벽이완전히무너져버렸구나.”아버지의눈에나타난상

처받은표정은여러해동안 William의머릿속에서떠나지않

았다.

21. William이파티에갔다가약속한귀가시간보다늦게집

에돌아왔다는내용의 (A) 다음에, 오다가교통사고를당했다고

아버지에게거짓말을하는 (D)가오고, 다음날아버지는아들

이거짓말을했다는것을알게되었다는 (C)가온다음에, 아버

지의신임을잃은것이오랫동안 William을괴롭혔다는내용

의 (B)가마지막에오는것이글의흐름상적절하다.

22. 밑줄친 (a), (b), (d), (e)는모두 William을가리키지

만, 밑줄친 (c)의He는William의아버지를가리킨다.

23. 집에오는길에사고를당한것이아니라, 사고를당했다

고거짓으로꾸며서이야기한것이므로, ④는 William에관한

글의내용과일치하지않는다.

● When he saw Tinker sitting in the garden looking

perfectly fine and when he heard about the deceitful

behavior of his son, his heart was full of s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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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이이끄는두개의절이 and로이어져종속절을이

루고 있다. sitting in the garden looking perfectly

fine은목적격보어로사용되었고 looking 이하는동시상

황을나타내는분사구문이다. 

● I would have come to pick you up from the hospital.
➞would have come은「조동사의과거형＋have＋p.p.」의

구조로서 과거의 사실에 대한 가정을 나타내는 가정법 과

거 완료의 주절 형태이다. ‘~했을 텐데’라는 뜻으로 해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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