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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십 대들 사이에 몇 년 간의 비만율 증가 끝에, 건강 옹

호자들은 작은 변화의 징후들을 보기 시작했다. <소아과학> 저

널에 게재된 한 연구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더 많이 하고, 

과일과 채소류를 더 많이 섭취하며, 당분을 적게 먹고 있음을 보

여 주고 있다. 이는 비만 반대 메시지들이 그 의도된 결과를 얻고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정

크푸드를 기피하거나 해야 할 만큼 자주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

(a) 작은 변화의 징후들을 보기 시작했다

(b) 십 대의 식습관에 관해 궁금해하고 있다

(c) 상황이 어느 때보다 더 악화된 것을 염려하고 있다

(d) 새로운 건강 교육 계획을 전개하고 있다

저널에 게재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비만 반대 메시지들이 그 의도된 

결과를 얻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a)이다.

obesity rate 비만율   advocate 옹호자, 지지자   published 

게재된   consume 먹다, 소모하다   anti-obesity 비만 반대   

intended 의도된, 계획된   sign 징후   curious about ~에 대해 

궁금해하는   health education 건강 교육

4
덴슨 시장님께

앨런데일 지역에 소음 보호 제도 폐지를 승인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났습니다. 이로써 인근 술집과 클럽들이 더 성대하고 ‘더 흥

미로운’ 음악 공연들을 유치해 수익을 증대할 수 있으리라는 것

은 저도 이해하지만, 이렇게 밤늦도록 소음이 증가하면 저희 동

네의 고요와 안전은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술집들이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면서 도로에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폭

력 증가와 때로 이런 유흥과 관련된 절도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

다. 저는 방침을 바꿔 비즈니스보다 거주민을 중시하기를 바랍니다. 

매튜 웨스트 

(a) 방음벽을 해체하려는 결정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기를

(b) 방침을 바꿔 비즈니스보다 거주민을 중시하기를

(c) 이 동일한 결정을 도시의 다른 지역들에도 적용하기를

(d)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도로를 넓히고 새로운 정지 신호들을 

추가하기를

소음 보호 제도 폐지를 승인한 것에 반감을 표하고 그로 인해 나타날 

단점들을 열거하는 것으로 볼 때,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b)이다.

displease 불쾌하게 하다, 화나게 하다   repeal (법률을) 폐지하다   

revenue 수익   musical act 음악 공연   late into the night 
밤늦도록   disrupt 붕괴하다, 혼란에 빠뜨리다   patron 고객   

theft 절도   associated with ~와 관련된   recreation 유흥, 

오락   take down 해체하여 치우다   barrier 장벽   switch 

바꾸다, 전환하다   course 방침   stop light 정지 신호등

I   유형별 독해 전략

1 (b) 2 (d) 3 (a) 4 (b)

빈칸 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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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0년 동안, 많은 도시들이 환경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해 

왔다.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에는 더 이상 쇼핑객들에게 비닐봉

지를 주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보다 많은 사람들

이 재사용할 수 있는 가방을 갖고 다닌다. 같은 맥락에서, 사람들

은 보다 적은 전력이 가동되는 형태로 가정을 변화시키면 할인

을 받는다. 태양 전지판을 추가하는 일이나 저에너지 가전제품들

이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저렴하다.

(a) 쓰레기의 양을 줄이려는

(b) 환경을 보호하려는

(c) 전기 비용을 낮추려는

(d) 사람들이 돈을 절약하는 것을 도우려는

비닐봉지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가정을 보다 적은 전력이 가동되는 

형태로 변화시키면 할인을 받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b)이다.

take steps 조치를 취하다   plastic bag 비닐봉지   re-usable 

재사용할 수 있는   vein 방식, 태도, 정맥   run on (에너지원, 

연료 등으로) 움직이다, 작동하다   solar panel 태양 전지판   

appliance 가전제품   care for 보호하다   electricity 전기, 전력   

2
매년 전자 기기들이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들이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개선된 전화기나 컴퓨터와 

함께, 회사들은 배터리나 연결 액세서리들과 같은 함께 쓰는 모

든 장치의 특징에도 변화를 준다. 이는 기존의 전원 코드와 연결 

선들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새것들을 구입해야만 한다는 것

을 의미해 고객들의 소비를 증가시켜 짜증을 유발한다.

(a) 새 전화기들을 쓸모없게 만들어

(b) 회사들의 판매를 낮춰

(c) 새로운 소비 풍조를 창출시켜

(d) 고객들의 소비를 증가시켜

회사들이 점점 흥미로워지는 전자 기기와 함께 그 배터리와 액세서리 

등도 같이 바꾸고 있어 기존의 전원 코드나 연결선들을 쓸 수 없다는 

사실로 볼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이다.

electronic device 전자 기기   frustrated 불만스러워하는, 

좌절감을 느끼는   improved 향상된, 개선된   make changes 

to ~에 변화를 만들다   feature 특징   gadget 장치, 도구   

power-cord 전원 코드   purchase 구입하다, 구매하다   cause 

irritation 짜증을 유발하다   useless 쓸모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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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에 적절한 연결어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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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수십 년 동안 서구에서는 동양의 침술을 ‘대안,’ 즉 용인되

는 의학 영역 밖이라고 여겼다. 최근에서야 침술을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많은 서양의 의사들이 근육과 관절 통증, 

수술 후 메스꺼움을 겪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침술을 모든 면에서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동양 의사들은 치료에 음양의 개념을 결합시키는 반면, 서

양 의사들은 보다 더 제한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들은 일반적

으로 신경계에 미치는 침의 피상적인 영향만을 고려한다.

(a) 이런 이유 때문에

(b) 한편

(c) 예를 들어

(d) 비록

오늘날 서양에서도 침술을 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받아들이

지는 않는다는 일반적인 현실 뒤에, 보다 구체적으로 동양과 서양 의

사들이 침술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해 놓은 문장으로 볼 때, 빈칸에 들

어갈 연결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c)이다.

decade 10년   acupuncture 침술   alternative 대안   realm 

영역   medicine 의학, 의술   acupuncture 침술   nausea 

메스꺼움, 구토   surgery 수술   embrace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practitioner 의사   incorporate 결합하다, 통합시키다   Yin 

and Yang 음과 양   limited 제한된, 한정된   typically 보통, 

일반적으로   superficial 피상적인, 표면적인   nervous system 

신경계

2
아일랜드의 가장 유명한 명소 중 한 곳을 방문하세요! 더블린에

서 남쪽으로 차로 잠깐 가는 거리의 킬케니 성에서 8세기 전에 

부자들과 성을 관리했던 많은 소작농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발견

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 도구의 도움 없이 그 성이 어떻게 건설되

었는지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호화

로운 태피스트리와 그림들을 보면서 그 시기의 예술에 관해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킬케니로의 여행은 과거로의 여행과 

같습니다. 저희의 전문 여행 가이드들은 실제로 역사를 되살립니

다. 여행을 예약하시려면 555-2297로 오늘 전화하세요.

(a) 더욱이

(b) 실제로

(c) 그럼에도 불구하고

(d) 똑같이

8세기 전 과거 아일랜드의 부자들과 소작농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킬케니 성을 방문하는 여행의 특징을 한 줄로 요약해 표현한 문장 앞

에 들어갈 연결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b)이다.

attraction 명소   the wealthy 부자들   peasant 소작농   

fascinating 매혹적인, 흥미로운   lavish 호화로운   tapestry 

태피스트리(여러 가지 색실로 그림을 짜 넣은 직물)   expert 전문적인, 

숙련된

1 (b) 2 (d) 3 (b)

문맥상 어색한 문장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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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태생의 영국 화가인 루시안 프로이트는 불편한 심리적 분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초상화로 유명하다. (a) 프로이트는 가정

적인 환경에서 인체를 자연스럽게 묘사하면서 인체의 결점들을 

드러내었지 결코 인간 피사체를 미화하지는 않았다. (b) 프로이

트가 그리려고 골랐던 많은 사람들은 그의 가까운 친구들과 가

족, 연인들이었다. (c) 그의 후기 초상화에서는 많은 피사체들이 

무관심이나 심지어 절망의 느낌을 나타내는 포즈를 취하며 전신 

누드 혹은 부분 누드로 나타난다. (d) 종종 그 피사체들은 심리

적인 나약함을 드러내며, 그림을 보는 이를 직접적으로 응시하고 

있다.

화가 루시안 프로이트의 초상화가 갖고 있는 불편한 특징들이 지문의 

중심 내용이다. 네 개의 선택지 모두 그림의 대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

지만, (b)를 제외하고 모두 그의 초상화에 나타난 대상의 특징적인 모

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문장은 

(b)이다.

portrait 초상화   create 불러일으키다   discomforting 불편한   

psychological 심리적인   atmosphere 분위기   glamorize 

미화하다   subject 피사체, 대상   depict 묘사하다   domestic 

가정적인   indifference 무관심   hopelessness 절망   gaze 

응시하다   directly 곧장, 똑바로   vulnerability 나약함

2
아직도 이 전통을 이행하는 이들은 별로 없지만, 선물을 받은 후

에 자필로 감사의 편지를 쓴다면 고맙게 여길 것입니다. (a) 간단

해 보이겠지만,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여러분의 편지를 사려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b) 그 선물로 인해 미약하

나마 삶이 어떻게 풍요로워졌는지 같이 선물에 대한 좋은 이야

기를 언제나 구체적으로 언급하세요. (c) 추억을 언급하거나 여

러분의 관계의 좋은 점들을 고마워하며 선물을 준 이에게 감사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d) 친구의 관심사에 주목하는 것은 그의 

최근 편지에 적절히 답장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선물을 보내준 이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이런 편지를 적절하게 쓰는 방법을 말해 주고 있다. 친구의 편지에 답

장할 때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d)는 글의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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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or 지키다, 이행하다   handwritten 자필의   thoughtful 
사려 깊은   meaningful 의미 있는   mention 언급하다   enrich 

풍요롭게 하다   note 언급하다   pay attention to ~에 주목하다   

concern 걱정, 관심사   extremely 극히, 대단히   respond 

답장을 보내다   correspondence 서신, 편지

3
로봇 공학은 전자 공학과 컴퓨터 과학, 기계 공학을 결합한 복잡

한 분야이다. (a) 로봇 공학은 점차 몇몇 분야에서 로봇으로 인

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b) 수요가 높음에도 불

구하고 인공 지능 분야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c) 시각과 촉각을 지닌 로봇들은 공장의 조립 라인과 정확

한 움직임이 필요하며 무거운 것을 들어 올려야 하는 다른 곳에

서 일할 수 있다. (d) 게다가 로봇들은 높은 온도와 방사능을 잠

재적으로 견딜 수 있으며 인간에게 지나치게 위험한 일도 할 수 

있다.

(a), (c), (d)는 모두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인 반면, 인공 지능 분야의 과학자들의 수가 얼마 안 된다는 (b)는 

중심 내용과 거리가 있다. 

robotics 로봇 공학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 지능    

equipped with ~을 갖춘   visual 시각의   tactile 촉각의    

assembly plant 조립 공장   precision 정확, 정밀함   

withstand 견디다   radiation 방사능

1 (c) 2 (d) 3 (b) 4 (b)

지문의 주제 / 요지 / 목적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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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완슨 씨께

기한이 지난 당신 계좌에 1,355달러 납입을 반복적으로 요청했

습니다. 우리의 지불 요청이 무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미지불

된 잔액이 지급되거나 지불에 대한 수용할 만한 제안이 입수되

지 않는다면 10일 이내에 이 계좌를 추심 회사에 넘겨야 합니다. 

이 의무에 대한 추심 회사의 강제 회수는 당신에게 추가적인 법

적 또는 법정 비용을 초래할 수 있고 당신의 신용 등급을 손상시

킬 수 있습니다.

페기 라이언

Q 편지의 목적은?

(a) 고객에게 다양한 지불 방법들에 관해 상기시키기 위해

(b) 돈이 없는 사람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 연체 고객에게 소송에 대한 조짐을 시사하기 위해

(d) 구매 지불을 위한 할부 제도를 제공하기 위해

편지는 미수금이 지불되지 않거나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 수용

할 만한 제안이 없다면 법적 강제 회수를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정답은 (c)이다.

payment 납입   overdue 기한이 지난   turn something over 
~을 넘기다, 맡기다   collection 미수금 회수   outstanding 

미지불된   balance 잔액   enforce 집행하다, 강요하다   result 

in ~을 초래하다   impair 손상시키다, 악화시키다   credit rating 

신용 등급   threaten 위협하다, (나쁜 일이 있을) 조짐을 보이다   

delinquent 연체된   installment 분할 불입, 할부 

2
미술가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만화영화를 만들면 그들은 손으로 

그려서 수개월, 심지어 수년은 걸렸을 것을 짧은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다. 컴퓨터는 물체를 자동적으로 세밀하게 만들고 다양한 

시점에서 보여 줄 수 있다. 그것은 손으로 그린 애니메이션을 넘

어서는 사실적인 이미지와 동작을 창조할 수 있다. 실제로, 만화

영화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변화는 영화에서의 컴퓨터 그래픽 

이용을 통해 일어났다.

Q 지문의 주된 내용은?

(a)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역사

(b) 현대 컴퓨터의 다재다능함

(c) 컴퓨터를 할 줄 안다는 것의 의미

(d) 컴퓨터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의 장점

컴퓨터를 이용해 만화영화를 제작할 때의 편리한 점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마지막 문장에서 컴퓨터의 이용이 만화영화계에 가장 흥미

진진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므로 (d)가 적절하다. 

animated film 만화영화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render 
만들다   point of view 시점   versatility 다재다능   literacy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computerized 컴퓨터 처리한

3
때로 히스패닉과 라티노라는 용어를 서로 바꿔 쓸 수 있더라도, 

의미론적 뉘앙스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히스패닉은 스페인

이나 포르투갈 문화의 전통 및 언어를 좀 더 일컫는 반면, 라티

노는 좀 더 남미의 원주민 문화에 관한 것이다. 인구가 3억 8천

만이 넘는 대륙에서 이 두 개념 사이에는 국가적 차이뿐 아니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볼리비아는 스페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대략 인구의 절반으로 아메리카 원주민의 비율

이 가장 높다. 반면, 우루과이의 340만 인구의 90퍼센트 이상이 

유럽계 조상을 가지고 있으며 약 1퍼센트만이 토착 원주민 출신

이다.

Q 지문의 주제는?

(a)  히스패닉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라티노 용어의 사용만큼 정확

하지 않다.

(b)  다른 남미 국가들은 광범위하게 다양한 문화를 보여 줄 수 

있다.

(c)  볼리비아는 라티노라 불려야 하고 우루과이는 히스패닉이라 

불려야 한다. 

(d)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스페인, 포르투갈, 아메리카 원주민의 

전통이 섞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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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와 우루과이의 예를 들어가면서 같은 대륙의 국가임에도 얼

마나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b)가 적

절하다. 

interchangeably 교환 가능하게, 교체할 수 있게   Hispanic 

히스패닉계의   Latino 라틴계의   divergence 차이   semantic 

의미론적   nuance 뉘앙스   indigenous 원산의, 토착의   

continent 대륙   overlap 겹치다, 포개지다   Amerindian 

아메리카 원주민   ancestry 가계, 혈통   varying 가지각색의

4
벤투라 시 의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노리스 피어를 재건축하겠

다는 새 계획을 지난 목요일 밤에 승인했다. 듀란 공장이 2011

년에 문을 닫은 이후 이 바닷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2년간의 논쟁은 최고조에 있었다. 내년 1월까지 휴회에 들

어가는 의회의 최종 회의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 시 의원 

짐 퀸테로는 이 계획이 시내 중심지와 관련해 오랫동안 질질 끌

어온 일부 이슈를 마침내 시험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하지

만 부두와 주차 시설 등을 포함한 개발 계획의 특정 관점에 대해

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Q 지문의 주제는? 

(a) 의회 결의안 성공을 위협하는 논란

(b) 마을 일부를 재개발하자는 의회의 제안 

(c) 건물 짓기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행함에 있어서 자금 부족 

(d) 시내 지역 재건에 대해 시들어가는 대중적 지지 

지난 2년간 질질 끌어오던 바닷가의 공장에 대해 재건축을 하자는 의

회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이므로 정답은 (b)가 된다. 

controversial 논란이 많은   rebuild 재건하다   culmination 

정점, 최고조   oceanfront 바다 가까이 있는, 임해의   recess 

휴회를 하다   alderman 시의원   lingering 오래 끄는   scheme 

계획, 제도   deficiency 결핍, 부족   implement 시행하다

1 (d) 2 (a) 3 (a) 4 (b)

세부 내용 찾기
U n i t

05 P 57

1
학문적 표절의 기준은 어떤 의미에서 법적 기준보다 더 엄격하

다. 법적으로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들을 사전 동의 없이 이용하

는 것을 제한한다. 하지만 학교와 대학에서는 저작권이 있든 없

든, 공용 도메인이든 아니든, 출처를 밝혀 인용하지 않은 것은 학

문적 표절이 된다. 정확한 방침은 학교나 교사에 따라 약간 달라

질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의 작업물을 자기 것인 양 잘못 재현

하는 것은 낙제나 제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

칙이다. 더 나아가, 적절하게 인용한다 해도 다른 사람의 아이디

어나 어구로 대부분을 구성한 학술 논문들은 여전히 표절로 간

주될 수 있다.

Q 학문적 표절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a) 표절 법이 학문적 작업에 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b) 학생들이 출처를 표시한다면 결코 표절하는 것이 아니다.

(c) 대학 환경에서 저작권 있는 자료는 어떤 것도 이용될 수 없다.

(d) 관습법에서 표절 아닌 것이 학계에서는 표절일 수 있다.

학문적 작업의 표절은 법적 수준보다 더 엄격하다는 첫 문장에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제시된 것으로 볼 때, 학문적 표절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이다. 마지막 문장에서 적절한 인용도 

표절이 될 수 있다고 하므로 (b)는 옳지 않다.

plagiarism 표절   copyrighted 저작권이 있는   restricted 

제한된   prior consent 사전 동의   failure 하지 않음   cite 

인용하다   domain 영역, 범위   vary 달라지다   instructor 
강사   principle 원칙   representation 재현   expulsion 제명   

consist of ~로 되어 있다   wording 표현법, 어구   deem ~로 

간주하다   apply 적용되다   plagiarize 표절하다   setting 환경, 

장소   common law 관습법   academia 학계

2
놀란에게

북 클럽에서 읽을 책 <빛나는 바다> 읽어 봤니? 난 어젯밤에 앉

아서 다 읽었는데 이게 믿겨져? 한동안 내가 읽은 책 중에 가장 

빨랐어. 지금까지 넌 어땠는지 말해 줘. 난 좋았고 다가오는 모임

에서 그것에 관해 말할 것들이 아주 많아. 너 오는 거지? 아직도 

내가 널 데리러 가길 원한다면, 좀 여유 있게 7시 30분쯤 들를게. 

연락 주고 이번 주 잘 쉬길 바랄게, 안녕!

케일리

Q 이 편지에 따르면 다음 중 옳은 것은?

(a) 케일리는 놀란과 북 클럽에 같이 갈 의향이 있다.

(b) 놀란은 케일리보다 책에 대해 덜 열정적이다.

(c) 케일리는 대게 놀란보다 책들을 빨리 읽는다.

(d) 놀란과 케일리는 서로 북 클럽에서 만났다.

편지를 쓴 케일리가 놀란에게 아직도 자신이 데리러 가길 원한다면  

7시 30분쯤 들르겠다고 한 내용으로 볼 때, 이 편지에 따른 내용으로 

옳은 것은 (a)이다.

in a while 한동안   a bunch of 다수의, 많은   stuff to say 

말할 것   upcoming 다가오는   pick ~ up ~을 태우러 가다   

swing by 들르다   hear from ~에게 연락을 받다, 소식을 듣다   

enthusiastic 열정적인, 열광적인



6

사냥과 채집에서 곡물을 생산하는 농업 혁명으로 식량이 확보된 반면, 

곡물 기반의 음식인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서 구강 건강이 더 악화되

었다는 내용으로 볼 때, 충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b)이다. 지

문의 내용만으로 구석기 시대에 곡물이나 당분이 들어간 식단이 없었

다는 것은 알 수 없다.

agricultural revolution 농업 혁명   Neolithic 신석기 시대의   

sustain 부양하다   drawback 결점, 문제점   gathering 

채집   feast or famine 기복이 심한   worsen 악화시키다   

carbohydrate 탄수화물   ingest 먹다, 삼키다 

decay 썩다   substantiate 입증하다   skeletal 뼈대의, 골격의   

exhibit 보이다   incidence 빈도, 발생 정도   Paleolithic 구석기 

시대의   counterpart 상대자, 대응 관계에 있는 것   sugar cane 

사탕수수

1 (b) 2 (c) 3 (a) 4 (d)

추론 가능한 정답 찾기
U n i t

06 P 63

1
관료주의라는 근대적 개념은 공식적으로 막스 베버에서 시작되

고, 사실 그의 많은 개념들이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정부들이 실

천한 만큼 행정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정부나 기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료주의에 관한 베버의 생각 이전에 이 개

념은 군주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대의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

는 것으로 보였다. 본래의 관료주의 개념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

분 모두 적용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이 용어를 주로 공공 기관에

만 쓴다.

Q 지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a) 베버의 발명 전에는 관료주의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b) 베버 이후로 관료주의적 통치가 널리 확산되었다.

(c) 베버의 관료주의 개념은 공공 기관에 한정되었다.

(d) 관료주의의 현대적 정의는 베버가 만들었다.

첫 문장을 통해 관료주의라는 개념이 베버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베버

로 인해 다시 정리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b)가 정답이다. 

베버의 관료주의는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c)는 

옳지 않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문장에서 오늘날 이 용어가 공공 기관

에 한하여 쓰인다는 것으로 보아 베버의 개념이 현대에 와서는 의미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d)도 옳지 않다.

notion 개념   bureaucracy 관료주의   formally 공식적으로   

rational 이성적인   monarchy 군주제   incompatible 양립할 

수 없는   representative democracy 대의민주주의   term 

용어   governance 통치, 관리   contemporary 현대의   coin 

새로운 낱말을 만들다

3
한 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많은 것들이 포

함된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한 사회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측정

하고자 한다. 물리적 환경 상태는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

다. 다른 것들로는 범죄 또는 지속적인 악물 남용이 얼마나 발생

하는지가 포함된다. 교육과 다른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권

리 또한 해당된다. 그리고 공공 원조로 불리든 사회 프로그램으

로 불리든, 불우한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정부의 사회복지

에 대한 기여가 된다. 종교 집단과 자선 단체, 재단들 또한 한 나

라의 사회복지에 포함된다.

Q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a)  한 사회에서 국민이 얼마나 잘사는지가 사회복지에 의해 평

가된다.

(b) 정부는 사회복지의 가장 큰 요소이다.

(c) 개개의 자선 활동 수준은 포함되지 않는다.

(d) 교육의 일반적인 기회는 고려하지 않는다.

사회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글로 정답은 (a)이다. 한 사회

의 총체적인 삶의 질에서 물리적 환경, 범죄, 약물 남용, 교육 수준, 서

비스, 정부의 재정적 지원, 사회단체까지 평가 요소를 나열하고 있다. 

국가적 수준뿐만 아니라 민간의 사회단체까지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

고 하므로 (c)는 옳지 않다.

criteria 기준(criterion의 복수형)   social welfare 사회복지   

encompass 포함하다   measure 측정[평가]하다   overall 
전반적인   drug abuse 약물 남용   account for 설명하다, 

차지하다   financial assistance 재정적 지원   the less 

fortunate 불우한 사람들   constitute ~이 되다   foundation 

재단   assess 가늠하다   component 요소   philanthropy 

자선 활동   

4
신석기 시대의 농업 혁명은 더 많은 사람들을 부양하는 장점이 

있었음에도, 적어도 하나의 문제점을 남겼다. 사냥과 채집 생활 

방식은 식량 사정의 기복이 심했지만, 곡물 기반의 음식물은 사

람들의 구강 건강을 더 악화시킨 듯하다.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더 많이 섭취하면, 입안에 산이 더 많이 생성되고 치아가 더 많이 

썩는다. 이는 초기 남성의 해골 기록으로 입증된다. 신석기 시대 

두개골들은 그들의 앞선 구석기 시대의 것들과 비교해 충치 발

생률이 더 높았음을 보여 준다. 사탕수수를 더 가까이한 중세 시

대에도 이런 경향이 드러났다.

Q 지문에 따르면 충치에 관해 옳은 것은?

(a) 문명을 위해 치러야 할 적은 대가이다.

(b) 농업으로의 전환은 더 많은 충치를 불러왔다.

(c) 사냥꾼들과 채집가들은 치아를 더 잘 관리했다.

(d)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식단에 곡물이나 당분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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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트르담 대성당은 300년대부터 있었던 구 성당을 대체하기 위

해 1160년에 건축이 의뢰되었으며 종교 전쟁이었던 위그노 전

쟁과 프랑스 혁명의 폭동, 제2차 세계 대전의 공습으로 인해 부

분적으로 파손되거나 파손의 위협에 처하기도 했다. 이 대성당이 

완공되는 것을 파리인들이 본 것은 공사를 시작한 지 거의 200

년이 지난 후였다. 이것이 길게 보인다면,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

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1882년 이래로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성당 건축은 보통

의 의미에서의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소 기독교적이며 공동

체 기업의 수준이다.

Q 지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a)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은 제2의 노트르담 대성당이다.

(b) 프랑스는 지금도 고대 성당을 짓고 있다.

(c)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건축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d) 바르셀로나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교훈을 배웠다.

200년이나 걸려 공사한 노트르담 대성당과 유사한 예로 사그라다 파

밀리아 대성당을 꼽고 있는데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므로 앞

으로 완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commission (일 등을) 의뢰[주문]하다   cathedral 대성당    

partial 부분적인   destruction 파괴   Huguenot 위그노  

교도(16, 17세기경 프랑스 신교도)   rebellion 폭동, 반란   French 

Revolution 프랑스 혁명   aerial 항공기에 의한    

initiation 시작, 착수   ecclesiastical 기독교의  

3
댄! 있지, 네 이메일을 처음 받았을 때 확신할 수 없었어. 내가 아

는 댄 코헨은 한 사람뿐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내가 그 사람

을 안 것은 오래 전이고, 그때는 내가 꼬마였을 때였지. 알아내는 

데 오래 걸렸고 마침내, 그래, 정말로 이 사람이 내 과거의 모든 

사진들 속에 있는 바로 그 댄 코헨과 동일인임을 깨달았어. 사

팔로 섬에 갔던 그 친구. 중학교 때 닭다리를 해부하고 펠릭스와 

어울려 다니며 그의 지하실에 저장되어 있던 사과 발효주를 마

셨던 바로 그 친구라는 것을 말이야.

Q 이메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a) 필자는 어릴 적 친구에게 답장을 보내고 있다.

(b) 필자는 팬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답장하고 있다.

(c) 필자는 최근에 우연히 옛날 친구를 만났다.

(d) 필자의 친구는 사진을 많이 찍었다. 

필자가 댄을 어렸을 적에 알았고, 이메일을 쓴 사람이 바로 과거의 사

진 속에 있는 바로 그 댄 코헨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므로 필자가 답장하는 사람인 댄 코헨이 그의 어릴 적 친구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dissect 해부하다   junior high 중학교   hang out ~와 시간을 

보내다   ferment 발효하다   store 저장하다   admirer 팬, 숭배자   

by accident 우연히

4
우리는 대중교통 수단의 극심한 부족 사태는 물론 플로리다 주 

남부 주민들이 직면한 교통 상황을 심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최근의 한 조사에서 마이애미 지역이 시내 교통 체증이 전국 

최악인 도시 5위를 차지했다. 포트로더데일 지역은 15위, 웨스

트팜비치-보카러톤은 32위였다. 플로리다 주 남부의 인구는 현

재 약 500만 명이다. 2030년까지 50퍼센트가 증가해 750만 

명이 될 전망이다. 지금 도로에 차가 1.5배 증가한다고 상상해 

보라. 이동 시간은 해마다 17퍼센트씩 늘어날 것이다. 지체 시간

은 1986년 이래로 두 배가 되었다. 앞으로 5년간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30분 걸렸던 여정이 56분 걸리게 될 것이다.

Q 플로리다 주 남부 사람들에 관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a) 그들은 이 지역에 새로운 주민들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b) 그들은 전국에서 가장 거친 운전자들이다.

(c) 그들은 주차장을 더 많이, 더 넓게 지어야 한다.

(d) 그들은 더 나은 대중 수송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 

플로리다 주 남부의 심각한 교통 상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하고 

인구가 계속 늘어날 전망에서 현 추세가 계속될 경우 벌어질 상황을 

예측하고 있다. 첫 문장에서 대중교통 수단의 극심한 부족에 대해 언

급하고 있으므로 운송 체계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take a serious look at ~을 심각하게 살펴보다   resident 
거주자   woeful 극심한   rank 순위를 매기다   urban 도시의   

project 전망하다   influx 유입; 쇄도   desperately 절실히   

transit 운송,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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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육 부원장 구인

국제언어교육그룹(ILEG)은 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하면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상 경력이 있는 세계적인 언어 교

육 그룹입니다. 저희는 1995년 이래로 120개국 이상의 외국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언어 프로그램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선생님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원

장을 찾고 있습니다. 고용된 부원장은 양질의 학생 지원 서비스

를 제공하고 최적의 학생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원장과 함께 일

하게 될 것입니다.

필수 자격 요건 및 자질:

- 학사 학위 (비즈니스 혹은 교육 분야 우대)

-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 경험

-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

- 언어 및 문화 교육에 대한 열정

필수 경력:

- 최소 3년의 관리직 경험

연락처:

-   이력서, 자기 소개서, 추천서를 recruitment@ILEG.com로 

보내주세요.

- 마감일은 4월 28일 목요일입니다.

Q1 공지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a) 부원장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b) 언어 교사를 고용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공지하기 위해

(c) 경영진의 중간 관리자를 고용하기 위해

(d) 외국어 교육 기관을 홍보하기 위해

Q2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자격요건을 무엇인가?

(a) 비즈니스 혹은 교육분야에서의 석사 학위

(b) 외국 학생들을 위한 근무 경력

(c) 몇몇 언어에서의 뛰어난 언어 능력

(d) 언어 및 문화에서 교육 경력

Q1. 

국제언어교육그룹에서 구인하는 광고지문이며, “We are looking 

for an assistant director who can design programs and 

support teachers.”라는 문장을 통해 부원장의 지위이며, 중간 관리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정답은 (c)이다.

Q2.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Training experience 

with international students”라는 구문을 통해 외국 학생들과의 

근무 경력이 필요하므로, 정답은 (b)이다.

award-winning 수상경력이 있는   high-quality 양질의   

facilitate 촉진시키다, 용이하게 하다   optimal 최적의   

qualification 자격요건   attribute 특성, 자질   passion 열정   

managerial 경영의   notify 알리다   institute 기관   graduate 

degree 석사 학위  

3~4

https://www.conservationist.com/worldnews/Asia/

finedust

단지 바람의 먼지일까?

마크 타일러 | 6월 2일

기사 전문 읽기 ▼

대기 오염 수준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한국 기상 

당국은 국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을 피할 것을 경고했다. 

지난 주말 한국 기상청(KMA)은 대기중 미세먼지 입자 밀도가 

대부분의 도시 지역에서 1평방미터당 83-160 마이크로그램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으며, 그것은 올해 가장 나쁜 수준에 도달한 

것이었다.

미세먼지 수준이 한국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최근에 급증하게 되

었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다. 몇몇 과학자들은 고밀도의 

미세 먼지가 중국에서 기원한다는 보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

나, 다른 과학자들은 최근의 미세먼지는 국외 요인보다는 국내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 및 국외 요

인의 기여율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한국 기상청 대변인은 그

들이 단기간의 분석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항을 제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호흡기관에 침투하여 해를 끼칠 수 있고 폐암과 심

장병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실내에 머물도록 권장되고 있다. 비록 미

세먼지의 건강상의 영향에 대한 증거가 축적되어 왔으나, 의학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한 자세한 미세먼지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는 알려진 바가 없다.

Q3 한국에서 환경 문제로 어떤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가?

(a) 폐암과 심장병의 증가

(b)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인한 급증하는 미세먼지 수준

(c) 예상하지 못한 기상학적 변동들

(d) 외국에 의해 유발된 대기 오염

Q4 글쓴이가 동의할 것 같은 것은 무엇인가?

(a)   최근의 높은 미세먼지 수준의 실제 원인에 대한 공통의 의견

이 있다.

(b)   정부 당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c) 한국 기상청은 미세먼지 수준에 관한 많은 정보를 숨겨 왔다.

(d)   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실내 활동은 야외 활동보다 더 안

전한 것 같다.

Q3. 

한국에서의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하는 지문이며, 그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원인에 의한 미세먼지 수

준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글의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

답은 (b)이다.



정답 및 해설  9

I 유
형

별
 독

해
 전

략

Q4. 

미세먼지의 수준이 심각한 상황에서, “are strongly advised to stay 

indoors”라는 구문을 통해 실내 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야외 활동

보다 실내 활동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d)이다.

authority 당국   abstain from ~로부터 피하다   exert 

oneself 노력하다, 분투하다   pollutant 오염물질   density 

밀도   fine dust particle 미세먼지 입자   controversy 논란   

upsurge 급증하다   originate 기원하다   spokesperson 

대변인   analytical 분석적인   infiltrate 침투하다   respiratory 

호흡기의   accumulate 축적하다   meteorological 기상학의   

fluctuation 변동, 변화   consensus 공동의 의견, 합의   

conceal 감추다   vulnerable 취약한

5~6
우주 탐사의 어려움들

비록 과학자들은 화성에서 과거의 물의 활동에 대한 단서를 보

유하는 다양한 바위와 토양에 대하여 찾으려고 시도했으나, 화

성을 탐사하는 임무는 어려움과 복잡성 때문에 여러 차례 실

패했다. 전문가들을 그것을 ‘화성의 저주’라고 부른다. 첫 번째 

두 대의 탐사선들은 ‘포보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련에 의해 

1988년에 화성에 보내졌으나, 비활성화된 자세 제어용 추진체 

때문에, 그리고 내장 컴퓨터의 기능 장애 때문에 실패했다. 몇 년

이 지난 이후, ‘마스 옵저버’가 1992년에 나사에 의해 발사되었

으나, 화성에 접근하는 데 실패했다. ‘글로벌 서베이어’와 ‘패스파

인더’의 일련의 부분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실패는 추후 

몇 년 동안 발생했다.

이후에, 화성 탐험 탐사 임무라고 불리는 로봇 우주 임무는 두 

대의 화성 탐사선인 ‘스피릿’과 ‘오포튜니티’를 포함하여 2003년

에 나사에 의해 기획되었다. 나사는 화성의 표면과 지질을 탐험

하기 위하여 두 대의 탐사선을 발사하여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

다. 탐사선 ‘스피릿’이 2010년에 비활성화되었으나, 탐사선 ‘오포

튜니티’는 활성화된 상태로 남아있으며, 화성에 대한 정보를 지

구로 전송하고 있다. 상판 표면에 위치한 태양 전지로 전력을 공

급 받는 그것들은 궤도를 도는 탐사선 및 지구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된 통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들은 또한 

화성의 표면을 탐사할 수 있는 7개의 도구들을 가지고 있었다.

Q5 지문의 주제는 무엇인가?

(a) 화성에서 새롭게 발견된 물의 활동의 증거

(b) 화성 탐사의 실패와 성공

(c) 화성 탐사가 몇 번에 걸쳐 실패했던 이유들

(d)   화성에 대한 정보를 보내고 있는 나사의 두 대의 우주 탐사

선들

Q6 지문에 따르면 옳은 것은?

(a)   과학자들은 화성의 바위와 토양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축적

해왔다.

(b) 소련은 화성에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보낸 최초의 국가였다.

(c)   나사는 화성의 대기를 조사하기 위해 ‘스피릿’과 ‘오포튜니티’

를 착륙시켰다.

(d)   화성에 대한 우주 탐사선들은 상판에 장착된 태양 전지로 전

력이 공급되었다.

Q5. 

화성 탐사와 관련한 지문이며, 화성 탐사 초기의 실패와 최근의 성공

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화성 탐사의 실패와 성공이 이 글의 주제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b)이다.

Q6. 

화성 탐사를 위해 발사된 탐사선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Powered 

by a bank of solar cells in their upper surface”라는 구문을 

통해 상판에 장착된 태양 전지로 전력이 공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

므로, 정답은 (d)이다.

probe 조사하다   clue 단서   complexity 복잡성   curse 

저주   deactivate 비활성화하다    thruster 반동추진엔진   

malfunction 기능장애   launch 발사하다   partial 부분적인   

subsequently 이어서, 연속해서   rover 탐사선   keep in 

touch with ~와 연락을 취하다   orbit 궤도를 돌다   an array 

of 다수의   investigate 조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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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EST 1� P 98

Part I 

1
코끼리들의 진화 역사는 그들의 조상, 매머드가 많은 이들이 생

각했던 것처럼, 공룡 시대에 살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심지어 더

욱 놀랍게도, 매머드는 6,500만 년 전에 살았던 쥐 크기만큼 작

았던 포유동물로부터 유래하였다. 공룡이 멸종한 뒤 5백만 년이 

지나서야 지구상에 최초의 원시적인 코끼리가 등장했다. 그 생물

체는 작고, 돼지처럼 생긴 포유동물로 우리가 오늘날 코끼리라

고 아는 것보다 하마와 더 닮은 모습이었다.

(a) 공룡들에 관한 새로운 정보는

(b) 매머드 DNA 연구는

(c) 코끼리들의 진화 역사는

(d) 여러 알려지지 않은 종들에 관한 증거는

지문에는 공룡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았고(a), 매머드 DNA
에 관한 언급도 없으며(b), 알려지지 않은 종들에 대한 내용 또한 없다

(d). 코끼리의 조상인 매머드의 유래 및 최초 원시적인 코끼리의 모습

을 기술한 문장으로 볼 때, 코끼리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c)이다. 

ancestor 조상   mammoth 매머드   originate from 

~로부터 유래하다   mammal 포유동물   extinction 멸종 

primitive 원시적인   creature 생명체   hippopotamus 하마   

information 정보   evolutionary 진화의   evidence 증거   

species 종

2
여러 해 전, 강도 높은 대중 계몽 캠페인과 광범위한 예방 접종

으로 흔하면서도 장애를 초래하는 한 질병을 서부 지역에서 몰

아냈다. 혹은 그렇게 여겨졌다. 하지만 올해 미네소타에서 네 건

의 발병이 있었는데 거주민들의 종교적 믿음이 그들 스스로를 

현대 의술로부터 격리시킨 한 작은 지역 사회에서 발생한 일이

다. 질병 전문가들은 그 바이러스가 어디서, 어떻게 다시 나타났

는지 확인할 수 없고, 그 재발 상황은 소아마비를 영구히 퇴치하

는 것이 누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울 수 있음을 말해준다.

(a)  소아마비를 영구히 퇴치하는 것이 누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울 수 있음을

(b) 대체로 예방 접종은 질병과 싸우는 데 효과가 없음을

(c)  전문 의료진들이 소아마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거

의 알지 못함을

(d) 소아마비에 관한 정보 전달이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대중 계몽 캠페인과 예방 접종으로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소아마비)을 

몰아냈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다시 이 질병이 재발된 상황이 제시되

었다. 소아마비를 뿌리 뽑지 못했다고 해서 (b)에서처럼 예방 접종이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며 (c)에서처럼 의료진들이 

소아마비의 영향을 거의 알지 못했다는 결론 또한 내릴 수 없다. 그리

고 질병에 대해 강도 높게 캠페인을 했다는 것을 보아 정보 전달이 매

우 제한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아마비를 뿌리 뽑는 것이 예상보다 

어렵다고 한 (a)가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다.

intense 강도 높은   widespread 광범위한, 널리 퍼진   

vaccination 예방 접종   eliminate 몰아내다, 제거하다   

crippling disease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   emerge 나타나다, 

떠오르다   religious belief 종교적 믿음, 신앙 isolate 격리하다   

medical practice 의술, 의료 행위 resurface 재등장하다   

reappearance 재발, 재출현   demonstrate 보여 주다, 나타내다   

polio 소아마비   for good 영원히   ineffective 비효과적인, 

효과가 없는   combat 싸우다   medical professional 전문 

의료진   spread 확산,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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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AC
TU

AL TEST 1

3
많은 이들이 짐 헨슨을 아는데, 이는 그가 인형극 세계에서 보여 

준 놀라운 혁신 때문이다. 하지만 브라이언 제이 존슨이 쓴 헨슨

의 새 전기를 보면, 헨슨의 팬들은 그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들 

–<머펫쇼>와 인기 어린이 교육 프로 <세서미 스트리트>–이 성

장하는 TV산업에 대한 헨슨의 정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탄생하

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헨슨은 결코 자신의 창의적인 비전을 굽

히지 않았지만 큰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책에는 그의 사생활이 거의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이 전기는 헨슨의 삶 절반을 조명하지만 그 나머지 절반은

외면하고 있다.

(a) 연예계에서 성공하려고 애쓰는 이들에게 통찰력을 준다

(b) 헨슨의 삶 절반을 조명하지만 그 나머지 절반은 외면하고 있다

(c) 예술가의 작품과 인간 관계들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다

(d)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아이콘에 대한 비평적 견해를 제시한다

빈칸 앞 마지막 문장을 보면 짐 헨슨의 새 전기에 그의 작품이 탄생하

게 된 이면의 이야기는 수록되어 있지만 그의 사생활이 거의 그려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의 전기를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b)이다.

stunning 놀라운, 놀랄 만한   innovation 혁신   puppetry 

인형극   biography 전기   best known 가장 잘 알려진   

creation 창작, 창작물   grow out of ~에서 생기다, 발달하다 

savvy 정통한, 잘 아는, 요령 있는   compromise 타협하다, 굽히다   

make profit 수익을 창출하다   personal life 사생활   insight 
통찰력   succeed in ~에 성공하다   entertainment 연예(계)   

illuminate 조명하다   complete 완벽한   portrait (상세한) 묘사   

provide 제시하다   critical 비판적인   view 견해   beloved 

사랑하는, 총애 받는

4
앤에게

왜 모두들 명절에 친구나 가족들이 선물 사는 데 그렇게 많은 돈

을 쓸 거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보다 남

들을 돕는 일을 직업으로 택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가족들 모

두가 거의 필요하지 않거나 쓰지도 않을 선물에 수백 달러를 씁

니다. 저희 가족들이 명절 전통에 제 낮은 급여를 고려하지 않으

리라는 것에 전 그것이 매우 사려 깊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렉산더

(a) 저는 놀랍지 않습니다

(b) 전 그것이 매우 사려 깊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c) 신경쓰지 않습니다

(d) 전 정말로 모릅니다

편지를 쓴 이는 가족들이 급여가 낮은 일을 택한 자신의 상황을 고려

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가족들이 필자의 낮은 연봉을 고려하지 않

는다고 하였을 때 won’t take into account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는 선택지 (b)의 inconsiderate와 같은 맥락의 표현이다. 즉 자신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려 깊지 못한 것이

므로 정답은 (b)이다.

hardly 거의 ~ 않는   take into account ~을 고려하다, 

참작하다   inconsiderate 사려 깊지 못한   totally 완전히   

unaware ~을 알지 못하는   

5
젊은 뇌가 기억에 있어 분명 더 빠르고 낫지만, 새로 발견된 바에 

의하면 더 늙은 뇌들이 여전히 매우 효과적이고 지략이 풍부하

다고 한다. 대부분의 기억 연구는 70살 된 뇌가 30살 나이의 머

리보다 더 많은 지식과 기억 및 경험을 저장해 왔다는 사실을 간

과한다. 따라서 무언가를 떠올릴 때 지체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분류되어야 하는 데이터가 방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뇌는 줄어들며 특정 질병들은 기억에 심각하게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고, 건강한 뇌는 

애초의 생각보다 상태가 더 나을 수도 있다.

(a) 노화와 정신적 질병들로 줄어든다

(b) 여전히 매우 효과적이고 지략이 풍부하다

(c) 일생에 걸친 학습의 저장소다

(d) 과학자들이 믿는 것보다 더 젊다

젊은 뇌가 기억에 있어 더 빠르고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 발견된 

바에 의하면 늙은 뇌에 대한 기존의 생각에 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

므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b)이다.

recall 기억(하는 능력)   vast 방대한, 막대한   sort 분류하다   

shrink 줄어들다, 오그라들다   with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   

negative 부정적인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better 

off (마음이나 처지가) 더 나은   originally 애초의, 본래의   aging 

노화   mental 정신적인   ailment 질병   resourceful 기략이 

풍부한   repository 저장소, 보관소   

6
쿠션감이 좋고 발에 잘 맞는 저희 신발이 당신의 허리 통증을 해

결할 수 있습니다! 통기성이 있는 그물망 깔창과 특히 부드러

운 발포 고무 재료로 만들어진 활동적 웨지힐은 당신에게 최대

의 충격 흡수와 최고의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 신발은 신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심층부의 근육들

이 움직이게 합니다. 이제 당신은 운동할 때 부상 걱정 없이 안전

하고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신어 보시고 운동 

안내서와 당신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운동 CD를 사은품으로 

받으세요!

(a) 최대의 충격 흡수와 최고의 지지력

(b) 단단한 통굽과 꼭 조이는 캔버스 신발 등

(c) 차세대 스타일과 기능성

(d) 습한 지역을 위한 완전한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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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의 두 번째 문장은 신발의 그물망 깔창과 발포 고무로 만들어진 

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훌륭한 충격 흡수력과 발을 지

탱하는 힘을 제공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a)가 정답이다.

form-fitting 몸에 꼭 맞는   breathable 통기성이 있는   mesh 

그물망   insert 삽입물, 부착물   kinetic 운동의   wedge heel 
웨지힐(통굽 모양으로 높이에 비해 발목에 부담을 덜 주는 쐐기형의 굽)   

foam 발포 고무, 거품   work out 운동하다   complimentary 

무료의, 칭찬하는   absorption 흡수   rigid 단단한, 엄격한   

platform 통굽, (기차역 등의) 플랫폼, 단   functionality 기능성   

humid 습한

7
바이러스가 식물을 감염시킬 수 있는 길은 개개의 세포벽들을 

뚫고 들어가는 것뿐이다. 이런 세포벽은 동물의 세포벽보다 훨씬 

단단하다. 그 결과, 바이러스들은 이동 단백질을 이용해 식물의 

세포벽에 작은 구멍들, 혹은 틈을 변형시킨다. 이런 이동 단백질

들은 벽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지나갈 작은 관을 형성한다. 과학

자들은 이동 단백질을 무력화할 방법을 찾고 있다. 이것으로 그

들은 바이러스의 전진을 약화시킴으로써 감염을 저지할 수 있다.

(a) 바이러스의 전진을 약화시킴으로써 감염을 저지할

(b) 치명적인 감염들에 대한 인간의 저항력을 강화시킬

(c) 특정 식물들이 버둥거리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할

(d) 바이러스 자체의 관을 통해 바이러스를 추출할

식물 세포벽에 구멍을 내어 바이러스를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동 

단백질을 무력화할 방법을 찾으면 그 결과 어떻게 될지를 빈칸에 넣으

면 된다. 이동 단백질이 무력화되면 바이러스가 전진하기 어려울 것이

므로 감염 또한 더뎌질 것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a)다.

infect 감염시키다   break through ~을 뚫고 들어가다   cell 

wall 세포벽   tough 단단한, 질긴   movement protein 이동 

단백질   modify 바꾸다, 변형시키다   pore 구멍   form 형성하다   

passage 통로, 길   disable 무력하게 하다, 망가뜨리다   stall 
저지하다, 지연시키다   undermine 약화시키다   progress 전진   

strengthen 강화시키다   resistance 저항력, 내성   deadly 

치명적인   struggle 발버둥 치다, 분투하다  

8
하퍼 리의 소설 <앵무새 죽이기>에서 젬과 스카우트라는 아이들

은 완전히 천진하고 순진한 상태에서 좀 더 성숙한 도덕적 관점

으로 발전해 간다. 소설 초반에 아이들은 뭔가 종종 지나가는 말

로 조용히 의논되기는 하나 거의 본 적이 없는, 그들의 불가사의

한 이웃, 부를 무섭고 금기시되는 존재로 여긴다. 그러나 이야기

가 전개되면서 그들은 부의 본성과 그가 아주 나쁜 상황에서 살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풍기는 품위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a) 사춘기 전의 짓궂은 공공 기물 파손자들

(b) 선천적으로 선한 어린아이들

(c) 즐거운 자유의 상징

(d) 완전히 천진하고 순진한 상태

<앵무새 죽이기>의 아이들이 등장인물인 부를 보는 관점이 변화했다

는 내용이다. 처음에는 그를 금기의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후에는 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하므로 빈칸 뒤에 나오는 성숙함과 

상대적인 말인 (d)가 적절하다.

mature 성숙한   moral 도덕의   perspective 관점   taboo 

금기, 터부   progress 진보   decency 품위, 친절   exude 

발산하다   circumstance 환경, 상황   mischievous 장난이 심한   

vandal 공공 기물 파손자   innate 천성의, 천부적인   innocence 

결백, 천진   naivety 순진함

9
한때 동물원 사육사 일은 고등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사육

사의 주된 업무는 동물을 먹이고 우리를 청소하는 것이었다. 야

생 동물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특별히 호감 가는 일은 아니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동물원에서 대학 졸업

자들을 고용하여 사육사 일을 맡기고 있다. 이전과는 반대로, 사

육사의 업무는 일반인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자연의 

서식환경을 연구하는 등 좀 더 도전적인 일들까지 포함할 정도

로 확대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수년 전과는 달리 동물원에는 동

물과 일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대학 졸업자들의 원서가 넘쳐난다. 

(a) 그럼에도 불구하고

(b) 그렇긴 하지만

(c) 그뿐만 아니라

(d) 대조적으로

빈칸 앞에서는 사육사의 업무가 교육 프로그램이나 환경 연구까지 확

대되었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대학 졸업 지원자가 많아졌다는 내용이 

연결되므로 비슷한 흐름의 얘기를 추가할 수 있는 연결어가 필요하다. 

선택지 중에서 더 심화적인 내용이 추가됨을 알려 주는 연결어인 (c)
가 가장 적절하다. (a), (b), (d)는 연결어 앞과 뒤의 흐름이 달라질 때 

쓰이는 연결어이다.

keeper 사육사   primary 주된   desirable 바람직한   

graduate 졸업생   expand 확대되다, 확장하다   present 
제시[제출]하다   habitat 서식지   flooded with 쇄도하는, 몰리는   

application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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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AC
TU

AL TEST 1

10

1587년 영국 식민지 정착민들이 노스캐롤라이나에 도착한 직후

에, 식민지의 총독은 보급품들을 가지러 영국으로 돌아갔다. 하

지만 유럽에서 벌어지던 전쟁 때문에 그의 귀환은 지연되었고, 3

년이 지나고 나서야 귀항할 수 있었다. 그가 도착했을 무렵에, 그

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식민지 이주자들이 행방이나 떠난 이유

에 관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불가사의하게 사라졌다. 

수백 명의 역사가들이 그 해답을 찾고자 노력해 왔다. 결국에는, 

그들은 잃어버린 식민지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발

견하지 못했다.

(a) 또한

(b) 그렇지 않았다면

(c) 결국에는

(d) 그런 이유로

식민지 이주자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일에 대해, 역사가들이 당시 상황

에 관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해 왔지만,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

다는 두 문장을 이어줄 접속사를 골라야 한다. 앞의 상황을 이어서 결

론으로 수렴해 주는 접속사가 필요하므로 (c)가 가장 적절하다.

settler 정착민   colony 식민지   supplies 물품, 보급품   

governor 총독   sail home 귀항하다   colonist 식민지 이주자   

mysteriously 이상하게, 불가사의하게   disappear 사라지다   

whereabouts 소재, 행방   historian 역사가, 사학자   recover 
되찾다, 찾아내다   evidence 증거, 흔적   lost 잃어버린, 분실된 

Part II 

11
모기는 물면 짜증스럽고 간지럽고 심각한 질병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 뭐든 좋은 점을 상상하기는 힘들다.  

(a)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고 당신 주변에 모기

가 덜 나타나도록 할 방법들은 많이 있다. (b) 모기는 물에 알을 

낳고, 그곳에서 알이 깨서 유충이 되면 물고기와 다른 수생 동물

들에게 영양가 있는 먹이가 된다. (c) 다 자란 모기들도 똑같이 

새나, 박쥐, 거미들에게 영양분이 된다. (d)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생명체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더 큰 먹이 사슬 내에서 그들이 하

는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해롭고 짜증스러운 모기이지만, 더 큰 먹이 사슬 내에서 

볼 때 모기가 하는 좋은 역할들이 있음을 세부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문맥에서 벗어나는 문장은 (a)이다.

annoying 짜증스러운   itchy 가려운   mosquito 모기   

diminish 줄이다   lay 낳다   incubate (알이) 깨다, 성장하다   

larva 유충   nourishing 영양가 있는   aquatic animal 수생 

동물   equally 똑같이   nutritious 영양가 있는   despise 

경멸하다, 싫어하다   food chain 먹이 사슬

12
입체파(큐비즘)는 20세기 초에 생겨났던 예술 형식으로, 대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묘사하기 위해 분해하고 재조립한다. (a) 파블

로 피카소는 가장 유명한 입체파 화가일 터이지만, 그 방식은 현

대 문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b) 거트루드 스타인과 윌리엄 포크

너 둘 다 응집된 이야기를 나타내기 위해 파편적인 스토리텔링

과 다양한 관점을 이용하는 소설을 썼다. (c) 입체파는 또한 건

축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은 단순한 기하학적 모양을 

활용하고 그것들을 흥미로운 방식으로 결합해 구조물을 설계했

다. (d) 시인들도 우리가 의미를 발견할 때에 체계적이지 않은 방

식을 쓴다는 점을 반영하여 분리와 재조합이라는 똑같은 기법을 

사용하였다.

입체파의 특징을 설명한 뒤 그것이 현대 문학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

면서 소설가와 시인들에게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하

고 있다. (c)의 경우 연결어는 충분하지만 (d)까지 놓고 보았을 때 전

체 흐름에서 매우 벗어나 있다.

cubism 입체파   break apart 분해하다   reassemble 

재조립하다   depict (상세히) 묘사하다   viewpoint 관점   

influence 영향을 미치다   author 저술하다, 쓰다   fragmented 

파편적인   cohesive 응집된   geometric 기하학적인   combine 

결합하다   disassociation 분리   recombination 재결합   

disorganized 무질서한, 와해된

Part III 

13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생애 후기에 와서야 하프시코드를 좋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건반 악기이자 피아노의 전신인 이것은 바

로크 시대에 여전히 초기 단계였으며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었다. 

그 시대의 새로운 협주곡 형식은 메인 악기의 독자적 선율이 오

케스트라의 더 큰 반주 선율을 치고 나오도록 연주하는 것이었

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메인 악기들의 소리는 들릴 만큼 충분히 

커야 했다. 초기 하프시코드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이후의 

강해진 하프시코드는 바흐의 협주곡에 합류하였다.

Q 지문의 주된 내용은?

(a) 바로크 협주곡 작곡을 위한 요건들

(b) 바흐가 하프시코드의 이용을 대중화시킨 방법

(c) 초기의 하프시코드와 그 이용

(d) 바로크 시대의 음악적 혁신

바흐가 생애 후기에 관심을 가졌던 하프시코드는 피아노 이전의 건반 

악기였으며 계속 발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협주곡 형식의 특징

에 관해 설명한 후 바흐가 하프시코드를 그의 협주곡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감안할 때, 글의 주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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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m up to ~을 좋아하기 시작하다, 호감을 갖게 되다   

harpsichord 하프시코드   instrument 악기   predecessor 
이전 것, 전신, 선조   infancy 초기 단계, 유아기   concerto 

협주곡   independent 독립적인   incorporate 포함하다, 

섞다   requirement 요건, 필요조건   compose 작곡하다   

popularize 대중화하다, 보급하다   innovation 혁신, 쇄신

14
도시 하천은 도시화의 영향을 견디는 작은 수로이다. 가끔은 도

시 하천이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없어지기도 한다. 도시 수로의 

물은 상류에서 댐으로 막히고 자연적 흐름이 감소하거나 사라지

기도 한다. 하수관의 도입이나 산업 유거수는 오염 물질을 가져

오기도 한다. 빗물 배수관으로부터 유입량이 증가하면 그것만으

로도 제방을 침식시킬 수 있다. 복구 노력은 자연의 요구와 도시

가 필요로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애쓴다. 여기에는 자

연 상태를 가능한 한 원래대로 놔두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Q 지문의 요지는?

(a) 도시 하천은 때때로 도시에 의해 사라지기도 한다.

(b) 도시는 도시를 흐르는 시내를 조정할 수 있다.

(c) 도시 하천의 청소가 시급하다.

(d) 도시 하천은 가끔 운하로 바뀌기도 한다.

도시화로 인해 하천을 복개하기도 하고 하천을 복구하고 보존하려는 

노력도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도시와 하천의 양자적 관계가 주로 설

명되고 있으므로 (b)가 적절하다. (a)는 지문과 일치하지만 전체를 아

우르는 요지로 보기는 어렵다.

urban 도시의   bear 참다, 견디다   urbanization 도시화   dam 

둑으로 막다   eliminate 제거하다, 없애다   sewer drain 하수관   

runoff 땅 위를 흐르는 빗물, 유거수   contaminant 오염 물질   

storm drain 빗물 배수관   erode 침식시키다, 약화시키다   bank 

제방, 둑   restoration 복구   urgent 긴급한, 시급한 

15
현재 캘리포니아 학생들의 60퍼센트가 영어를 제2언어로 배우

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다수가 스페인어를 제1언어

로 사용하며, 아시아 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초보자에게는 몰입식 교육이 2개

의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접근 방법만큼 효과적이지 않다고 한

다. 영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초등학생이 모두 영어로 

진행되는 교육 환경에 놓이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발전이 더뎌진다. 저학년일 때는 처음부터 그들의 제1언어로 가

르치고 일부 시간에만 영어에 노출시킨다면, 제2언어를 더 성공

적으로 배우는 경향이 있다.

Q 지문의 주제는? 

(a) 캘리포니아의 제2언어 지도와 학습 

(b) 제2언어의 점진적 지도에 대한 지지

(c) 영어를 제1언어로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d) 어느 미국 주의 인구 통계의 변화로 인한 정책 변화 

하나의 언어로 몰입식 교육을 하는 것보다 2개의 언어를 함께 사용하

는 것이 좋으며, 저학년 때 제1언어로 배우면서 점차 제2언어에 노출

시키면 제2언어를 더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b)
가 된다.

first language 제1언어, 모국어   proportion 부분, 비율   

immersion 몰두, 몰입   bilingual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incomprehension 이해하지 못 함   

exposure 노출   demographics 인구 통계

16
노르웨이 지역에 살아온 사람들은 선사시대 이래로 겨울에 눈 

위를 이동하는 수단으로 평지에서 스키를 타왔다. 심지어는 근대 

초반까지도 노르웨이인들은 사슴을 사냥하거나 단순히 여기저

기 돌아다닐 때 스키를 타는 것이 일상이었다. 크로스컨트리 스

키가 1924년 올림픽에서 상대와 기량을 겨루는 이벤트가 되었

다. 전형적인 스타일에서는 평지에서 움직일 때 폴을 사용하고 

오르막을 오를 때는 사이드스테핑을 한다. 더욱 격렬한 스타일의 

스케이트 스키는 아이스 스케이트 선수가 움직이는 법을 닮고 

있는데 1980년대에 인기를 끌었다. 현재는 이러한 두 기술들 각

각을 위한 대회가 별도로 있다. 

Q 지문의 주제는?

(a) 크로스컨트리 스키 대회 

(b) 크로스컨트리 스키 대 스케이팅 

(c) 왜 스키가 올림픽 종목이 되었나

(d) 두 가지 스키 스타일의 고대 기원 

노르웨이 일상의 일부였던 스키가 1924년 올림픽에서부터 크로스컨

트리 스키 경기로 열리게 되고,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스타일의 스

키가 인기를 끌게 되어 현재는 각 스타일마다 대회가 분리되어 열린다

고 하므로 정답으로는 (a)가 가장 적합하다.

flat land 평지   cross-country skiing 크로스컨트리 스키   

competitive event (상대와) 기량을 겨루는 이벤트   terrain 지형, 

지역   side stepping (스키 용어) 사이드스테핑   vigorous 격렬한   

separate 분리된, 독립된   origin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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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에서 수십 년간의 마약과의 전쟁은 교도소 비율을 엄

청나게 높이는 원인이 되어 왔다. 지금까지 세계 최대인, 재소자 

2백만 명이 넘는 미국 교도소 수감자 중 상당 비율이 마약 범죄

로 수감되었다. 이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마약 소지에 대한 의무

적인 징역형에 힘입은 것이다. 여기에는 초범에 5~10년 형과 

세 번째 사범에 25년 형이 포함된다. 가루 코카인을 사용하는 것

과 비교해, 소수 집단들 사이에서 만연된, 크랙 코카인(흡연 형태

의 코카인)을 피우는 것에 대한 가혹한 형량은 마약 집행 정책에 

있어 인종 차별에 대한 비난을 초래한다.

Q 마약과의 전쟁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a) 상습범들이 재소자의 가장 큰 비율을 이룬다.

(b) 모든 종류의 코카인은 마약 단속의 주된 대상이다.

(c) 마약 소지에 대해 비교적 엄한 처벌을 지시한다.

(d) 불법 마약 억제에 있어서의 성공은 대개 구금에 기인한 것이다.

미국에서 마약과의 전쟁으로 교도소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는 

마약 소지에 대한 의무적인 징역형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볼 때, 마약

과의 전쟁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c)이다.

decades-long 수십 년간의   war on drugs 마약과의 전쟁   

enormously 엄청나게   inmate 재소자, 수감자   substantial 
상당한   proportion 비율   drug offense 마약 사범   propel 
추진하다, 몰고 가다   obligatory 의무적인   prison sentence 

징역형   possession 소지, 소유   harsh 가혹한   prevalent 
널리 퍼진, 만연한   minority 소수   in contrast to ~와 

대조적으로   invite 초래하다, 자아내다   accusation 비난, 

고발   racism 인종 차별   enforcement 집행, 시행   repeat 

offender 상습범   constitute 구성하다   enforcement 
단속, 집행   mandate 명령하다, 권한을 주다   severe 가혹한, 

엄한   curb 억제하다, 제한하다   stem from ~에 기인하다   

imprisonment 수감, 구금

18

1991년에 구소련이 공식적으로 붕괴할 때까지 수 년 동안 에스

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 3국은 소련의 통치로부터 독

립하기 위한 평화적 노력의 일환으로 인간 사슬을 만들었는데, 

때로는 2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인간 사슬에 참여하기도 했

다. 이른바 ‘발트의 사슬’은 1940년 소련의 점령이 시작된 지 거

의 50여 년 만에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손을 붙잡고 성가와 국

가(國歌) 등을 부르면서 비폭력 저항을 이끌어 나갔고 노래 혁명

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 이는 동구권의 소련 점령국들에서 

발생해 결국 바르샤바 조약의 몰락으로 이어진 격동적인 사건들

의 일부에 불과하다.

Q 지문에 따르면 옳은 것은?

(a) 발트 국가들의 일부 독립운동은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b) 이 사건 하나가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c) 소련의 점령 하에서 노래 부르는 것이 금지되었다.

(d) 소련은 노래 혁명을 탄압했다.

구소련 통치에서 독립하고자 일어난 발트 3국의 노래 혁명은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고, 지문 마지막에 동구권 국가들에 벌어진 격동의 사건

들 중 일부라는 설명이 있으므로 (a)가 정답이다.

formal 공식적인   dissolution 붕괴, 해체   Baltic 발트 해안의   

bid 노력   occupation 점령   hymn 찬송가, 성가   dub 이름 

붙이다   tumultuous 시끄러운, 격동의   Warsaw Pact 바르샤바 

조약   single-handedly 단독으로   ban 금지하다   crack 

down (on) ~을 엄하게 다스리다

19
직원 여러분께

새로운 일정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주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은 8시가 아니라 오전 7

시 30분에 업무를 시작합니다. 

•  첫 근무조는 오후 3시 30분에 일을 끝냅니다. 영업이나 교육, 

행정부서의 직원들은 예전 교대 일정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합니다. 

•  칼라 닐슨이 일정 관리 책임자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나 배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내선 번호 

421번으로 닐슨 씨에게 연락하십시오.

앤드류 젠슨

부사장

Q 공지에 따르면 옳은 것은?

(a) 새 일정에서는 모든 직원이 7시 30분에 일을 시작한다.

(b) 예전 일정에서 첫 번째 근무조는 4시에 끝난다.

(c) 새 일정에 대해서 앤드류 젠슨에게 연락해야 한다.

(d) 새 일정에서 직원들은 전보다 30분 덜 일한다.

새 일정에서 생산 라인 직원들의 일정이 기존보다 30분 당겨졌고 끝

나는 시간도 기존보다 30분 일찍이다. 다른 직원들은 예전 일정대로 

8시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나는 것으로 보아 이전에는 4시에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b)가 정답이다.

take effect 효력을 나타내다, 실시되다   shift 교대 in charge 

of ~을 담당하는   supervise 관리하다, 통제하다   assignment 
배정   ext. 내선 번호(=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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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개인 정보 요청, 특히 온라인상의 요청을 주의하십시오. 은행 기

록을 경신하지 않으면 계좌가 폐쇄될 것이라는 거짓 경보를 받

은 적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은행 청구

서나 신용 카드, 전화 요금 청구서에 적혀 있는 800 번호로 전

화해서 유효한 요청인지 확인하십시오. 이 메시지는 당신의 이름

과 그 외 정보들을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하려는 미지의 해커가 

보내온 함정일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결코 사회 보장 번호나 비밀번호, 현금 자동 입출금기의 비밀번

호를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Q 지문에 따르면 옳은 것은?

(a)  800 전화번호는 그들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한 무료 통화이다.

(b)  일부 계좌는 요청에 따라 정보가 경신되지 않으면 폐쇄될 수 

있다.

(c)  은행은 종종 확인을 위해 고객들에게 개인 기록을 요청한다.

(d)  온라인상에서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명의 도용을 위한 

것일 수 있다.

선택지 (a)는 800 번호가 메시지 확인을 위해 걸어야 할 전화번호는 

맞지만 지문에는 이 번호로 건 통화 요금이 무료인지 여부가 언급되지 

않았다. (b)는 정보를 경신하지 않으면 계좌가 폐쇄될 수 있다는 것은 

거짓 경보로 의심되는 메시지이지 실제 폐쇄되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c)는 지문 처음에 이런 요청에 유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지문 

마지막에 은행이나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개인 정보를 요청하지 않

는다고 하였으므로 오답이다.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메시지가 누군가

의 이름과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보내온 함정이라는 언급

이 있으므로 (d)는 정답이다. 

be wary of ~에 주의하다   fake 가짜의, 거짓의   bank 

statement 은행 청구서   valid 타당한, 근거가 있는   PIN 

number 비밀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toll-
free 무료의   register 기재하다, 기록하다, 등록하다 on request 
요청하는 대로   identity theft 명의 도용

21
비즈니스 뉴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가족농(家族農)의 하나로 알려진 뉴

햄프셔의 터틀 농장이 최근 그들의 가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는 소식을 전해 왔다. 최근의 경제 침체로 378년 된 사업을 가

족들이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젊은 세대는 이

러한 어려운 시절을 헤쳐 나가는 일에 그다지 관심을 쏟고 있지 

않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많은 가족농들이 겪어온 상황으로 전

쟁 이후 6백만 가구로 추산되었던 농장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상업 지역 및 주거 지역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기

업식 농업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 소규모 농부들이 직면하고 있

는 현실이다. 그러나 들판에서 일할 마지막 가족 구성원이 멀리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Q 지문에 따르면 가족농에 대해 옳은 것은?

(a) 해당 토지를 계속해서 농업용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다.

(b)  대략적으로 약 2백만의 가족농이 여전히 미국에 존재한다.

(c) 터틀 가족은 그 토지를 빌려서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이다.

(d) 이 농장은 1776년 미국 독립 이후에 생겨났다.

전후에 6백만 가구로 추산되었던 농장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

였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현존하는 가족 농장수가 2백만 정도임을 알 

수 있으므로 (b)가 정답이다.

downturn (경기의) 하강, 침체   feasible 실행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scant 불충분한, 부족한   weather 견디어 내다, 뚫고 

나가다   dwindle 줄다, 감소되다   estimated 추측의, 추정의   

march 진보, 진전   residential 거주의, 주택의   agri- 농업(용)의   

tenant 소작농

22
고대 마야인들은 각각의 시간 분할들을 신성한 전달자가 영원히 

가져오는 짐으로 생각했다. 이 짐은 특정 날짜를 구성하는 각각

의 숫자들이며 전달자들은 등짐 끈을 이용해 이를 등에 졌는데, 

등짐 끈은 이들의 이마에 지탱되었다. 예를 들어 1997년 12월 

31일에는 네 명의 전달자가 있는데, 31일의 신이 12월 31일을, 

1의 신이 천을, 9의 신이 무거운 십의 짐뿐만 아니라 백의 짐도 

짊어지고, 7의 신이 각각의 해를 짊어진다.

Q 지문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a)  고대 마야인들은 모두 4명의 신들이 각각의 시간 짐을 짊어

진다고 믿었다. 

(b) 마야인에 의하면 8명의 다른 신이 시간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

(c) 고대 마야에서는 시간 전달자들이 시간의 짐을 이마에 짊어졌다.

(d) 예를 보면 9의 신이 백년과 십년의 짐 둘을 모두 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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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AC
TU

AL TEST 1

내용이 익숙한 사안이 아니므로 지문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풀어야 하

는 문제이다. 지문에 의하면 고대 마야인들은 신이 시간의 짐을 영원

히 짊어진다고 생각했다. 지문의 4명의 신은 예를 보여주는 것뿐이므

로 (a)처럼 시간을 담당하는 신 전체가 4명이라는 점은 알 수 없다. 지

문에서 8명의 신이 시간을 짊어진다는 내용도 없으므로 (b)도 오답이

다. 지문에서는 전달자가 시간을 등에 짊어진다고 하였는데 (c)는 이

마에 얹고 다닌다고 하였으므로 일치하지 않는다. (d)는 예에서 나온 

날짜에 9가 두 개 등장하는데 9의 전달자가 100년과 10년 단위 모

두를 짊어진다고 하였으므로 일치하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d)
이다.  

division 분할, 나눔   burden 짐   divine 신성의, 신성한   

bearer 운반인, 전달자   mecapal 등짐 끈(중남미 스페인어)   

forehead 이마

23
아이들은 모든 가족들에게 귀중한 선물로 여겨져야 하며 부모에

게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장할 수 있게 보살펴줄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있고 소중히 여겨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포함된다.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고 예민하므로, 아이들을 대할 때에는 조심

스러운 접근과 온화한 말투가 늘 권장된다. 현명한 부모는 아이

들의 나쁜 행동을 괜찮다고 반드시 생각할 필요는 없고 항상 지

속적인 소통을 통해 아이들의 행동을 살펴야 한다.

Q 지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a) 예민한 아이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허용해 줘야 한다.

(b)  부모는 자신의 아이들이 대체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아

야 한다.

(c)  조언을 해 주는 것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보다 

좋다.

(d) 부적절한 행동은 즉석에서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 

부모는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하며, 항상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아이들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으므로 가장 적합한 답은 (b)가 된

다. 아이들이 예민하니까 온화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언급

은 있지만 무엇이든 하도록 허용해 줘야 한다는 말은 없으므로 (a)는 

오답이다. (c)는 지문의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며, 아이들의 부

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한다는 언급은 있지만 엄격하게 다

뤄져야 한다는 말은 없다.

precious 귀중한   nurture 양육하다, 보살피다   treasure 

소중하게 여기다   sensitive 민감한   encourage 권장하다   deal 

with 대하다, 다루다   monitor 모니터하다, 감시하다   swiftly 

즉석에서, 재빨리

24
브랜트포드 타임스

국제 > 경제

뉴욕 대법원은 아르헨티나의 채권 상환 재조정을 더 이상 불가

능하도록 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8월 30일까지 빚진 

12억 달러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올해 후반에 또 다른 채무 불

이행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촉발시켰다. 현재 아르헨티나 채권의 

80%를 보유한 채권자들은 이전에 2005년과 2010년에 채무 

교환을 합의했다. 그 소식들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주식 시장은 

더 악화되었지만, 2001년 1천억 달러의 채무 불이행 이후 그 나

라의 경제적 고립으로 인해 세계 시장에 영향은 미미했다.

Q 지문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a) 세계 재계에서 뉴스들에 대한 반응이 엇갈렸다.

(b)  국제 투자자들은 아르헨티나에 관해 장기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c)  이전 해들과 같은 또 다른 채무 교환은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d) 아르헨티나는 채권 상환을 늦추려고 시도해 왔다.

뉴욕 대법원이 아르헨티나의 채권 상황 재조정을 더 이상 불가능하도

록 했다는 첫 문장으로 볼 때, 지문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이다.

rule out 배제하다, 불가능하게 하다   restructuring 재조정   

bond 채권   repayment 상환   trigger 유발하다, 촉발시키다   

renewed 새로운, 새로워진   default 채무 불이행   owe 빚지다   

creditor 채권자   currently 현재   debt swap 채무 교환   

worsen 더 악화되다   impact 영향   minimal 아주 작은, 극미한   

economic isolation 경제적 고립   financial circle 재계   

mixed 엇갈린

25
대공황 시기에 사람들은 여가 활동을 위한 돈을 쓸 여유가 없었

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찰스 대로우는 모노폴리라는 보드 게

임을 개발했다. 모노폴리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 록펠러나 밴더빌

트처럼 부동산을 거래하는 환상에 빠지게 했다. 대로우는 자신의 

게임을 파커 형제에게 팔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대로우는 포

기하지 않고 스스로 모노폴리 세트를 제작했고, 이는 한 지역 백

화점에서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 성공을 손에 쥔 대로우는 다시 

파커 형제에게 갔고, 이번에는 그들도 자신들이 한 말을 취소하

고 대로우의 게임이 히트한 것을 인정했다. 

Q 모노폴리에 관해 지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a) 처음으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었다.

(b) 참여자를 부자로 만드는 데 있어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

(c)  사람들이 즐겼던 가장 인기 있었던 게임 중의 하나였다.

(d) 대로우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를 개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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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폴리를 즐기는 이들은 대표적인 부자들처럼 거래를 하는 환상에 

빠질 수 있었지만 모노폴리가 실제로 참여자를 부자로 만드는 데 도

움이 되었는지는 추론할 수 없다. 모노폴리가 백화점에서 잘 팔렸고, 

대공황 시기에 돈을 쓸 여유가 없는 이들을 위해 개발된 게임이므로 

당시 사람들이 즐겼던 인기 있었던 게임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정답은 (c)이다.

endeavor 노력   property 부동산, 소유지, 토지   engage in  

~에 참여하다   fantasy 공상[환상]의 세계   manufacture 

제작하다   sell like hotcakes 날개 돋친 듯이 팔리다   eat one’s 

words 앞서 한 말을 취소하다  

Part IV

26~27
오레곤 중심가에 위치한 화훼 장식 학교

오레곤 화훼 학교에서 화훼 장식과 사업에 대해 배워 보는 것은 

어떠세요? 귀하께서 완전 초보일지라도, 저희는 귀하께서 스스

로의 스타일을 찾아서 전문적인 화훼 장식가가 되는 것을 도와 

드릴 것입니다. 저희 화훼 학교는 오레곤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

습니다. 

직업 과정

저희의 경쟁력 있는 직업 과정은 화훼 장식가가 되는 모든 면을 

포괄하는 4주간의 집중 과정입니다. 

–   1주: 꽃꽂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시작한다.

– 2-3주: 결혼식과 같은 다양한 행사에 집중한다.

– 4주:   꽃으로 만든 샹들리에와 같이 거대한 설치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충분한 기술을 습득한다.

추가 혜택

정규 과정 이외에도, 저희는 어떻게 화훼 사업을 운영할지,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할지, 그리고 꽃꽂이 한 것을 어떻게 사진

을 찍을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수업 세부 내용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1시간

의 점심시간

– 과정을 마치면 자격증이 제공됩니다.

등록 비용

– 금액: 5,000달러

– 모든 필요한 재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Q26 지문의 주된 내용은?

(a) 정원 가꾸기에 대한 지식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

(b) 꽃꽂이와 관련된 연례 회의

(c) 한 산업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d) 자격증을 얻어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

Q27 공고에 따르면 다음 중 옳은 것은?

(a) 학교는 등록생들에게 매주 동일한 수업을 제공한다.

(b)  학생들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법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c)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6시간 동안 진행된다.

(d) 등록생들은 재료를 구매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써야 한다.

Q26. 꽃꽂이를 전문적인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교육하

는 기관에 대한 홍보글이며, “we’ll help you find your own style 

and become a professional florist”라는 문장을 통해 전문성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므로 “한 산업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c)이다.

Q27.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how to 

use social media”라는 문장을 통해 소셜 미디어 교육이 진행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b)이다.

floristry 화훼 장식   florist 꽃 장식가   intensive 강렬한, 

집중적인   fundamental 기본적인, 근본적인   arrangement 
배열, 배치   installation 설치   chandelier 샹들리에   certify 

증명하다, 보증하다   innovative 혁신적인   foster 강화하다   

certificate 자격증   registrant 등록자    

28~29
참석자 여러분께,

전국 농업 협회(NAA)에 의해 개최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대안 정책’과 관련된 연례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 모두가 이 회의를 유익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

기를 바랍니다. 저희 회의의 주요 목적은 음식, 건강, 투자, 그리

고 교육과 봉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법과 관련된 가능

한 전략들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의 다양한 연

설자들과 토론자들 집단에 의해 실용적인 도구, 그리고 진행 중

인 개발 노력들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내년의 연례 회의를 더 유익하고 성공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봉한 행사 후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

다. 피드백을 모아서, 저희는 구성원들의 요구와 기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며, 미래의 전략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희는 귀하의 사려 깊은 의견과 제안에 대해 미리 감사를 드립니

다. 저희는 각각의 응답들이 미래의 회의와 행사가 훨씬 더 성공

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고려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드리고 싶

습니다.

에드워드 브라운

전국 농업 협회 의장 

Q28 연례 회의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a)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정부 자금을 요청하기 위해서

(b) 유익하고 즐거운 더 많은 행사들을 계획하기 위하여

(c)  연설자들과 토론자들에게 국가적 행사를 준비하도록 요청하

기 위하여

(d) 참가자들에게 농업 발전에 대한 통찰력을 알려주기 위하여

Q29 편지에 따르면 옳은 것은 무엇인가?

(a)  이 회의는 격년제로 전국적으로 개최되어 왔다.

(b)  몇몇 참가자들은 이 회의가 비실용적이고 공허하다고 생각했다.

(c)  설문지는 참가자들에게 미리 배부되지 않았다.

(d)  제안들은 내년의 주제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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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AC
TU

AL TEST 1

Q28. 연례 회의의 주요 목적으로 농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으며, “in-depth insight into practical tools, 

and on-going development efforts”라는 내용을 통해 회의 참

가자들에게 통찰력 등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

업 발전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정답은 (d)이다.

Q29.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 감사 편지를 보내면서 설문지를 동봉하

고 있으므로(we ask you to fill out the enclosed post-event 

questionnaire), 설문지가 미리 배부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c)이다.

attendee 참가자   appreciate 감사하다, 감상하다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informative 정보를 제공하는, 

유익한   strategy 전략   outreach 봉사 활동   in-depth 깊이 

있는   insight 통찰력   on-going 진행 중인   diverse 다양한   

panelist 토론자   enclosed 동봉된   questionnaire 설문지   

garner 모으다   considerate 사려 깊은   petition 청원하다   

distribute 배포하다

30~31
미드웨이 섬 전투

1941년 진주만에 대한 기습 공격이 있은 지 6개월 이후에, 미

국은 미드웨이 섬 전투에서 일본 해군을 격퇴했다. 태평양 전쟁

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미국 해군은 발전된 암호 해독 기법

을 이용하여, 일본 해군에 영구적인 피해를 입혔다. 미국 해군과 

일본 해군 사이의 교전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파괴하고 태평양에 

대한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한 일본의 욕망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일본의 해군 제독이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미국 함대를 격퇴

하기 위한 정교한 계획을 수립했다. 

그 전투의 결과에 중요했던 것은 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기 몇 

주 전에 시작된 첩보활동이었다. 미국 첩보 기관은 야마모토가 

그의 군대에 작전을 명령하기 위해 전달했던 다양한 신호와 명

령을 가로챘다. 가로챈 몇 가지 메시지들은 다가오는 군사적 작

전과 일본 해군의 공격을 나타냈다. 해독된 메시지를 기반으로 

하여, 미국 해군은 일본의 훈련된 기술자들과 항공기 지상 요원

들을 무찔렀으며, 그들은 배와 함께 가라앉았다.

Q30 미드웨이 섬의 전투에 대해 옳은 것은 무엇인가?

(a)  진주만에 대한 급습 직후에 발발했다.

(b)  이후에 일본의 군사력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c)  기밀 명령을 전송하는 데 있어 일본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d)  비밀 메시지를 해독하는 기술의 발달을 유발했다.

Q31 지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a)  일본 해군은 발전된 암호 해독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b)  기밀 군사 정보는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c)  제독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미국 함대를 저평가했다.

(d)  군사 정보를 가로채는 것은 불가피한 전투를 막을 수 있다.

Q30. 미드웨이 섬에서의 전투에 대한 내용이며, ‘The engagement  

between U.S. and Japanese navies resulted from Japan’s 

desire to destroy American aircraft carriers and ~.’에서 그 

교전은 일본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파괴하고 태평양에 대한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한 일본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암호 해독 기법으로 일본의 기밀 명령을 가로채서 알 

수 있었던 내용이므로 일본 기밀 명령 전송의 실패가 미드웨이 섬 전

투를 일으켰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c)이다.

Q31. 미군이 미드웨이 섬에서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일본의 기밀 명령을 가로채어 활용했기 때문이므로 이를 통해 기밀 군

사 정보가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b)이다.

defeat 패배시키다   navy 해군   turning point 전환점   code-
breaking 암호 해독   inflict 가하다, 타격을 주다   permanent 
영속적인, 영구적인   engagement 교전   assume 가정하다, 

떠맡다   sophisticated 정교한   crush 부수다   fleet 함대, 

편대   critical 중요한   intelligence 지능, 첩보   clash 

충돌   dispatch 파병하다, 발송하다   intercept 가로채다   

forthcoming 다가오는   decipher 암호를 해독하다   

devastate 악화시키다, 무찌르다   confidential 기밀의, 비밀의   

decode 암호를 해독하다   outcome 결과   underrate 

저평가하다   inevitable 필연적인, 피할 수 없는

32~33
산림 파괴로 인해 매년 세계 전역에서 다른 용도를 위해 1,800

만 에이커의 숲이 사라져 왔다. 산림 파괴의 많은 원인들은 나무

들의 절반을 불법적으로 연료로 이용하는 것, 주택을 위해 더 많

은 땅을 만드는 것, 상업적인 이용을 위해 벌목하는 것, 야자수 

오일처럼 높이 평가받는 소비재의 재료를 만드는 것 그리고 소

를 키우는 목장 운영을 위해 공간을 만드는 것 등을 포함한다. 

특히, 화전 농업은 일부 나무들을 잘라내고, 그것들을 태우고, 그 

땅 위에 농작물을 기르는 것을 수반한다. 토양이 영양분이 감소

하게 되면, 농부들은 새로운 숲으로 이동하여, 그 과정을 다시 시

작한다.

산림 파괴는 숲들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종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잡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근심거리가 

되었다. 세계 식물 및 동물의 약 70%는 숲에 살고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산림 파괴로 인해 서식지를 잃고 있으며, 그것은 종

의 멸종을 유발할 수 있다. 산림 파괴는 나무들이 일반적으로 비

를 흡수하여 대기중으로 내보내는 수증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물 순환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나무가 없다면, 숲의 토

양은 씻겨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은 홍수와 산사태 문제를 유발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위에 언급한 부정적인 요소들은 각 숲에 살

고 있는 유기물들의 나쁜 건강과 삶의 질을 유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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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 지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a)  수많은 국가에서의 불법적이고 광범위한 숲의 이용

(b)  전 세계에서의 산림 파괴의 부정적인 영향

(c)  산림 파괴를 통한 비정상적인 농업의 발달

(d)  많은 장소의 숲에서 발견되는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들

Q33 산림 파괴에 대해 옳은 것은 무엇인가?

(a)  그것의 목적은 연료와 상업적인 제품을 얻는 데 국한되어 있

는 것이 아니다.

(b)  그것은 농업의 발달에 기여해 왔다.

(c)  그것은 전 세계 종의 약 70%의 서식지를 파괴한다.

(d)  그것은 산림 파괴된 토양을 삶의 질을 개선할 만큼 충분히 

비옥하도록 만든다.

Q32. 산림 파괴의 원인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것이 유발하는 부정적 영

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산림 파괴의 부정적인 영향”이 이 글에서 

주로 다뤄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b)이다.

Q33. 산림 파괴의 원인으로, 연료(fuel)와 상업적인 이용(commercial 

use)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주택 건설, 소비재의 재료, 목장 운

영 등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산림 파괴의 목적이 연료 및 상업 제품을 

얻는 데 국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a)이다.

deforestation 산림 파괴   illegally 불법적으로   timber 목재    

ingredient 재료   ranching 목장 운영   slash-and-burn 

agriculture 화전 농업   entail 수반하다   a patch of 일부   

nourishing 영양이 풍부한   ecosystem 생태계   habitat 
서식지   atmosphere 대기   landslide 산사태   all in all 대체로     

adverse 부정적인   extensive 광범위한   deteriorate 

악화시키다   abnormal 비정상적인   approximately 대략   

fertile 비옥한

34~35

십 대들의 가출

케이트 데이비스

전미 가출 대책 위원회에 따르면, 약 160만 명에서 180만 명의 

십 대들이 매년 가출을 한다고 한다. 그들 중 일부는 가정 밖에

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성적으로도 학대를 

당하고 있다. 때때로 그들은 처음에는 안전을 위해 가출을 하지

만, 결국에는 수많은 위험으로 뛰어들게 된다.

조사에 응한 십 대 가출자들의 45% 이상은 그들이 그들의 부모 

혹은 보호자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들 중 약 절

반은 그들이 부모들에 의해 쫓겨났다고 보고했다. 때때로, 우울증

이 있는 아이들은 감정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반항성 장애는 십 대 가출을 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정

신 질환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부모 혹은 보호자들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며, 권위 혹은 규칙을 따르는 것을 거부한다. 그들

의 충동적인 행위들은 그들의 삶의 환경에 위협적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와 타협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십 대 가출의 가장 심각한 결과 중의 하나는 조사를 받은 길거리 

청소년들의 다수가 약물과 알코올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상황은 십 대 가출자 사이에서 충동성 그리고 열등한 판단 능

력을 유발한다. 

따라서, 만약 부모들이 그들의 십 대 자녀들이 가출할 것 같다고 

의심된다면, 친구들에게 행방을 물어보는 것, 경찰에 전화해서 

실종 신고를 하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조언을 고려해야 한다. 

Q34 왜 몇몇 십 대들은 가출을 하는가?

(a)  그들은 때때로 가정 밖의 새로운 환경이 가정보다 더 안전하

다고 생각한다.

(b)  그들은 가출하기 전에 또래 집단과 훨씬 더 많은 갈등을 경

험한다.

(c)  그들은 선생님에 대한 반발심으로 가출을 한다.

(d)  그들은 가정에서의 규제에 과도하게 순응해 왔다.

Q35 지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a)  십 대들의 가출은 가정 관계가 좋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b)  십 대들의 가출은 정신적 혹은 정서적 질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c)  가정에 돌아온 이후에 가출 청소년을 교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d)  지인들 그리고 당국자들로부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낫다.

Q34.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는 지문이며, 

“They sometimes originally run for safety”라는 문장을 통해 

때때로 청소년들은 가정보다 새로운 환경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a)이다.

Q35. 마지막 문단에서, 친구들, 경찰에 전화를 하거나 문의를 하는 것

이 권장할 수 있는 조언이라고 한 내용을 통해, “지인들 그리고 당국자

들에게 도움에 요청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d)이다.

runaway 탈주, 가출   abuse 학대하다, 남용하다   a profusion 

of 많은, 수많은   conflict 갈등   depression 우울증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반항성 장애   impulsive 

충동적인   compromise 손상시키다, 타협하다    consequence 

결과   suspect 의심하다   whereabouts 행방, 소재, 위치   have 

nothing to do with ~와 관계가 없다   rehabilitate 재활하다   

plead 탄원하다, 간청하다   acquaintance 친지, 교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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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EST 2� P 118

Part I 

1
중세 유럽에서 부유층은 음식을 이용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했다. 특별한 때에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정성스러

운 연회를 열어 다른 대륙에서 온 이국적인 양념들로 맛을 낸 맛

있는 고기 요리를 대접했다. 하지만 이런 성대한 축하연에서 모

두가 아주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음식과 사회적 

지위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더 낮은 계층의 사람들

은 덜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대접받았다.

(a)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할 수 없었다

(b) 바닥에 앉도록 강요되었다

(c) 축하연 참석을 거절했다

(d) 덜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대접받았다

사회적 지위와 음식의 연관성에 관한 글이다. 빈칸 앞 문장에서 부유

층이 여는 연회에서 모두가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하고, 주어가 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졌던 음식 대접을 나

타내는 (d)이다.

medieval 중세의   wealthy class 부유층   show off 과시하다   

social status 사회적 지위   occasion 경우, 행사   hold a 

feast 연회를 열다   elaborate 정성 들인   flavored with ~로 

맛을 낸   exotic 이국적인   spice 양념, 향신료   continent 대륙   

celebration 축하연   lavishly 풍족하게   rank 계층    

be forced to ~하도록 강요되다   appetizing 식욕을 돋우는

2
몇몇 고대 문화에서 문신하는 것은 몸에서 신성한 에너지를 발

산해 영혼을 풍요롭게 해 준다고 믿었다. 다른 문화에서는 피부

에 동물을 새기는 것이 그 야생동물로부터 문신한 사람을 보호

한다고 여겨졌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죽은 몸에 잉크를 발라서 

영혼들이 사후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오늘날 문신은 그

것을 한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다. 하지만 수세기 전에 그 예술 

형식은 지역 사회에서 훨씬 큰 중요성을 지녔다.

(a) 사람들이 더 부유하고,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했다

(b) 지역 사회에서 훨씬 큰 중요성을 지녔다

(c) 남성들에게만 제한되고 여성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d)  오늘날 문신 전문점에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도구들이 부족

했다

고대 문화에서 문신하는 것이 가진 다양한 의미에 대한 글이다. 개인

적인 의미만 있는 오늘날의 문신과 달리 수세기 전의 문신은 사회적으

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빈칸에는 (b)가 적절하다.

tattoo 문신   release 방출하다   sacred 신성한   enrich 

풍요롭게 하다   etch 새겨 넣다   wearer 착용[사용]하는 사람   

apply 바르다   appeal to ~에 호소하다   grant 승인하다   

afterlife 사후 세계   meaningful 의미 있는   fulfilling 충만한   

significance 중요성   reserved 제한된

3

19세기 중반 뉴욕 시에서 찰스 버튼은 최초의 유모차를 생산했

다. 처음에 유모차라는 개념은 유모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

무 자주 보행자와 부딪힌다고 사람들이 느끼면서 비난을 샀다. 

버튼은 이러한 비난에도 흔들림 없이 모험적인 사업을 계속해 

나갔고 스페인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이집트의 파샤(총독)로부터 세간의 이목을 꾸는 주문을 받았다. 

해외에서의 성공과 더불어 그는 영국과 나중에는 미국에도 공장

을 열었다. 첫해 미국에서 겨우 75개의 유모차를 판매하면서 제

품은 매우 천천히 인기를 얻었다. 

(a) 유사 회사가 제품을 모방하기 시작했다

(b) 사람들이 그 높은 가치를 깨달았다

(c) 제품은 매우 천천히 인기를 얻었다

(d) 버튼의 유모차는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

빈칸이 있는 문장에서 첫 해에 미국에서 ‘겨우’ 75개의 유모차가 팔

렸다고 하므로 매우 더디게 인기를 얻었다는 내용이 어울린다. 따라서 

(c)가 정답이다.

baby carriage 유모차   initially 처음에   concept 개념   draw 

criticism 비난을 사다   bump into ~에 부딪히다   pedestrian 

보행자   unshaken 변함없는   venture 사업상의 모험   secure 

확보하다   high profile 세간의 이목을 끄는   pasha 파샤(터키, 

이집트 등에서 군사령관, 장군, 총독 등에게 주던 영예의 칭호)    

copy-cat 모방하는   emulate 모방하다   catch on 유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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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isine.com

드디어 마음에 드는 주방 가전제품을 찾을 수 있는 더 쉬운 방법

이 생겼습니다. cuisine.com은 맞춤형 온라인 비교 쇼핑 사이

트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사양과 브랜드를 간단히 선택하게 

해 드리고, 가스레인지, 냉장고, 식기세척기, 기타 어떤 주방의 가

전제품이든지 구입하실 때 정말로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모델들

만을 비교해 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께 굿하우스키핑 연구소가 

주관하는 독자적인 실험실 테스트를 거친 수백 개의 유명 브랜

드 제품에 대한 공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 cuisine.com

을 방문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조사하게 해 주십시오.

(a) 최고의 미식 재료들을 구입할

(b) 품질이 우수한 가구와 직물을 고를

(c) 살림 서비스를 받을

(d) 마음에 드는 주방 가전제품을 찾을 

가스레인지, 냉장고, 식기세척기, 기타 주방에서 쓰는 가전제품을 구매

하려는 사람들에게 제품의 정보와 가격 비교 서비스를 해 주는 웹 사

이트의 광고이다. 따라서 웹 사이트의 특징을 드러내는 (d)가 빈칸에 

적절하다.

personalized 개인(전용)의   comparison 비교   feature 

특징   in the market for ~을 사려고   unbiased 편견이 없는   

name-brand 유명 상표의   direct 주관하다   gourmet 미식가의   

ingredient 재료   quality 양질의, 고급의   drapery 휘장, 직물   

housekeeping 살림   appliance 가전제품

5
수세기 동안 의사들은 기본적인 해부학을 알고 신체의 주요 기

능을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환자를 의식이 없게 유지하는 안

전한 방법이 없어 간단한 수술밖에 할 수 없었다. 1840년대 에

테르의 발견으로 의사들은 환자를 재운 후에 복잡한 수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의사들은 세균에 대한 지식이 없어 수술

과 수술 사이에 귀찮아서 손을 거의 닦지 않았다. 수술로 환자들

은 살아났지만 나중에는 감염되어 사망하곤 했다. 19세기에 해

부학에 대한 이해와 에테르의 발견, 세균에 대한 지식이 결합하

여, 의사들은 질병 치료를 위해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었다.

(a) 의사들은 덜 복잡한 수술을 할 수 있었다

(b) 위생적인 수술 과정이 도입되었다

(c) 환자들은 의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다

(d) 의사들은 질병 치료를 위해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었다

빈칸 바로 앞 구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해부학에 대한 이해와 함

께 에테르의 발견으로 복잡한 수술이 가능해져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

고 세균에 대한 지식으로 감염으로 인한 환자의 사망을 줄일 수 있었

다. 따라서 좀 더 안전한 수술을 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

므로 (d)가 적절하다. 위생적인 수술은 세균에 대한 지식에만 해당하므

로 (b)는 알맞지 않다.

anatomy 해부(학)   function 기능   unconscious 의식을 

잃은   surgery (외과) 수술   ether 에테르(마취제)   put … to 

sleep ~을 재우다   operation 수술   germ 병균, 세균   bother 
귀찮게 하다   infection 감염   surgery 수술   sanitary 위생의   

surgeon 외과 의사

6
상징적인 외국 요리에 관한 우리의 생각들은 종종 잘못된 것이

다. 이는 대개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재료들

을 이용해 자기 본국의 요리들을 재현해 낸 결과이다. 예를 들어, 

‘미국식’ 춘권을 만드는 데 이용되는 반죽은 원래의 것보다 훨씬 

두껍다. 중국에서 차려 내는 춘권은 부서지기 쉽고 가볍다. 마찬

가지로, 진짜 이탈리아 피자는 토마토소스를 펼쳐 바르거나 갈

아 놓은 치즈를 얹는 대신, 신선한 토마토와 모차렐라 치즈 조각

들을 쓴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버전이 진짜라고 믿는다.

(a) 이국적인 요리에 쓰이는 기술들은

(b) 상징적인 외국 요리에 관한 우리의 생각들은

(c) 식욕을 돋우는 식사에 관한 우리의 의견들은

(d) 우리가 특정 요리들에 귀착시키는 기원들은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고국의 음식들을 실제와 

다르게 재현한 예로 춘권과 피자를 들고 있다. 원래의 요리와 다름에

도 미국식 버전이 진짜라고 믿는다는 마지막 문장으로 볼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b)가 자연스럽다.

immigrant 이민자   recreate 재현하다   dough 반죽   egg 

roll 에그롤(계란말이 같은 춘권)   delicate 부서지기 쉬운   

spread 퍼짐; 스프레드(빵에 바르는 버터 따위)   grated 강판에 간   

authentic 진짜인   iconic 상징적인   origin 기원   attribute 

to ~에 귀착시키다

7
침팬지를 기른다는 생각은 악몽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초기

에 침팬지를 가르쳐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시도할 때 바

로 그런 일을 했다. 1940년대에 어느 과학자 부부가 비키라는 

이름의 침팬지를 집에서 길렀다. 이 양부모는 비키에게 영어 단

어를 ‘말하게’ 하려고 시도하며 5년을 보냈다. 비키는 결국 몇 개

의 ‘단어’를 가까스로 내뱉었는데, 그것은 아주 서투르게 발음된 

mama(엄마)와 papa(아빠)였다. 돌이켜보면 이는 두드러진 성

과였다. 인간이 아닌 영장류는 신체 구조상 인간의 발성음을 만

들어내기에 적합한 성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a) 비키가 특출난 기억력을 갖고 있다

(b) 비키가 형편없는 학생으로 판명되었다

(c) 더 엄격한 훈련이 요구되었다

(d) 이는 두드러진 성과였다

빈칸 다음의 since 절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침팬지는 신체 구조상 

인간의 발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성도가 없다고 하므로 빈칸에는 비

키가 몇 개의 단어만이라도 발음한 것이 대단한 성과였다는 내용이 가

장 적합하다. 따라서 (d)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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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mp 침팬지   rear 기르다   foster parents 양부모   

articulate 조음하다   in retrospect 되돌아보면   primate 

영장류   vocal tract 성도(聲道)   suitable 적합한   

exceptional 매우 뛰어난   turn out 밝혀지다   rigorous 혹독한   

remarkable 주목할 만한   achievement 성취

8
기술의 최첨단에 있는 과학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들이 

가까운 미래에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한다. 하드

웨어 발전 경향을 기술한 무어의 법칙에 따르면, 컴퓨터의 성능

은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 그에 따라 10년 후 미래에 칩들

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아지고, 가격은 종이 한 장에 지나지 않

을 것이다. 우리가 사용했던 노트북과 데스크톱은 사라질 것이

고, 우리는 원격 데이터 클라우드에 정보를 저장하는 수천 개의 

더 작은 컴퓨터화된 장치들과 상호 작용하게 될 것이다.

(a) 가격이 아주 적당해져 누구나 하나 갖게 될

(b) 오히려 다목적 로봇에 가깝게 기능할

(c) 더 이상 상거래에 필요하지 않을

(d) 가까운 미래에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할

향후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볼 때, 

기술의 최첨단에 있는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컴퓨터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이다. 일반적으로 (a), (b)의 모습을 추론할 수 있지만 

지문에 등장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cutting edge 최첨단   development 발달, 개발   incredibly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a scrap of paper 종잇조각, 휴지 

조각   fade away 사라지다, 자취를 감추다   interact with ~와 

상호 작용하다   computerized 컴퓨터화된, 자동화된   remote 

원격의   affordable (가격 등이) 적당한   own 소유하다   more 

like 오히려 ~에 가까운   multi-purpose 다목적, 다용도   

business transaction 상거래, 기업 거래   

9
수년 전 브라질의 어느 오렌지 나무에서 새롭고 특이한 오렌지

가 열렸다. 나무의 한쪽 가지에 씨 없는 오렌지가 열린 것이다. 

씨 없는 오렌지는 값진 새로운 종이었지만 문제는 이를 어떻게 

더 생산하냐는 것이었다. 재배자들은 접목법을 이용하기로 했다. 

가지에서 떼어낸 잔가지를 평범한 오렌지 나무의 껍질 틈에 기

술적으로 접목시켰다. 그 부분은 같이 천천히 성장했고 오랜 후

에 그 접목한 가지에서 오렌지가 열렸다. 예상대로 그 오렌지들

은 씨가 없었다. 오늘날 수백만 개의 접목 오렌지 나무에서 씨 

없는 오렌지가 생산되고 있다.

(a) 놀랍게도 

(b) 예상대로 

(c) 우연히 

(d) 반대로 

접속어를 채워 넣는 문제는 빈칸 앞뒤 문장의 흐름을 살펴야 한다. 앞

에서 씨 없는 오렌지를 생산하기 위해 접목을 시도했고 뒤에서는 접목

했던 가지에서 씨 없는 오렌지가 생산되었다고 하므로 빈칸에는 ‘생각

했던 것처럼, 기대했던 것처럼’의 뜻을 가진 (b)가 적당하다. 

branch 가지   bear 열매를 맺다   seedless 씨 없는   valuable 

귀중한   grafting 접목   twig 작은 가지   slit 좁고 기다란 틈   

bark 나무껍질   contain 담고 있다

10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많은 의학 교과서는 유아기의 인간이

기능적으로 장님이자 귀머거리이며 출생 후 며칠 동안은 고통에 

무감각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아기들은 주변 세상으로부터 

어떤 ‘의미’도 얻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믿었던 것이다. 오

늘날 우리는 다르게 알고 있다. 시각이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기들이 조금이라도 더 유능해졌거나 명석해진 것은 아니다.  

대신에 연구자들이 더 똑똑해진 것인데, 말 못하는 유아가 느끼

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설득하는 몇 

가지 독창적인 방식을 개발한 것이다.

(a) 대신에

(b) 그럼에도 불구하고

(c) 그러므로

(d) 그건 그렇고

빈칸이 들어간 문장의 앞뒤 내용은 유아의 인지 능력에 대한 시각이 

변화한 이유에 대한 것이다. A가 아니라, 진짜 이유는 B라는 내용이므

로 앞과 다른 내용을 연결해 주는 연결사 (a)가 적절하다. 

infant 유아   functionally 기능적으로   impervious 무감각한, 

둔감한   extract 얻어내다, 뽑다   capable 유능한   ingenious 

독창적인   nonverbal 말이 서툰   perceive 인식하다   instead 

대신에, 그보다도   incidentally 그런데, 덧붙여 말하자면

Part II 

11
과테말라의 티칼 국립 공원에는 미대륙에서 가장 거대한 고고학

적 지역이 있다. (a) 그 안에는 기원전 400년 초에 집권했던 고

대 마야 왕국의 수도가 있다. (b) 마야 문명은 라틴 아메리카 지

역 전역에 문자 언어와 수학적 개념들을 전파했다. (c) 사원들과 

주거용 건물들, 광장들을 비롯한 수천 개의 구조물들이 티칼에

서 발굴되어, 고고학자들이 이 문명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d) 그 왕국은 10세기에 궁전들이 불타고, 기념물 건축

이 중단되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쇠퇴했다고 알려져 있다.

티칼 국립 공원의 발굴로 고대 마야 왕국의 역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

었다는 내용이다. (b)는 마야 문명의 전파에 관한 내용으로 글의 전체 

흐름에서 가장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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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eological 고고학의   rise to power 권세를 얻다   

civilization 문명   spread 전파하다   written language 문자 

언어   mathematical 수학의   unearth 발굴하다   residential 
주거의   plaza 광장   monument 기념물

12
연중 다양한 휴가객들에게 집을 빌려 주고 있다면, 안전과 소유

물 보호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소유물을 목록화

하고 잠재 투숙객들을 가려내도록 도와주는 여러 웹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b) 이런 웹 포털들은 방문객들의 일정을 관리하고 의

사소통 처리의 과정을 능률화합니다. (c) 사이트는 잠재적인 투

숙객들이 집을 청결히 하고 집안의 규칙을 지킬지 판단하는 것

을 돕기 위해 다른 주인들에게 휴가객들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

합니다. (d) 몇몇 사이트들은 열쇠 코드가 있는 디지털 자물쇠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집안의 손상을 확인하는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연중 휴가객들에게 집을 빌려 주는 집주인들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

제인 안전과 소유물 보호에 관해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다. (b)는 집을 보호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집을 

빌려 주는 과정을 돕는 사이트에 관한 내용이다. 

multiple 다양한   property 재산, 소유물   screen 가려내다   

potential 잠재적인   streamline 능률화하다, 간소화하다   

observe 지키다, 준수하다   routinely 정기적으로

Part III 

13
전 세계 수천 개의 언어들은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나 세

계정세에서 그 언어가 하는 역할에 따라 실제적 중요성이 매우 

다르다. 어떤 언어는 단지 몇 백 명만이 사용하고, 어떤 언어는 

수억 명이 사용한다. 어떤 언어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줄어

들어 소멸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오늘날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언어가 급격히 소멸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언어들은 그 중요

성이 증가하고 있다. 영어는 이제 사용자가 늘어가는 세계어 중

의 하나이다.

Q 지문의 주제는? 

(a) 전 세계 언어의 수

(b) 언어의 다양한 운명

(c) 국제 공용어로서의 영어 

(d) 언어의 소멸 

세계정세에서 실제적인 중요성에 따라 점차 사라지거나 중요성이 증

가하는 언어의 특성에 관한 글로, 언어의 다양한 운명이 글의 주제로 

적절하므로 (b)가 정답이다. (c)와 (d)는 이러한 언어의 특성의 일부로 

제시되었다.

practical 실제적인   world affairs 세계정세   die out 차차 

소멸하다   decrease 줄어들다   lingua franca 국제 공용어

14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을 바꾸어 

놓았다. 베트남은 1968년 선거에 영향을 미쳐 린든 존슨의 대통

령 임기를 사실상 끝냈고, 워터게이트 사건에도 기여했다. 사회, 

문화적으로 베트남 전쟁은 나라에서 징병을 피할 수 있었던 부

유층과 베트남에 갔던 빈곤층 및 소수 민족의 자식들 간에 분열

을 부각시켰다. 이것으로 과거의 사고방식과 관습에 의문을 제

기하게 되었고, 인종, 성, 성별, 계급, 예술, 음악, 지적 연구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Q 지문에 가장 알맞은 제목은?

(a) 베트남 전쟁에서의 린든 존슨의 역할 

(b) 베트남 전쟁 뒤에 숨겨진 갈등

(c) 베트남 전쟁이 미국에 끼친 영향

(d) 베트남 전쟁에서 패한 이유

첫째 문장이 주제문이며, 뒤에는 베트남 전쟁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

회, 문화에 끼친 영향을 나열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분열이 심화되었다는 내용은 영향들 중의 일부로 제시되었으므로 (b)
가 아닌 (c)가 정답이다.

presidency 대통령 직[임기]   Watergate 워터게이트 사건(1974년 

닉슨 대통령 사임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도청 사건)   underline 

강조하다   divide 분열   the affluent 부유층   draft 징병   

minority 소수 민족   attitude 태도, 사고방식   convention 

관례, 풍습   outlook 관점, 전망   race 인종   pursuits 직업, 연구   

conflict 충돌, 갈등

15
핸슨 씨께

첨부된 지난주 회의록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신중한 토의를 거

쳐서 재정 위원회는 수표를 현금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제정하자

는 정책 위원회의 권고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현 이

사회가 상황에 잘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임시변통의 

반동적인 조치가 아닌, 새 정책이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될 때까지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전담

하고 있으니 이 보고서에 대한 코멘트는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척 블레이크

Q 이메일의 주된 목적은?

(a)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b) 위원회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c) 지난 회의에 대한 피드백을 구하기 위해

(d) 현 이사회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이메일의 요지는 새로운 정책을 보류한다는 것이므로 정답은 (a)이다. 

첫 문장에서 회의록을 언급했고, 마지막에 코멘트가 있으면 자신에게 

보내라고 했지만 이것이 이메일의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c)는 옳지 

않으며, (d)는 지문의 내용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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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AC
TU

AL TEST 2

attach 첨부하다   minutes 회의록   deliberation 심의, 토의   

forego 보류하다   institute 제정하다   in place 제자리에   

deem ~로 간주하다   beneficial 유익한   reactionary 반동의, 

반작용의, 반발적인   stop-gap 임시변통의   measure 조치   

pro-active 상황을 앞서서 주도하는   implement 시행하다

16
이누이트족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북극 지역에 살고 있고, 예전에

는 에스키모로 불렸지만 현재는 캐나다 말로 퍼스트 네이션이라 

불린다. 중북부 해안을 따라 가면 그들이 바다표범을 사냥하는 

동절기 동안 이글루를 주거지로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한 눈 위를 다니는 개 썰매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누이트족은 여

행이나 사냥을 위해 바다를 건너려고 일찍이 카약을 사용한 사

람들이다.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비교적 높은 인구 밀도의 이누

이트족은 전통적으로 겨울에는 좀 더 영구적인 지하의 토굴집을 

짓고 살았고 식단은 주로 생선에 의존했다.

Q 지문의 주제는? 

(a) 에스키모족이 눈 속에서 돌아다니는 법

(b) 이누이트족의 여러 주민들 

(c) 이누이트 대 에스키모의 전통 

(d) 캐나다와 미국의 이누이트족이 어울리는 법

중북부 해안에서는 이글루에 거주하고 개 썰매를 타는 이누이트족을 

볼 수 있고, 알래스카에서는 토굴집에서 주로 생선을 주식으로 하는 

이누이트족이 산다고 한다. 서로 다른 이누이트족의 삶의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글의 주제로 (b)가 가장 알맞다. 이누이트는 에스

키모의 다른 말이므로 (c)는 옳지 않다.

Arctic 북극   Inuit 이누이트족   referred to as ~로 불리는   

parlance 말투   shelter 주거지   seal 바다표범   dog sled 개 

썰매   dense 밀집한   permanent 영구적인   subterranean 

지하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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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신용 카드 정보를 포함한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

고, 여러분이 저희와 하는 모든 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사용합니다. 실제, 이 기술은 매우 안전해서 1997년 본

사 창립 이래 수십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신용 카드로 승

인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

는 자사의 시스템에 강한 확신을 갖고 있으며, 고객이 어떤 손해

도 입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Q 광고하는 회사에 대해 옳은 것은?

(a) 신용 카드가 오용된 전례가 없다.

(b) 어떤 손실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배상하지 않을 것이다.

(c) 이 회사의 신용 카드 거래는 1997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d) 고객 안전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고객의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안전성에 대해 광고하고 있다. 승

인되지 않은 요금의 청구가 전혀 없었다고 하므로 (a)가 옳다. 고객 피

해를 배상하지 않는다거나 카드 거래가 늘었다는 언급은 없고, 최신 

보안 기술을 사용하지만 이 회사에서 개발했는지는 알 수 없다.

ensure 보장하다   transaction 거래   found 창립하다   

unauthorized 승인되지 않은   charge 요금   confident 
확신하는   misuse 오용하다   compensate 배상하다

18
도시, 지역, 또는 국가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보통 사실적

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을 수반하며 아마도 사람들이 사는 환

경에 대한 인식까지도 포함할 것이다. 여기에서 보통 사용되는 

지수는 주택, 교육, 보건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조사되는 것은 수치

와 통근 시간, 근무 시간, 급여 수준 같이 고용과 관계된 것들이

다. 개인 및 가족의 금융 상태와 더불어 소비자 물가, 인구 밀도, 

범죄율, 공해 수준 등도 고려된다. 행복 인식 수준과 같은 주관적 

순위도 고려될 것이다. 그러한 기준은 정부의 인구 조사국과 연

구소, 심지어 언론 매체에 의해 다양하게 모아져서 하나의 통계 

자료로 도표화된다.

Q 지문에 따르면 일치하는 것은?

(a)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정부 고유의 관할이다.

(b) 사용되는 지수는 관련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 주택, 교육, 보건 등은 주관적 지수 항목이다.

(d) 빈곤 수준은 삶의 질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정부나 연구소, 언론 매체에 의해 기준들이 

하나로 모아져 자료로 도표화된다고 하므로 일치하는 것은 (b)이다. 

(a)는 정부의 일로 국한시키는 오답이며, 주관적 지수는 행복 인식 수

준이므로 (c) 또한 오답이다. 개인 및 가족의 금융 상태도 고려한다는 

것으로 보아 빈곤 수준도 그러한 통계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

므로 (d)는 일치하지 않는다.

involve 수반하다   factual 실제의   perception 인식, 개념 

indices (물가, 임금 등의) 지수(index의 복수)   survey 조사하다   

figure 수치   factor in ~을 고려하다   consumer price 소비자 

물가   population density 인구 밀도   subjective 주관적인   

criteria 기준(criterion의 복수)   amass 모으다   tabulate 

표로 만들다   statistical 통계의   census bureau 인구 조사국   

media outlet 매스컴   vary 달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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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한국계 미국인 2세인 새미 리는 최상의 운동 능력과 체력 단련에 

자신의 삶을 바쳤다. 1948년 그는 하이 다이빙으로 올림픽 금메

달을 받았다. 그는 4년 뒤의 올림픽에서 위업을 다시 한 번 달성

해서, 연속 두 개의 금메달을 딴 최초의 남자 선수가 되었다. 그

는 혁혁한 스포츠 업적으로 1958년에 제임스 설리번 상을 받았

다. 그는 현재 의사로 개업을 하고 체력 단련에 관한 대통령 자

문단으로 일하고 있다.

Q 새미 리에 대해 옳은 것은? 

(a) 하이 다이빙의 발전에 헌신했다.

(b) 2개의 올림픽 금메달을 최초로 딴 한국계 미국인이었다.

(c) 체력 단련에 대한 업적으로 상을 받았다.

(d) 현재 의사로 활동 중이다. 

마지막 문장을 통해 새미 리는 현재 의사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으므로 (d)가 정답이다. 그가 하이 다이빙 선수이긴 했지만 그 분야의 

발전에 힘을 쏟았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a)는 옳지 않다. 연속 두 개의 

금메달을 딴 최초의 남자 다이빙 선수이므로 (b)도 오답이며, 그가 상

을 받은 것은 스포츠계에서의 업적 때문이라고 하므로 (c)도 옳지 않다.

devote 바치다   physical fitness 체력 단련, 체력   feat 위업, 

공적   consecutive 연속적인   outstanding 뛰어난   practice 

medicine 의사로 개업하다

20
그래미 상은 미국의 네 개의 주요 음악 시상들 중 가장 잘 알려

져 있다. 그래미라는 이름은 구식 축음기를 축소시킨 그 상 자체

에서 비롯되었다. 이 상은 음악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협회인 

리코딩 아카데미가 수여한다. 상은 락, 팝, 랩, 복음 성가를 포함

한 30개 장르에 수여된다. 이는 또 백 개 이상의 부문으로 더 세

분화된다. 다른 음악 시상과 달리 그래미 수상자들은 팬이 아니

라 아카데미의 투표인단에 의해 결정된다. 

Q 그래미 상에 대해 옳은 것은?

(a)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음악 시상이다.

(b)  상은 락과 팝, 랩, 복음 성가의 네 개 분야로 나뉜다.

(c)  그래미 상은 수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에서 다른 음악상과 다

르다. 

(d)  그래미라는 이름은 리코딩 아카데미의 후원 업체에서 비롯되

었다.

마지막 문장에서 그래미 상은 다른 상들과는 달리 투표인단에 의해 수

상자가 결정된다고 하므로 옳은 내용은 (c)이다. 그래미라는 이름은 

구식 축음기를 축소시킨 그 상의 모습 자체에서 나왔다고 하므로 (d)
는 오답이다. 

miniature 소형   replica 복사품, 복제품   gramophone 축음기   

present 수여하다   association 협회   infamous 악명 높은   

originate 유래하다

21
노스웨스턴 대학의 한 사회학 교수는 학문적인 측면에서 증명

할 수는 없지만 민주적 참여가 더 나은 시민을 만든다고 믿는다. 

그녀는 무딘 사회과학적 도구들로는 민주적 결정에 대한 적극적

인 참여로 인해 인성과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의 특

성들을 쉽게 측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적극적으로 민주적인 

통치에 참여해 온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이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

켜보는 사람들은 종종 그러한 참여가 시민들의 인성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본다고 믿는다.

Q 지문에 따르면 일치하는 것은?

(a) 민주주의가 다른 정치 체제보다 우월하다고 입증되었다.

(b)  연구를 통해 민주적 참여의 이로운 영향들이 확인되었다.

(c) 일부 사회적 영향들은 양적으로 측정될 수 없다.

(d) 사회학자들은 자연스럽게 민주적 통치에 끌린다.

두 번째 문장에서 사람들의 민주적 참여로 생기는 인성과 공동체의 미

세한 변화의 특성을 쉽게 측정할 수 없다고 하므로 (c)가 적절하다. 

democratic 민주적   participation 참여   subtle 미묘한   

character 인성, 성품   come about 일어나다   blunt 무딘   

instrument 도구, 수단   governance 지배, 통치   observe 

지켜보다   superior to ~보다 뛰어난   quantitatively 양적으로   

be drawn to ~에 끌리다

22
여러분의 휴대용 PC를 보호하라

휴대용 PC가 지금처럼 훔치기 쉬운 때는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

도 예방책들을 강구할 수 있다. 

•  먼저 보험을 든다. 세이프피시 사(www.safepc.com)는 연

간 약 200달러에 분실한 하드웨어를 전액 보상해 주는 가장 

인기 있는 보험 상품 가운데 한 가지를 제공한다. 

•  아니면 스톨른 컴퓨터 레지스트리(www.stolencomputers.

org)에서 일련번호를 무료로 조회할 수도 있다. 

•  또한, 연간 45달러에 제공되는 서비스인 트랙 시그널 같은 

추적용 소프트웨어도 설치할 수 있다. 훔쳐간 사람이 도난 

PC를 사용하여 온라인에 접속하면 숨겨진 소프트웨어가 그

의 IP 주소를 전송하고 경찰은 그 주소를 이용해 도둑의 위

치를 몇 분 만에 찾아낼 수 있다.

Q 지문에 따르면 옳은 것은?

(a)  세이프피시는 온라인으로 컴퓨터 도둑을 찾아주는 것을 가

능하게 한다.

(b) 보험사는 PC 절도를 추적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c) 소프트웨어 추적은 보험 정책보다 더 비싸다.

(d) 스톨른 컴퓨터 레지스트리 서비스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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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피시는 분실한 하드웨어를 보상해 주는 보험사이고 추적용 소

프트웨어는 트랙 시그널에 별도의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것이므로 

(a), (b)는 답이 될 수 없다. 보험료는 연간 200달러 정도이고 추적용 

소프트웨어는 연간 45달러이므로 (c)도 정답이 아니다. 스톨른 컴퓨터 

레지스트리에서 일련번호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다고 하므로 (d)가 알

맞다. 

precaution 예방책, 사전 대책   insurance 보험   alternatively 

그 대신에   serial number 일련번호   install 설치하다   

broadcast 퍼뜨리다, (동일한 메시지를) 여러 수신자에 보내다   

IP(information provider) 정보 제공자   locate 위치를 알아내다   

registry 레지스트리(컴퓨터 시스템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   free 

of charge 무료로

23
그랜빌 타임스

세계 > 환경 문제

국제 환경 보호 단체인 그린피스는 지구 온난화와 유전자 변형 

식품에 반대하고, 전 세계적인 희귀종 보호를 옹호해 왔다. 하지

만 비판하는 사람들을 찾는 데 전 세계의 회사들과 정부 기관들

만을 볼 필요는 없다. 그린피스의 전직 고위 회원 중 최소 한 명

이 자신만의 안건을 가진 활동가들이 자기 이득을 위해 그 단체

를 끌어들여 왔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의 활동들이 한결같지 

않고 편향된 방식으로 경제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외치는 

가운데, 겉으로는 환경보호주의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자본

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반대라는 의혹들이 있다.

Q 글쓴이가 가장 동의할 것 같은 내용은?

(a) 그린피스 안에 내부 갈등과 의견 차이가 있다.

(b)  그린피스에 대한 전 세계적 지원이 감소될 심각한 위험이 있다.

(c) 그린피스는 보호 옹호 단체로서의 그 유용성을 잃었다.

(d)  몇몇 사람들은 그린피스의 본래 목적이 흐려지고 있다고 생

각한다.

그린피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 관한 글이다. 그린피스의 활동들이 

한 개인의 이득을 위해 오용되기도 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며, 자본

주의와 세계화에 저항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환

경 보호 단체인 그린피스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단체가 되었다는 

의혹과 맞닿아 있는 (d)가 적절하다. 

champion 대변자   rare species 희귀종   high-ranking 

고위의   agenda 의제, 지침   co-opt (자신의 목적을 위해) 조종하다   

hinder 저해하다   non-uniform 한결같지 않은   biased 편향된   

allegation 주장, 의혹   stand 반대, 저항   capitalism 자본주의   

globalization 세계화   internal 내부의   dissent 의견 차이   

decline 감소, 축소   outlive 보다 더 오래 지속되다, (오래 살아서) 

~을 잃다   advocate 옹호자   cloud 흐려지다

24

1643년 뉴잉글랜드 연합에는 백인이든 흑인이든, 북미 원주민

이든 도망친 노예들의 귀환을 강제하는 법이 있었다. 1700년대 

후반, 13개의 초기 식민지들 중에서 뉴욕과 버지니아, 메릴랜드

는 탈출했던 노예들을 되돌려 보내면 포상금을 제공했다. 되돌려 

보내지 않았다면 그 노예들은 캐나다 같은 곳으로 달아났을지도 

모른다. 세계적인 정서를 반영해, 버몬트와 뉴햄프셔, 매사추세

츠, 코네티컷 같은 일부 북부의 주들은 1787년에 노예제를 폐지

하기 시작했다. 노예제를 유지한 남부의 주들은 달아난 노예들이 

이들 주에 피난할 것을 우려하여 노예들의 귀환을 더욱 엄격하게 

집행한 논란이 많은 탈주 노예 송환법을 1793년에 얻어냈다.

Q  탈주 노예 송환법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a) 달아난 노예들의 귀환을 위한 최초의 미국 법이었다.

(b) 노예를 보유하고 있던 주들은 그 법안에 찬성했다.

(c) 노예제는 북부의 주에 다시 재도입되었다.

(d) 결국 노예제를 폐지한 미국 남북 전쟁을 초래했다.

마지막 문장에서 노예들이 노예제를 폐지한 주로 도망갈 것을 우려해 

몇몇 주들이 이 법안을 얻어냈다고 하므로 (b)를 추론할 수 있다. 이 

법이 최초였다거나 남북 전쟁을 초래하였다는 언급은 없다. 또 노예제

를 폐지한 주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c)는 오답이다.

enforce 강제하다   fugitive 도주한   colony 식민지   bounty 

포상금   flee 달아나다   sentiment 정서, 감정   abolish 폐지하다   

slavery 노예(제)   find refuge 피난하다   controversial 논란이 

많은   strictly 엄격하게   retain 보유하다   in favor of ~을 

찬성하는   re-introduce 재도입하다   

25
이제는 유명 기관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인 토마스 게인즈버러에

게 영국 왕립 미술원의 연례 전시회에서 전시하는 것은 전적으

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전에 그는 미술 협회와 전시를 열어 

폭넓은 관람객을 모았었다. 그는 1770년대 런던으로 옮겨 가,  

계속해서 그의 초상화 모델이 되는 일련의 상류 사회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심지어 왕실의 일원들도 한 번은 그의 붓놀림 대상

이 되었다. 이 분야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 화가는 풍경화

를 더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Q  지문에서 게인즈버러의 초상화에 관해 암시하는 것은?

(a) 기성 사회에 의해 상당히 비난받았다.

(b) 초기 작품들은 예술보다 금전적인 이유가 더 컸다.

(c)  초상화를 위해 영향력 있는 모델들을 찾는 것이 화가에게  

도움이 되었다.

(d) 오늘날에는 그의 풍경화들로 인해 대부분 퇴색된다.

상류 사회의 고객들이 그의 초상화의 모델이 되었고, 이 분야에서 성

공했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암시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c)이다. 

풍경화는 작가 자신이 좋아했던 것으로 언급되었을 뿐이므로 (d)는 적

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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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ing member 창립 일원   famed 저명한   fashionable 

상류 사회의   brushwork 붓놀림, 화법   landscape painting 

풍경화   liking 애호, 취향   establishment 기관, 시설   

monetary 금전상의   eclipse 무색하게 하다

Part IV

26~27
카리브해 크루즈선 청소 담당자

카리브해에서 가장 거대한 선박 회사인 카리브해 크루즈 선사는 

몇 명의 청소 담당자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독특한 목적

지를 방문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의 일원이 되는 데 

관심이 있는 열정적인 직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고용된 직원들은 

저희 크루즈 선들 중의 한 곳에서 살면서 일하게 될 것이며, 손님

들의 방과 배를 깨끗하고, 안전하며, 그리고 매력적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 경력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당신이 최고의 잠재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모든 훈련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업무

1. 일일 객실 유지 관리 서비스: 저희 크루즈선들은 고급이므로, 우

리는 각각의 손님들께 최고의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2. 공공장소 관리: 각각의 배는 매일 손님들을 위해 완벽하게 관

리될 필요가 있는 라운지와 같은 다양한 공공 장소를 가지고 있

습니다.

3. 팀의 일원으로 근무하기: 저희 업무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청소 담당자는 그들의 팀에 기여

하여야 하며, 팀 구성원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복리후생제도

급료는 주당 800달러에서 1,000달러입니다.

선상에서의 모든 생활비용은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당신은 순환 근무 이후에 정규직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Q26 청소 담당자의 업무 중 한 가지는 무엇인가?

(a)  다른 나라 출신의 부유한 고객들과 관계 맺기

(b)  매일 공적 행사를 위해 모든 세부적인 재료들을 준비하기

(c)  객실과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집단 협력 업무하기

(d)  매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기

Q27 광고에 따르면 옳은 것은 무엇인가?

(a)  광고된 직책은 본사에 있는 내근직이다. 

(b)  고용된 직원들은 업무에 배정되기 전에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c)  지원자들은 지원할 때 어떠한 법적 제한도 없다.

(d)  각각의 직원은 그들의 주당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Q26. 크루즈선에서 근무해야 하는 직원을 뽑는 구인 광고이며, 여러 

가지 제시한 업무들 중에서, ‘객실관리,’ ‘공공시설물 관리’ 그리고 ‘팀

원으로서의 협력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객실과 시설물을 관리

하기 위한 집단 협력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c)이다. 

Q27. 지문 내용 중에서 “We will offer all of the training”이라는 

문장을 통해 업무 배정 이전에 전체적인 훈련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용된 직원들이 업무에 배정되기 전에 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정답은 (b)이다.

housekeeper 관리인, 청소 관리자   hire 고용하다   ardent 
열정적인   unique 독특한   destination 목적지   attain 달성하다   

potential 잠재적인   maintenance 관리   luxurious 화려한   

contribute 기여하다   coordinate 협력하다   perks 복리후생   

onboard 선상의   rotation 순환, 교대   on a daily basis 매일   

in-house 내근직의

28~29
몇몇 연극들은 매우 강력하여 다른 극작가들이 따르는 표준으

로 기능하듯이,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은 브로드웨이 공

연으로 재공연되어 왔다. 제목에 나타난 주인공이자 외판원인 윌

리 로만은 단순히 등장인물의 이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는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재정적으

로 박탈당한 중년 남성을 대변하는 브랜드가 되었다. 윌리 로만

이 연극에서 대변하는 특성들은 그 자신의 발명품일 뿐만 아니

라, 대작이라고 불리는 복잡하고 매력적인 예술 작품에서 등장

한다.

절정에 도달하기 위하여 <세일즈맨의 죽음>은 회고를 이용하여 

윌리의 기억과 현실 사이에서 그의 혼란을 강조한다. 그의 공상

은 미국의 과거를 의미하며, 그 나라의 사라져버린 전원적인 삶

을 나타낸다. 인생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윌리의 꿈은 그가 그와 

그의 아들의 성공에 대해 거짓말을 지어내도록 만든다. 그가 공

상에 사로잡혀 있을수록, 그가 현실에 직면하는 것은 더 어렵다. 

현실에 직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가지

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불리는 생각을 보여 준다.

Q28 <세일즈맨의 죽음>에 대해 옳은 것은 무엇인가?

(a)  처음 브로드웨이 있는 감독들과 배우들에 의해 거절당했다.

(b)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년 남성을 나타낸다.

(c)  주인공의 공상을 보여주기 위해 회고 기법을 사용한다.

(d)  실제 아메리칸 드림의 지배적인 생각을 보여 준다.

Q29 두 번째 문단에서 글쓴이는 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a)  회고는 다른 연극에서도 대표적인 기법이 되었다.

(b)  윌리의 공상은 아메리칸 드림의 현실을 왜곡한다.

(c)  미국의 과거의 이미지들은 때때로 조작된다.

(d)  윌리의 아메리칸 드림은 등장인물들의 발달을 막는다.

Q28.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에 대해 설명하는 지문이며, 

“uses flashbacks to accentuate Willy’s confusion between 

his memory and the reality”라는 문장을 통해, 회고 기법을 이용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c)이다.

Q29. 주인공 윌리의 공상에 대해 설명하는 문단이며, 그의 공상이 현

실에 대한 거부이며, 그것이 하나의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강조하고 있

으므로, ‘윌리의 공상이 아메리칸 드림의 현실에 대한 왜곡’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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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wright 극작가   revive 살아나다   protagonist 주인공   

disenfranchise 권리를 박탈하다   characteristic 특징   

fascinating 매력적인   flashback 플래시백, 회상   accentuate 

강조하다   confusion 혼란   illusion 공상   pastoral 전원의, 

목가적인   fabricate 조작하다, 만들다   be stuck in ~에 

빠지다   illustrate 보여주다   initially 처음에, 원래   feature 

보여주다, ~을 특징으로 하다   dominant 지배적인, 압도적인   

representative 대표적인    distort 왜곡하다   hinder 막다

30~31
뉴질랜드 북부 섬에 서식하는 갈색 키위 새는 가장 흔한 키위 종

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 개체 수는 계속해서 감소해 왔으며, 

충분한 보호 노력이 없어서 멸종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예상

된다. 갈색 키위는 다른 어떤 키위 종보다 인간의 거주지에 더 가

까이 서식하며 또한 감금되어 전시되는 주요한 종이다. 이러한 

인간 공동체에 대한 근접성은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왜

냐하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개, 고양이, 그리고 

자동차와 접촉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그 개체 수는 150,000마

리 이하로 급락했으며, 곧 훨씬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북부 섬에 있는 공동체들은 그 개체 수를 복원하

기 위해 노력해 왔다. 몇몇 보호 단체들은 해안가 보호구역과 같

은 몇몇 키위 보호구역을 설립함으로써 상황을 개선해 왔다. 또

한, 갈색 키위는 다른 키위 종들보다 번식이 훨씬 더 빠르며, 다

른 키위 종들이 일 년에 하나의 알을 낳는 것과 비교하여, 한 배

에 두 개의 알을 낳고 일 년에 한 번에서 두 번을 낳게 된다. 게

다가, 보호국에 의해 설립된 키위 복구 그룹은 키위를 구하기 위

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기술적 자문을 제공해 왔다.

Q30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

(a)  갈색 키위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가속화시키는 다양한 요

소들

(b)  갈색 키위의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들

(c)  갈색 키위의 서식지의 위치적 장점들

(d)  갈색 키위 개체 수의 감소와 회복

Q31 지문에서 갈색 키위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a)  높은 번식률은 개체수를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들 중 하

나이다.

(b)  인간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든 붙잡히거나 이용되지 않았다.

(c)  대부분의 보호구역들은 우연히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

(d)  그것은 조류학자들에 의해 아직 연구된 적이 없다.

Q30. 뉴질랜드 북부 섬에 서식하는 갈색 키위에 대해 설명하는 지문

이며, 멸종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해 첫 번째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으

며, 두 번째 문단에서는 개선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갈색 

키위 개체 수의 감소와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정답은 (d)이다.

Q31. 갈색 키위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개선 노력에 의해 개

체수가 회복되고 있으며, 특히 “the brown kiwi breeds more 

quickly”라는 문장을 통해 높은 번식력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높은 번식률이 개체 수를 회복시키는 요소들 중 하

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a)이다.

kiwi 키위 새   steadily 꾸준하게   endanger 멸종 위기에 

처하게 하다   conservation 보존   habitation 거주, 주거지   in 

captivity 속박된, 붙잡힌   proximity 근접, 접근   consistently 

끊임없이   keep in touch with 접촉하다   plummet 
추락하다, 급락하다   restore 회복시키다   sanctuary 피난처, 

보호구역   offshore 해안가의, 바다의   breed 기르다, 양육하다   

clutch 한 배   accelerate 가속화시키다   shrinkage 감소   

recuperation 회복   reproduction 번식   inadvertently 

우연하게, 무심코   ornithologist 조류학자

32~33
장학기금 졸업생들에게 의존하기

마리아 로드리게즈

러시아 정부는 대학을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았던 모든 졸업생들

이 동일하게 100,000루블을 상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할 계

획이다. 그 나라의 교육부 장관은 그 돈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현재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새로운 제안은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고

등교육법에 포함될 것이다. 그 상환 정책은 학생 보조금이 몇 년 

전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금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 온 가난한 학생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게 될 것

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그 법이 바람직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대다수의 졸업생들은 직업

을 구하지 못했으며, 해외에서 취업한 사람들은 그 법을 무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급증한 등록금은 취약한 학생들이 졸

업 연기와 중퇴를 결정하도록 해 왔다. 

전국학생위원회는 또한 정부가 현재의 등록금을 줄이기 위해 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생들의 등록을 증가시키도록 

돕기 위해 더 많은 정부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Q32 지문에서 글쓴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a)  장학 기금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 제기

하기

(b)  고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제안된 정부 정책 정당화

하기

(c)  그 나라의 어려운 경제 상황 지적하기 

(d)  대학생들의 졸업 연기 막기

Q33 왜 러시아 사람들은 그 새로운 법의 성공을 의심하고 있는가?

(a)  많은 졸업생들이 그들의 장학금을 상환할 여유가 없다.

(b)  대부분의 학생들은 해외에서 고용될 수 없다.

(c)  현재의 등록금은 대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d)  학생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Q32. 러시아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장학금 제도와 상환 방식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는 글이다. 정책의 목적과 구체적 실행 계획에 대

해 설명하고 있으나, 마지막 문단에서 전문가들의 의구심을 제시하면

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법

안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a)이다.



30

Q33. 정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the 

majority of graduates have failed to get jobs”라는 문장을 통

해 졸업생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그들이 상환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정

답은 (a)이다.

graduate 졸업생   scholarship 장학금   enact 법을 

제정하다   flat 고정된   parliament 의회   repayment 상환, 

보복   underprivileged 가난한   generate 유발하다, 발생시키다   

disregard 무시하다   upsurge 증가하다, 치솟다   vulnerable 

취약한   deferment 연기, 유예   dropout 중퇴   feasibility 

실행 가능성   justify 정당화하다   reinforce 강화하다   defer 
연기하다, 유예하다   demonstration 시위

34~35
낭만주의: 사회적 운동

17세기 후반기부터 18세기 전반기까지, 낭만주의라고 부르는 

예술, 문학, 그리고 지적 운동이 유럽 전역을 지배했다. 비록 언

제 처음으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1798

년 윌리엄 워즈워스의 <서정 발라드집>의 출판이 그 운동의 시작

으로 여겨진다.

그 운동의 기원은 유럽에서의 주요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반응

으로 나온 것이었으며, 시골 지역의 인구 감소와 산업화 도시들

의 급격한 성장을 포함한다. 특히, 산업 혁명은 땅의 구획화를 가

속화시켰으며, 노동자들을 땅에서 몰아내고, 공장에서 일거리를 

제공했다.

따라서 비록 전통 깊이 자리잡은 사회적 정치적 악에 대한 반대

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낭만주의는 산업 혁명에 대한 반발로 일

부 여겨질 수 있다. 그 운동의 대표자들은 또한 자연의 과학적 

합리화를 비판해 왔다. 또한, 프랑스 혁명과 같은 급진적인 사회

적 변화는 그 운동의 등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Q34 지문에 따르면 낭만주의에 대해 옳은 것은?

(a)  유럽 국가들의 문학계에서만 발견된 운동이었다.

(b)  참가자들은 산업 혁명에 의해 유발된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

는 것을 거부했다.

(c)  농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d)  당대 정치적 문제들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

Q35 지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a)  낭만주의는 윌리엄 워즈워스의 <서정 발라드집> 이전에 시작

되었다.

(b)  산업 혁명은 노동자들을 사회로부터 소원하게 만들었다.

(c)  낭만주의자들은 전통적인 가치와의 극단적인 단절을 주장했다.

(d)  낭만주의는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을 모방하도록 동기를 부여

했다.

Q34. 낭만주의 운동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며, 사회적 배

경으로 산업 혁명에 의해 변화된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a 

reaction to the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구문을 통해 낭만

주의 운동이 산업 혁명에 대한 반발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

로, 정답은 (b)이다.

Q35. 낭만주의 운동이 산업 혁명 등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반발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글이며, “it was also a rebellion against 

traditional deep-rooted social and political evils”라는 문장

을 통해 전통적 사회를 비판한 운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낭

만주의 운동이 ‘전통적인 가치들과의 단절을 주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c)이다.

romanticism 낭만주의   literary 문학적인   intellectual 
지적인   dominate 지배하다, 압도하다   controversy 논쟁   

depopulation 인구 감소   Industrial Revolution 산업 

혁명   accelerate 가속화하다   enclosure 구획화   drive 

off 쫓아내다   mill 공장, 방앗간   representative 대표자   

rationalization 합리화   emergence 등장   resist 반대하다   

agricultural 농업의   have nothing to do with ~와 관계가 

없다   contemporary 당대의   estrange 소외시키다, 소원하게 

하다   radical 급진적인, 극단적인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emulate 모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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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EST 3� P 138

Part I 

1
원시인은 대개 미신을 몹시 믿었다. 종종 그들 주변에 일어나는 

기이한 일은 그들과 의사소통을 원하는 영혼이나 신의 뜻이 집

행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예를 들어, 역사를 통틀어 대부분

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이다. 따라서 왼손잡이는 사악한 징조로 

받아들여지고 원치 않는 주목을 받았다. ‘왼쪽’을 뜻하는 라틴어

는 sinister이고, 많은 사람들이 왼손잡이를 나쁘게 여겼기 때문

에 sinister라는 말은 ‘사악한’이나 ‘나쁜’을 의미하게 되었다.

(a) 강력한 주문으로 묘사되었다

(b) 악령을 소환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c) 부족민을 분리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

(d) ‘사악한’이나 ‘나쁜’을 의미하게 되었다

원시인이 미신을 매우 믿은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며 영어에서 ‘사악

한’의 어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왼손잡이가 사악한 징조로 받아들여

졌다고 하므로 (d)가 가장 적절하다.

primitive 원시 사회의   in general 보통, 대개   superstitious 

미신을 믿는   extraordinary 기이한   perceive 여기다   carry 

out 집행하다   evil 사악한, 악마의   omen 징조, 조짐   sinister 
사악한, 불길한   hail 묘사하다, 일컫다   spell 주문   politically 

정치적으로   segregate 분리[차별]하다

2
디즈니는 폭넓은 관중에게 미치는 동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의 

커다란 잠재력을 정확히 보았다. 동화의 줄거리는 아이들의 흥미

를 끌만큼 단순하지만,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신데렐라> 같은 

일부 동화 속의 로맨스는 어른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처럼 

어리고 나이 든 사람들 모두에게 광범위한 흥미를 끄는 것이 상

업적 성공에 필수적이다. 만약 디즈니 영화가 단순히 ‘아이들의 

오락거리’였다면 많은 부모들이 그냥 아이들을 극장에 데려다 놓

고 다른 영화를 보러 갔을 것이다. 하지만 디즈니는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냈다.

(a) 도덕적인 교훈을 포함하는

(b)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c) 아이들이 봐도 괜찮은

(d) 이윤을 증대시키는

빈칸 앞에 however가 있으므로 앞 문장과 상반되는 내용이 와야 한

다. 앞에서 디즈니 영화가 아이들만의 오락거리였다면 부모들은 다른 

영화를 보았을 것이라고 했으므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들

었다는 내용이 가장 적합하다. 따라서 (b)가 정답이다. 첫 문장에서 디

즈니가 폭넓은 관중에게 미치는 동화의 잠재력을 보았다는 내용에서

도 답을 추론할 수 있다.

accurately 정확히   potential 잠재적인   fairytale 동화   

appeal to ~의 흥미를 끌다   broad 폭넓은   moral lesson 

도덕적 교훈   boost 증대시키다

3
영어에 단어 수가 너무 많은가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괴로운 문

제이다. 이 세계적인 언어에는 과학과 기술 용어를 제외하고 약 

50만 개의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세계 모든 언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특히 11세기 정복자 윌리엄의 점령 이후 노르

만 프랑스어가 영국에 주입되어 게르만어 단어의 기반을 보충해 

주기도 했지만 중복되는 단어도 도입되었다. 식민 시대 강대국이 

되면서 멀리 떨어진 나라들의 단어 또한 들어왔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영어를 과대하게 팽창시켰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말

하면 이러한 것들이 영어를 풍성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a)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질문의 또 다른 예이다

(b) 영어의 생존을 위해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c) 식민지에서 들어온 단어들은 범위가 제한적이다

(d) 이러한 것들이 영어를 풍성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영어 단어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한 배경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영어를 과도하게 팽창시

키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긍정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영어를 풍성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d)
가 정답이다.

teaser 괴롭히는 것, 어려운 문제   roughly 대략   excluding 

제외하고   term 용어   linguistic 언어의   infusion 주입, 

불어넣음   supplement 보충하다   overlap 겹치다, 중복되다   

colonial 식민지의   far-flung 멀리 떨어진   inflate 팽창시키다   

conversely 거꾸로 (말하면)   step 조치   enrich 풍성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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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뉴스

교육 위원회 댄 라킨 위원장은 특별 위원회가 학생들이 대학에

서 보내는 시간을 줄일 계획이 있다고 말한다. 전통적인 4년 기

간에 40퍼센트 이상의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

고 있기 때문이다. 라킨은 이것이 졸업생들의 수익 능력을 감소

시키고, 대학의 자원을 고갈시킨다고 말한다. 새로운 계획은 클

래스 규모를 늘리고 제때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궤도를 유지하

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하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a) 많은 학위의 요건들을 바꿀

(b) 대학들이 강의를 늘리도록 요구할

(c) 학생들이 대학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일

(d) 내년 졸업생 취업률을 면밀히 감시할

대학생 40퍼센트 이상이 전통적인 4년 기간에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

지 않고 있다는 다음 문장으로 볼 때, 새로운 계획에서 제시될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c)이다.

committee 위원회   complete 이수하다, 끝마치다   graduate 

대학 졸업생   earning power 수익 능력   drain 소모시키다, 

고갈시키다   incentive 인센티브, 우대책   tuition 수업료, 등록금   

secure 확보하다, 획득하다   diploma 수료증   on time 제때   

requirement 요건, 필요 조건   employment rate 취업률

5
싱코 데 마요는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미국 전역에서 널리 기념

하는 최대 명절이다. 그러나 이 명절이 무엇을 기념하는가에 대

해서 잘못 알려져 왔다. 이 날은 멕시코의 독립 기념일이 아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의 7월 4일에 해당하는 날은 5월 5일(싱코 데 

마요)이 아니라 9월 16일이다. 그렇다면 싱코 데 마요는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 이는 빚을 갚지 못한 멕시코를 침범한 프랑스

를 무찌른 멕시코 군대의 1862년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다.  

(a) 싱코 데 마요를 기념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b)  싱코 데 마요가 멕시코의 독립기념일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

한다 

(c) 이 명절이 무엇을 기념하는가에 대해서 잘못 알려져 왔다 

(d) 언제 처음 싱코 데 마요를 기념했는가에 대한 열띤 논쟁이 있다

지문에서 싱코 데 마요가 미국의 독립 기념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862년 프랑스가 멕시코를 침략했을 때 이를 무찌른 것을 기

념하는 날이라고 그 의미를 바로잡은 것으로 보아 빈칸에는 그 의미가 

잘못 알려져 있다는 (c)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celebrate 기념하다   equivalent 상응하는, 맞먹는   invade 

침범하다   repay 갚다   consensus 일치, 합의   heated 열띤

6

1938년 한 지갑 회사가 고안한 판촉용 상품 때문에 사회 보장

국이 골머리를 앓았다. 이 회사는 사회 보장 카드가 자신들이 만

든 지갑에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를 보여 주려고 했다. 그래서 가

짜 카드를 제작해서 판촉용으로 모든 지갑에 넣어 전국 백화점

에 배송했다. 그 카드는 회사 비서의 진짜 사회 보장 번호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번호를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기 시작했

다. 사회 보장국은 사람들에게 이 번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

지만 심지어 40년이 지나서도 십여 명이 같은 번호를 사용했다. 

(a) 비판적이고 논란을 일으키는 사회의 격렬한 항의를 야기했다

(b) 대중들이 지갑에 카드를 지니고 다녔다

(c) 사회 보장국이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것을 도왔다

(d) 사회 보장국이 골머리를 앓았다 

지문은 한 지갑 회사가 판촉용으로 제작한 사회 보장 카드에 실제 번

호를 사용하면서 야기된 문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이로 인해 사회 보장국이 골머리를 앓게 되었다는 내용이 적절하다.

gimmick 수법, 새 고안품   demonstrate 보여 주다, 설명하다   

fake 가짜의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사회 보장국   

societal 사회의   outcry 격렬한 반응[항의]   controversy 논란

7
미국인 소설가 존 치버의 이야기들은 1950년대 교외 생활의 많

은 결점들을 묘사한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소수 민족들과 증가

하는 범죄와 분리된 지역에서 살고자 도심지를 떠나고 있었다.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치버의 캐릭터들은 외견상으로는 성공적

이며 부유했고, 좋은 차를 소유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넓

은 뒷마당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치버의 이야기들은 이런 완벽

함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을 파헤쳤다. 그의 이야기들은 사람들

이 돈과 외모, 지위를 위해 개성과 독립성을 희생시킨 정도를 드

러내며 환상에 미묘하게 구멍을 냈다.

(a) 삶의 이런 새로운 경향을 이상화했다

(b) 대도시들의 위험을 비평했다

(c) 이런 완벽함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을 파헤쳤다

(d) 성공의 불리한 면을 상술했다

교외로 떠난 사람들이 외견상으로는 부유하고 성공한 듯 보였던 반면, 

치버의 이야기들은 1950년대 교외 생활의 많은 결점들을 묘사한다는 

첫 문장으로 볼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c)이다.

portray 묘사하다, 그리다   flaw 결함, 흠   suburban 교외의   

neighborhood 지역, 지구   insulate from ~로부터 격리하다   

minority 소수 민족   on the exterior 겉보기에는, 외견상으로는   

possess 소유하다, 보유하다   subtly 미묘하게   pick away 

~에 구멍을 내다   illusion 환상, 착각   sacrifice 희생하다   

individuality 개성   independence 자립, 자주성   for the 

sake of ~을 위해서   appearance 외모, 겉모습   status 지위   

critique 비평하다   unravel 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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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구적인 교사들은 학교에서 과학의 도입은 미신과 잘못된 정보

의 종결을 의미하며 과학적인 발견, 논리, 귀납적인 추리의 시대

의 시작이라고 상상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학교에서 과

학 수업이 제공되는 방법은 이런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 기계적

이고 반복적인 암기와 되새김질은 거의 일반적인 것이 되었고 오

직 소중한 몇몇 학생만이 그런 의례를 깨고 실제로 자신의 기술

을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자들

은 어떻게 과학이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재평가하고 

덜 미신적인 접근 방법을 구축해야 한다.

(a) 덜 미신적인 접근 방법을 구축해야

(b) 교사의 실패를 인식해야

(c) 우리가 왕성하게 학습하도록 상기시켜야

(d) 그 분야의 은퇴한 전문가를 고용해야

현재 과학 교육이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

는데 그런 획일적인 방법이 아닌 접근 방식을 만들며 과학 교육의 재

평가를 촉구하고 있으므로 (a)가 빈칸에 적절한 표현이다. 

superstition 미신   misinformation 오보   inductive 

reasoning 귀납적 추리   rote memorization 기계적 

암기   regurgitation 구토, 되새김질   norm 표준, 일반적인 것   

cherish 소중히 여기다   breach 위반하다, 어기다   protocol 
의례, 규약   incumbent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re-evaluate 

재평가하다   cultivate 구축하다  

9
대부분의 도시들은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낡은 건물을 허물

면서 수세기에 걸쳐 진화했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의 

일부 역사는 소멸된다. 그러나 하나의 고대 도시는 오랫동안 거

의 원 상태 그대로 보존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폼페이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자연 재해로 인해 파괴되었으면서 동시에 보존되

기도 했다. 서기 79년 베수비오 산이 폭파하면서 2만 명이 살던 

번화한 이탈리아의 도시로 뜨거운 재와 분석을 뿜어냈다. 뜨겁

게 흘러내리는 잿더미가 도시를 덮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질식하고 나머지는 잿더미에 갇혔다. 이러한 자취로 인해 

우리는 다른 어떤 고대 정착지보다도 폼페이에 대해서 더 잘 알

게 되었다. 

(a) 따라서 

(b) 불행히도 

(c) 아이러니하게도 

(d)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 문장에서 도시가 진화하면서 역사가 소멸된다고 했지만 폼페이의 

경우엔 화산 폭발로 그 역사가 사라진 동시에 보존되기도 했다는 아이

러니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c)가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다.

evolve 진화하다   tear down 부수다, 파괴하다   make way for 
~에게 길을 내주다   erupt 분출하다, 폭발하다   send forth 내다, 

발하다   cinder (화산에서 분출되는) 분석   thriving 번화한, 성대한   

torrent 억수, 급류   stifle 질식시키다   relic 자취   settlement 
정착지   notwithstanding ~에도 불구하고

10
전미 미식축구 연맹은 최근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겪는 놀랄 만

큼 많은 머리 부상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받아 왔다. 새로운 보

호 조치들이 시행되어 왔지만, 선수들은 계속해서 경기 중에 심

각한 부딪힘과 부상들로 고통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폭력적

인 오락이 그 스포츠를 지켜보는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어

떤 영향을 줄지 의문스러워한다. 그에 반해서 일부에서는 그 관

중들의 자극에 대한 갈망이 그 스포츠가 그렇게 공격적이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a) 어떤 경우에도

(b) ~에도 불구하고

(c) 그에 따라서

(d) 그에 반해서

많은 선수들이 머리 부상을 당하는 미식축구에 대해 일부에서는 그것

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의문스러워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경기가 관중들의 갈망 때문이라고 하는 마지막 문장으로 볼 때, 서로 

상충되는 두 문장 사이에 들어갈 연결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d)이다.

come under 받게 되다   scrutiny 정밀 조사   alarming 

number of 놀랄 만한 수의   head-injury 머리 부상   

protective measure 보호 조치   implement 시행하다   

violent 폭력적인   entertainment 오락   affect 영향을 미치다   

follow 지켜보다   thirst 갈망, 갈증   excitement 흥분, 자극   

aggressive 공격적인   in any event 아무튼

Part II

11
라이프 & 머니 서비스는 재정 관련 조언과 코치, 세금과 회계 감

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a) 금전 걱정이 

무엇이든 저희는 개인 재정에 관한 모든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

진 조언자들이 있습니다. (b)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이 가계 저축 계획을 준비할 때입니다. (c) 현실을 직시하세

요, 오늘날 금전의 세계가 더욱 복잡해진 만큼 두려워 말고 도움

을 청하세요. (d) 재정적인 안정을 달성하는 방법에 관해 일단 저

희의 조언을 받아들이시면 저희의 서비스는 제값을 한다고 보장

합니다.

라이프 & 머니 서비스에서 하는 일과 그들이 가진 장점을 홍보하며 도

움을 받아 볼 것을 권장하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문맥상 글의 흐

름에 어울리지 않는 문장은 (b)이다.

affordable (경제적으로) 저렴한, 감당할 만한   financial advice 

재정 관련 조언   assistance 도움, 원조   audit 회계 감사   

concern 우려, 걱정   special knowledge 전문 지식   finance 

재무, 재정   economic climate 경제 상황   family savings 

가계 저축   complicated 복잡한   guarantee 보장하다   take 

one’s advice ~의 조언을 받아들이다   financial security 재정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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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미상, 자유 언론은 분권화되었고 어떤 종류도 검열의 대상이 

아니다. (a) 이 모델에서, 언론은 더 많은 자유를 갖지만 실수와 

누락들을 자체 단속하도록 되어 있다. (b) 보다 구체적으로, 경쟁

하고 있는 언론 기관들은 다른 업체들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

여 비교를 위해 시청자들에게 보여 준다. (c) 또한, 산업에서 이

런 수준의 자기 규제는 저널리스트들과 전문가들이 쟁점에 관해 

논쟁하고 결점들이나 허위 정보를 지적할 수 있도록 돕는다. (d) 

더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려 인터넷으로 돌아서면서, 내용은 

보다 빠르게 제작되고 예년에 비해 질은 떨어진다.

뉴스를 보는 수단으로서 인터넷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유 언론

이 가진 여러 가지 장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으로 볼 때, 문

맥상 글의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문장은 (d)이다.

by definition 의미상   decentralize 분권화하다    

censor 검열하다   police 감시하다, 단속하다   omission 누락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scrutinize 면밀히 검토하다   

content 내용   viewer 시청자    

for one’s sake ~을 위해서   self-regulation 자기 규제    

debate an issue 쟁점에 대해 논쟁하다   point out 지적하다   

misleading information 허위 정보   

Part III 

13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는 표면이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물이 

표면으로 분출되곤 한다. 그러나 엔셀라두스는 상대적으로 작은 

위성이며 그 중심부에 내부 활동이 일어나기엔 크기가 너무 작

다. 따라서 이러한 표면 간헐천은 토성 자체로 설명된다. 엔셀라

두스의 궤도는 완벽한 원형이 아니고, 이 위성이 가까이 올 때 토

성이 잡아 끄는 힘은 더 커진다. 또한, 토성과 가까운 면이 반대

편보다 더 힘을 받는다. 따라서 엔셀라두스의 중심부가 마찰로 

인해 온도가 상승하고 표면이 늘어난 결과 분출이 일어나는 것

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토성과 엔셀라두스 사이의 조력 현

상이자 조력에 의한 가열이라고 부른다.

Q 지문의 주된 소재는?

(a) 토성의 얼음으로 덮인 위성들

(b) 간헐천과 그 원인

(c) 엔셀라두스에 대한 토성의 조력

(d) 엔셀라두스의 중력

첫 문장에서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 

문장에서 지문의 주제가 토성과 엔셀라두스 간의 조력임을 알 수 있다.

Saturn 토성   moon 위성   eruption 폭발, 분출   core 핵, 중심   

geyser 간헐천   orbit 궤도   circular 원형의   friction 마찰   

tidal force 조력

14
좋은 것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좋지 않다는 오래된 속담은 식이 

보조제의 영역에도 적용되는 것 같다. 아주 엄밀히 말해서, 어떠

한 종류의 보조제든 심각한 건강상 결함이나 식이요법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 평범한 사람의 식이요

법의 촉진이나 대체재로 영양제가 추천될 필요는 없다. 실제로 

보조제의 섭취가 무익하다거나 심지어 불리한 면이 있다고 보여 

주는 연구들도 있다. 그렇지만 영양제에 의한 많은 건강 관련 주

장이 대중을 다른 쪽으로 생각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다.

Q 지문의 주제는? 

(a) 보조제의 마케팅은 대중을 혼동시키기만 한다. 

(b)  영양사들은 식이요법 보조제 섭취의 위험성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이다.

(c) 영양제 섭취는 적은 양을 섭취할 때에만 좋다. 

(d)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영양제로부터 최소

한의 이익을 본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식이요법의 촉진 및 대체의 역할로 영양제를 추

천할 필요까지 없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d)가 적절하다. 

adage 속담, 격언   in the realm of ~의 영역에서   dietary 

supplement 식이 보조제   deficiency 결함, 부족   boost 신장, 

증가   ineffectiveness 무효, 무익한   downside 불리한 면   

nutritional 영양상의   tempt 유도하다, 부추기다

15
크라우드소싱은 컬트 프로젝트와 영화 아이디어에 대한 개인의 

기여를 위한 팬 기반 펀딩으로 영화 제작 영역에서 진가를 발휘

하고 있다. 크라우드소싱이 활용된 영화 <10억 명의 기업가>의 

경우, 이야기가 종종 크라우드소싱 그 자체를 다루고 있다. 영

화 감독인 지미 뉴슨은 기업가들이 그들 자신의 삶과 커뮤니티

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묘사하고 싶어 한다. 그들 스스로의 

종자돈이나 모금을 통해 어떻게 개인들이 새로운 인터넷 경제를 

그들의 온라인 제안을 지지하도록 모으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Q 지문의 주제는? 

(a) 크라우드소싱에 의존하는 비즈니스 프로젝트 

(b) 기업가 공동체에 관한 영화 한 편

(c) 대중 매체의 현안으로서의 크라우드소싱 

(d) 영화 제작에 있어서의 기업가 정신

크라우드소싱이라는 새로운 경제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특

히 영화 제작 영역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d)
가 가장 타당하다

crowdsourcing 크라우드소싱   come into one’s own 진가를 

발휘하다   in the realm of ~의 영역에서   entrepreneur 기업가   

depict 그리다, 묘사하다   seed money 종자돈   fundraising 

모금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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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세 유럽 사회의 사상가들은 세계가 고전 문명이나 에덴동산과 

같은 이상화된 상태로부터 끊임없이 퇴보하고 있다고 간주하였

다. 18세기에는 이성과 과학, 산업을 통해 사회가 진보하고 있다

고 믿기 시작했다. 다윈의 진화론으로 두 개의 상이한 사회학적 

해석이 촉진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사회가 자연 선택과 ‘적자생

존’의 결과이므로 그 결과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는 사회 진화론의 자유방임적 태도였다. 또 다른 해석은 자연적

인 것에 반(反)하여 사회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었다. 이

는 더 개선된 방향으로 사회 진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옹호하는 우생학의 전제가 되었다.

Q 지문의 주제는?

(a) 유럽에서의 사회학의 발달

(b) 사회 진화론이 사회에 미친 영향

(c) 다윈의 진화론이 사회 이론에 미친 영향

(d) 우생학과 진화론의 차이점

사회 진화를 방임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상이한 사회학적 이론을 촉발시킨 것이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었다는 

지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글의 주제가 (c)임을 알 수 있다. 진화론이 

사회학적 이론에 미친 영향이지 사회 진화론이 사회에 미친 영향은 아

니므로 (a)는 적절하지 않다.

thinker 사상가   medieval 중세의   decline 하락, 쇠퇴   state 

상태   civilization 문명   evolution 진화   foster 촉진하다   

divergent 갈라지는, (관습 등에서) 일탈한   sociological 
사회학의   interpretation 해석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생존   laissez faire (자유) 방임주의   

Social Darwinism 사회 다윈주의, 사회 진화론(다윈의 생물 

진화론을 사회 현상에 적용)   premise 전제   eugenics 우생학   

advocate 옹호하다, 주장하다

17
영국과 미국의 정부는 여러 면에서 상당히 다르다. 미국에서는 

최고 집행자인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와 국가의 수장 역할을 모

두 수행하지만 영국에서는 이 두 개가 분리된다. 즉, 영국은 군

주와 수상이 둘 다 있지만 미국은 대통령만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대통령은 국회의 다수당이 아닌 다른 정당 출신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영국의 수상은 의회에서 다수석을 확보한 정당의 

수장이다.

Q 지문에 따르면 다음 중 옳은 것은?

(a) 영국에서 정치적 지도자와 국가의 수장은 다른 사람이다. 

(b) 미국의 대통령은 의회 다수당과는 다른 당에서 나와야 한다. 

(c) 영국의 수상은 의회 다수당과 다른 당에서 나와도 된다. 

(d) 미국의 의회는 영국의 국회와 동일하다. 

지문에 의하면 영국은 국가의 수장과 정치 지도자가 각각 다른 사람

이기 때문에 정답은 (a)이다. 미국의 대통령은 다수당의 수장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지만 반드시 아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b)는 정답

이 될 수 없고, (d)는 지문의 내용만으로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 

aspect 측면   chief executive 최고 집행자   fulfill 수행하다   

monarch 군주   political party 정당   Congress (미국의) 의회   

Parliament (영국의) 의회, 국회   be equivalent to ~와 맞먹다

18
론다에게

네가 얼마나 나를 아프게 했는지 아니? 이젠 알 것이라 생각해. 

네가 일어난 일에 대해 자책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네가 더 

이상 고통받기를 원치 않아. 그러니 너를 용서할게. 만약 그것을 

다시 또 해야 한다면 나를 괴롭히려고 아버지가 너에게만 준 유

산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네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

는 것을 알고 너에게 마음이 쓰이기 때문에 지난 일을 지난 일로 

하려고 해. 지난 일은 잊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하자.

일레인

Q 이메일에 따르면 다음 중 옳은 것은?

(a)  발신자의 아버지는 돌아가시며 론다에게 무언가 귀중한 것을 

남겼다.

(b)  발신자는 친구를 때리고 그녀가 고통받는 것을 지켜봤고 이

제 그녀를 용서한다.

(c) 발신자는 오랜 친구로부터 멀리 다른 곳으로 가 버렸다. 

(d) 이것은 발신자가 친구에게 보내는 협박 편지이다.

론다가 발신자의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a)이다.

beat oneself up 자책하다   inheritance 유산, 상속   spite 

괴롭히다   decent 제대로 된, 품위 있는   care about ~에 

마음을 쓰다, 관심을 갖다   let bygones be bygones 지난 일은 

잊어버리기로 하다   put ~ behind (지난 일 따위를) 잊으려고 하다   

pass away 사망하다, 돌아가시다

19
그랜드캐니언 열차를 타고 애리조나의 윌리엄스에서부터 여행

을 하면, 믿기 힘들 만큼 다양한 경치를 발견할 것이다. 국립공원

을 망라하는 그 지역은 해수면보다 평균 고도가 5,000피트 높

은 애리조나 북부의 콜로라도 고원에 위치해 있다. 그랜드캐니언 

자체는 약 7,000피트에 위치한다. 고원의 가장 높은 꼭대기는 

12,600피트에 달한다. 방문객들은 이번 여행이 저지대의 건조

한 사막에서부터 눈을 구경할 수 있는 높은 고도의 고원까지 방

문하게 될 것이므로 옷을 겹겹이 껴입어야 할 것이다. 여름은 전

형적인 우기이며 거의 매일 오후 비가 내릴 수 있다.

Q 그랜드캐니언 관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고도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 여행을 한다. 

(b) 여행 중 날씨 패턴은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 

(c) 이 기차는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주를 가로지른다.

(d) 산에서 캐니언까지 여정이 교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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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들이 건조한 사막의 저지대에서부터 눈을 볼 수 있는 높은 고도

의 고원까지 방문할 것이라 했으므로 (b)가 정답이 된다. 

encompass 아우르다, 포함하다   plateau 고원   elevation 

고도   dress in layers 옷을 겹겹이 입다   low-lying 저지대   

arid 건조한   high-attitude 고도가 높은   monsoon 우기   

drastically 과감하게   alternate 번갈아 나오다

20
저작권법의 의도는 예술과 과학의 진보를 돕는 데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아이디어와 표현에는 차이가 있다. 아이디어 혹은 

이론을 묘사하는 예술 작품은 표현으로서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디어와 이론 그 자체는 저작권 취득이 불

가능하다.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말로 같은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다. 일부 문맥에서 자료의 출처를 밝히

지 못하면 표절이 될 수는 있지만, 저작권법은 그러한 인용을 요

구하지 않는다. 영화의 경우에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차이를 명확

히 하기 어려우며, 종종 판단도 각각의 경우마다 달라진다. 

Q 지문에 따르면 저작권법에 관해 옳은 것은? 

(a) 모든 종류의 표절을 반대한다. 

(b) 영화는 주로 표현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c) 같은 아이디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은 허가된다. 

(d) 아이디어의 저작권은 각 경우별로 논의된다. 

영화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고 하므로 (a)는 

적절하지 않다.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말로 같은 아

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다 했으므로 정답은 (c)이다. 

copyright 저작권   copyrightable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는    

violate (법을) 위반하다   cite the source 출처를 밝히다   

plagiarism 표절   citation 인용(구)   clear-cut 명백한, 명확한

21
언어의 유창함의 정확한 정의는 다소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때때로 틀리더라도 기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해 언어를 사용하면 유창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어떠

한 주제에 대해서든 길게 말할 수 있고 그 언어의 대중매체를 꽤 

잘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높은 수준은 기술적인 전

문 용어 혹은 어려운 문법을 제외하고 문맥과 더 깊은 탐구를 통

해 익숙하지 않은 뜻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을 요구한다. 어떠한 

언어가 모국어라 유창한 사람은 단어의 뜻과 복잡한 문법, 문화

적 연관성, 심지어 사투리까지 완벽하게 이해할 것이다. 

Q 지문에 따르면 언어 능력에 대해 옳은 것은? 

(a)  유창함은 활자 매체와 영상 매체 모두에 완벽한 실력을 필요

로 한다. 

(b)  누군가 모든 문법 구조를 안다면 그 언어에 유창하다고 불린다.  

(c)  주제에 대해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유창함의 표시로 여

겨질 수 있다.

(d)  대부분의 문화적 연관성을 잡아내는 것이 유창함에 필요하다. 

유창함의 정의는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주제

에 대해서든 긴 내용을 바꿔 말하면 언어가 유창하다고 할 수 있다 했

으므로 정답은 (c)가 된다. 

fluency 유창함   subjective 주관적인   call 결정, 판결    

converse 대화를 나누다   at length 길게, 상세히   

comprehend 이해하다   grasp 완전히 이해하다   context 맥락, 

문맥   inquiry 연구, 조사   jargon 전문 용어   mother tongue 

모국어   cultural reference 문화적 연관성   dialect 방언, 사투리   

competency 능숙함, 유능함   reference 참고, 참조

22
홈시어터 시스템 설치

홈시어터 설치가 더 쉬워졌습니다. 

 먼저, 상자의 내용물을 펼쳐놓고 앰프와 스피커 5개, 스피커용 

전선, 케이블 접속단자 같은 필수 부속품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 

 다음으로 여러분의 장식장에서 환기가 잘 되는 지점을 찾아 그

곳에 앰프를 놓으십시오. 앰프를 가리는 물건이 없도록 해 주세

요, 그렇지 않으면 과열될 수 있습니다. 

 앰프의 뒤쪽에 스피커용 콘센트가 있습니다. 각 스피커의 전선은 

색상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 최적의 음향을 낼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스피커들을 놓

아 두십시오. 

 마지막으로 비디오와 오디오 케이블을 TV 뒤쪽에 연결하십시오. 

이 케이블들도 색상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Q 앰프에 관해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a) 항상 깨끗하게 보관해야 한다.

(b) 다른 것보다 먼저 설치되어야 한다.

(c) 바람을 쐴 수 있는 탁 트인 공간이 필요하다.

(d) 오디오 시스템의 중앙에 두어야 한다. 

앰프에 대한 유의사항을 묻고 있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앰프를 넣으

라고 했으며, 과열될 수 있으므로 앰프를 가리는 물건이 없도록 해 달

라고 하므로 (c)가 적절하다.

hook up 설치하다   lay out 펼쳐놓다   amplifier 앰프   well-
ventilated 통풍이 잘 되는   overheat 과열되다   color-coded 

색상별로 구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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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스포츠 뉴스

미시간 인터내셔널 스피드웨이에서 일요일에는 1등, 토요일에는 

2등으로 마무리한 조시 손톤과 그의 팀원들은 전국 시리즈의 네 

번째 우승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의 손톤 엔진을 이용한 드라

이버들이 지난 7개 토너먼트에서 4차례 우승한 것을 감안하면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다. 참관인들이 언급하는 대로, 그런 기술

적 격차를 좁히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경쟁자들은 내년

에 약 12차례의 레이스에 나서며 자신들의 기계를 임시변통으로 

수리할 것이다. 그리고 시리즈의 새로운 예선 형식은 더 놀라운 

승리들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Q 지문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a) 손톤은 그의 운전 실력 덕분에 대부분 우승했다.

(b) 손톤 엔진은 현재 어떤 경쟁자들보다 더 강력하다.

(c) 손톤의 엔진은 향후에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d) 경쟁 팀들은 곧 손톤 엔진을 채택할 것이다.

손톤 엔진으로 7개 대회 중 4차례 우승하고 기술적 격차를 줄이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므로 정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b)이다.

crew 승무원, 팀원   gear up for ~을 위해 준비하다   

championship 우승   nationwide 전국적인   given that ~을 

감안하면, 고려하면   tournament 토너먼트   observer 관찰자, 

참관인   close a gap 격차를 좁히다   competitor 경쟁자   

tinker with ~을 어설프게 고치다   elimination (스포츠) 예선   

phase out ~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다, 점차 줄어들다   adopt 
취하다, 채택하다

24
일부에서는 이를 자연 결핍이라고 부르는데, 아이들이 자연에 노

출되는 것이 부족하면 비만과 우울증, 주의력 부족 문제들을 야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라고까지 부르며, 그 원인들에는 전

자 매체 형식의 오락들에 대한 유혹이 포함되어 있다. 이차적인 

기여 요인은 흔히 범죄에 관한 언론 뉴스 보도들로 부채질되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우려이다. 이 조건의 하나의 가능

한 결과는 어릴 때 밝은 빛에 충분히 노출되지 않은 아이들은 근

시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Q 지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a)  인터넷에 친숙한 세대는 환경 보호 주의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

(b)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점점 더 미디어에 정통해지고 

있다.

(c) 햇빛은 적절한 시력 발달에 기여한다.

(d)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자연 결핍을 적법한 임상적 장애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자연에 노출되는 것이 부족하면 비만, 우울증, 주의력 결핍이 

생기고, 밝은 빛에 충분히 노출되지 않으면 근시 위험이 높아진다는 

주장으로 볼 때,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c)이다.

nature-deficit 자연 결핍   exposure 노출   obesity 

비만   depression 우울증   attention 집중력   shortage 

부족   disorder 장애   temptation 유혹   electronic 

media 전자 매체   entertainment 오락, 유흥   secondary 

이차적인   contributing factor 기여 요인   fuel 부채질하다   

consequence 결과   myopia 근시   at an early age 어릴 

때   wired 유선의,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된   taste 기호, 흥미   

environmentalism 환경 보호주의   savvy 정통한, 지식이 있는   

rearing 양육   proper 적절한   eyesight 시력   psychologist 
심리학자   legitimate 정당한, 적법한   clinical 임상적인, 임상의

25
해밀턴 타임스

과학 > 자연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것으로 짐작되는 넓은 구역의 마그마가 

북아메리카 판 아래 깊은 곳에서 발견되었다. 상부 맨틀이 하부 

맨틀로 이행되는 지면에서 600킬로미터가 넘는 아래의 깊이에

서는 수분이 바위 자체와 융합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그마는 애

초에 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높이에서 맨

틀 암석의 단 1퍼센트가 실제로 물이라면, 그것은 대양을 모두 

합친 것보다 3배 더 많은 양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Q  지문에서 새로이 발견된 마그마에 관해 암시하는 것은?

(a) 그것은 분출되고 세계의 대양에 대참사를 야기할 수 있다.

(b) 식수로 이용될 수 있는 다량의 액체 수분을 보유하고 있다.

(c) 세계의 대양으로부터 유실된 물에 의해 야기되었다.

(d) 과학자들이 입증하고자 시도해 왔던 이론의 증거이다.

오랫동안 존재할 것으로 짐작되어 온 마그마가 발견되었다는 첫 번째 

문장으로 볼 때 새로이 발견된 마그마에 관해 암시하는 내용으로 옳

은 것은 (d)이다.

suspect 의심하다, 짐작하다   depth 깊이   upper mantle 상부 

맨틀   transition 이행, 전이   lower mantle 하부 맨틀   fuse 

with ~와 융합하다   primarily 애초에, 본래   presence 있음, 

존재함   estimate 추정하다, 추산하다   mantle rock 맨틀 암석   

represent 나타내다   erupt 분출하다   catastrophe 재앙, 

대참사   liquid 액체; 액체 형태의   attempt 시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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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V

26~27
건설 관리자 구인

센텀 건설사는 집을 건설하기 위해 망치와 못이 필요할 뿐만 아

니라 이상적인 집을 만들기 위해 열정, 진실성 그리고 헌신이 필

요하다는 것을 저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선정하고, 건축

물을 디자인하며, 모든 의무적인 조건들을 집에 통합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소중한 고객들에 대

한 저희의 존경심을 반영합니다.

저희의 의무는 혁신적인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번성하고 지속적

인 지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센텀 건설사의 필수 

구성원으로서 건설 관리자를 찾고 있습니다. 고용된 직원은 건

물 품질 기준과 연방 및 주 건축법에 따라서 주택 건설 과정의 

모든 면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직무

-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설 활동 관리 감독

- 정확한 디자인 계획, 품질 관리, 조사 수행, 그리고 일정 준수

- 건설 현장 장비 및 재료 관리

자격 요건

- 건설 현장에서 3년 이상의 경력

- 연방 및 지역 건축법과 실제에 대한 지식

- 유능한 의사소통 및 조직 능력

- 건축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 우대

Q26 지문에 따르면 옳은 것은 무엇인가?

(a)  주택 건설에 대한 지식은 광고된 직위에 가장 중요하다.

(b)  주택을 건설하는 전통적인 방법들이 그 회사에서 선호된다.

(c)  고용된 직원은 모든 주택 건설 과정을 관리할 것이다.

(d)  건설 장비의 관리는 직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Q27 이 직업의 자격요건으로 언급된 것은 무엇인가?

(a)  건설 관리자로서 3년의 경력

(b)  건축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

(c)  통신 장치에 대한 지식

(d)  건설 또는 토목 공학에서의 학위

Q26. 주택 건설 현장에서의 관리자를 구인하는 광고이다. 두 번째 단

락 마지막 문장에서 고용된 직원은 주택 건설의 모든 과정을 이끈다고 

했다. 따라서 정답은 (c)이다.

Q27. 광고된 직업의 자격 요건 가운데, “Knowledge of federal 

and local building codes and practices”라는 문장을 통해, 건

축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이 자격 요건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정답은 (b)이다.

construction 건설   passion 열정   integrity 정직, 청렴   

commitment 헌신  architecture 건축, 건축술   integrate 

통합하다, 합치다   mandatory 의무적인   veneration 

존경   flourishing 무성한, 번영하는   enduring 지속적인    

innovative 혁신적인   integral 필수적인, 완전한   in 

accordance with ~에 따라서   oversee 관리 감독하다   

accurate 정확한   conduct 수행하다   inspection 조사   

adherence 고수   concerning ~와 관련한

28~29
발신자: 데이비스 윌리엄스

수신자: 팀 구성원들

팀으로서 일하면서 지난 분기의 목표를 달성한 것에 대해 모두

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공헌과 헌신이 없었더

라면, 우리 목표는 달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년 업무 계획을 

논의하고 각 팀의 구성원의 역할을 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에서

는 1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질 예

정입니다. 각 팀의 팀장들은 지난 분기의 업적과 내년도 계획을 

다루는 10분~15분의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합니다. 가능한한 

빨리 이메일 수령에 대해 알려주세요.

발신자: 프레데릭 핸더슨

수신자: 데이비스 윌리엄스

미리 공지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행하게도, 당신이 지정한 

시간에 저는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외국에서 

온 바이어를 만날 예정입니다. 그 고객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발

생한 것 같으며, 저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촉박하

게 알려드려 죄송하지만, 답장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당신이 제 

상황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임의 안건과 관련

하여 어떤 변화라도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28 데이비스 윌리엄스는 왜 이메일을 썼는가?

(a)  직원들에게 회사의 청사진(계획)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하기 위하여

(b)  모든 팀 구성원들을 다른 부서에 완전히 재배정하기 위하여

(c)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d)  팀장들에게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도록 요청하기 위하여

Q29 이메일에 따르면 옳은 것은 무엇인가?

(a)  각 팀원들은 내년에 동일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b)  팀장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직원들을 지명해야 한다.

(c)  헨더슨 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직원 모임에 늦을지도 모른다.

(d)  헨더슨 씨는 초대에 답장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Q28. 전체 직원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는 메일이며, 특히 

“discuss next year’s work plan and assign each team 

member’s role”이라는 문장을 통해 회사의 내년도 청사진을 논의하

기 위한 요청이므로, 정답은 (a)이다.

Q29. 프레데릭 헨더슨의 답장 내용 중에서 “I’m sorry for the 

short notice, but I couldn’t make time to reply”라는 문장을 

통해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답장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가 초대에 대해 답장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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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AC
TU

AL TEST 3

gratitude 감사   assign 배정하다   executive 경영진   

designate 배정하다    agenda 안건   blueprint 청사진, 계획   

realign 재편성하다   

30~31
영국의 탐험가, 작가 그리고 귀족이었던, 월터 롤리 경은 엘리자

베스 여왕의 치세 기간 동안 아메리카대륙으로 몇몇 주요한 탐

험을 조직했다. 1587년, 그는 노스캐롤라이나부터 플로리다까

지 탐험을 했으며, 그 지역을 엘리자베스 여왕, 즉 ‘처녀 여왕’을 

기념하여 버지니아라고 불렀다. 스페인 무적함대에 대한 승리에 

기여하고, 스페인 점령국에 대한 몇 번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달

성한 이후에, 그는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몇 년 뒤

에, 그는 전설적인 황금의 땅 엘도라도를 찾아서 기아나로 탐험

을 떠났으나 성공하지 못했으며, 단지 감자와 담배를 영국에 소

개했을 뿐이었다.

1603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망 이후에, 롤리는 그녀의 후계자

였던 제임스 1세의 적으로 고발당했으며,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

러나 그 사형 집행은 감형되었으며, 그는 황금을 찾기 위하여 다

시 신대륙으로의 탐험을 이끌게 되었다. 그는 남미의 스페인 점

령국을 침입하여 약탈했으나, 전리품 없이 영국에 돌아왔고, 다

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마침내 그는 웨스트민스터에

서 사형을 당했다. 그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가장 뛰어난 탐험가

들 중의 한 명으로 알려져 왔으며, 2012년 BBC 여론조사에서 

100명의 가장 훌륭한 영국인들 중의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Q30 지문에 따르면 옳은 것은 무엇인가?

(a)  그는 정치적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충성을 다했다.

(b)  그는 신대륙에 대한 탐험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실패를 경험했다.

(c)  그는 신대륙에 대한 가장 유명한 영국 탐험가였다.

(d)  그는 스페인 영토와 점령국을 강탈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Q31 지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a)  월터 롤리는 정치적 이유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심한 박해

를 받았다.

(b)  스페인 영토를 정복하려는 영국의 노력은 스페인의 무적함대 

때문에 좌절되었다.

(c)  월터 롤리는 항상 그의 탐험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d)  월터 롤리의 신대륙으로의 탐험 중 일부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Q30. 영국의 정치가이자 탐험가였던 롤리에 대해 설명하는 지문이며, 

신대륙에 대한 탐험과 정복을 통해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형을 당했다

는 것을 통해 정치적 실패를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b)이다.

Q31. 여러 번의 탐험 중 모든 탐험이 성공한 것은 아니었는데, 기아나 

탐험은 실패했으며, 또한 남미의 스페인 점령국에 대한 침략에서도 전

리품이 없었다는 것을 통해, 그의 신대륙으로의 탐험 중 일부는 성공

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d)이다. 

adventurer 모험가   nobleman 귀족   expedition 원정, 탐험    

reign 통치, 통치하다   label 표를 붙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다    

raid 급습, 습격   possession 점령국   booty 전리품, 노획물    

abortive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legendary 전설적인   

successor 계승자   execution 사형   commute 감형하다   

expedition 탐험   invade 침범하다, 침입하다   pillage 약탈하다, 

강탈하다   territory 영토   faithful 충실한, 충직한   persecution 

박해   extort 빼앗다, 강탈하다   harshly 심하게   persecute 

박해하다   frustrate 좌절시키다

32~33
의학 분야에 나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관리 분야에서 수

많은 전도유망한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다. 제약산업에서 약학

적으로 최적의 화합물도 개발을 위한 적절한 대상은 되지 못한

다. 항상 어느 정도의 품질 저하는 있어 왔으며, 그것은 불가피하

게 이상적이지 않은 약물의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나

노 기술의 최근 발달은 점차적으로 전통적인 약물과 관련된 일

부 결함을 해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나노 규모의 전달 

체계는 최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의 발견을 이끌 수 있다.

나노 기술의 연구자들은 나노 기술이 약물을 발견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제약산업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몇몇 나노 기술에 근거한 치료 제품들이 이전에 개발되

어 승인된 약물을 개선함으로써 인가를 받아 왔다. 특히 약물의 

발견은 나도 기술의 혜택을 받은 수많은 의료 분야 중의 하나이

다. 나노 기술의 현재의 응용은 약물 전달 뿐만 아니라, 체외 진

단, 생체 내 영상, 치료 기술, 그리고 조직 공학을 포함한다.

Q32 나노 기술에 대한 작가의 논점은 무엇인가?

(a)  결함이 없는 약물의 생산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b)  대안적인 약초 치료의 개발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c)  유감스럽게도 이전에 개발되어 승인된 약물에는 영향을 끼치

지 못한다.

(d)  의료 산업에서 현재의 한계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Q33 지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a)  전통적인 약물을 발견하고 전달하는 데 몇 가지 결함은 여전

히 존재한다.

(b)  나노 기술은 어떠한 부작용도 없는 약물을 발견하는 데 실패했다.

(c)  축적된 의학 지식은 나노 기술과는 상반된 것이다.

(d) 나노 기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많은 부족한 점이 있다.

Q32. 지문은 전반적으로 나노 기술 발달로 현재 제약품의 한계점이 

보완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 기술도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했으므

로 이를 가장 잘 요약한 보기는 (d)이다.

Q33. 나노 기술의 발달이 필요한 이유로 전통적인 약물 발견과 개

발의 한계성 때문임을 말하고 있으며, “even pharmaceutically 

optimal compounds may often become less suitable 

objects for development”와 “There has always been a 

degree of compromise”라는 구문을 통해 전통적인 약물에는 결함

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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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technology 나노 기술   numerous 수많은   

pharmaceutical 제약의    optimal 최적인   compound 

혼합물   suitable 적절한   compromise 손상   inevitably 

불가피하게   tackle 착수하다   shortcoming 결함, 결점   

revolutionize 혁명을 일으키다   therapeutic 치료의   validate 

입증하다, 확증하다   in vitro diagnostics 체외 진단   in vivo 

imaging 생체 내 영상   impeccable 결점없는   herbal 

therapy 약초 치료   ameliorate 개선하다   drawback 결함, 

결점   accumulate 축적하다, 모으다

34~35
자유무역협정: 장단점

잭 베이커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

결해 왔으며, 그것은 수입품과 수출품에 부과된 관세 및 세금을  

감소시켜 준다. 국가들 사이의 국제자유무역 협정은 몇 가지 장

점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정부는 그 조약들이 각 나라의 경제 

성장을 1년에 0.7%씩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한다. 비록 그 협

정 이전에 각 회사는 정부에 의해 보호를 받았지만, 그 보호막

을 제거하는 것은 각 회사가 진정한 국제적인 경쟁자들이 되도

록 동기를 부여한다. 지역 산업 부분에 제공되어 온 수많은 보조

금들은 그 협정 이후에 더 잘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외국 투자자

들이 지역 산업을 확장하고 국내 기업들을 신장시키는 자본금을 

추가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한 비판을 받

아왔다. 무엇보다도,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줄이는 것은 회사들

이 그들의 사업을 다른 나라로 확장하도록 하며, 주요한 산업 부

문을 외주화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다른 나라의 특

허와 발명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래서 

지적재산권의 절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수많은 다국적 기

업들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일을 외주화하지만, 그들의 열

악한 노동 환경들은 적절한 노동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 마지

막으로, 개발도상국들은 적절한 환경 보호책을 가지고 있지 않

으며, 그것은 자연자원의 고갈로 이어진다.

Q34 기사에 따르면 옳은 것은 무엇인가?

(a)  국가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은 각 나라의 경제적 전망에 영향

을 끼치지 않는다.

(b)  많은 회사들은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기 전에 정부로부터 보

호를 받았다.

(c)  무역에서의 세금 감소는 더 많은 회사들이 국내 시장으로 돌

아오도록 촉구한다.

(d)  직업을 외주화하는 것은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 왔다.

Q35 글쓴이가 동의할 것 같은 말은 무엇인가?

(a)  정부는 기업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b)  한 국가의 경제적 성장은 정부의 경제 정책과는 관계가 없다.

(c)  많은 회사들은 수출품과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제거하는 것

을 선호할지도 모른다.

(d)  개발도상국이 자유무역협정으로부터 받는 혜택은 거의 없다.

Q34. 자유무역협정의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에 대한 내용이며, 

“prior to the agreements each business was protected by 

the government”라는 문장을 통해, 자유무역협정이 서명되기 전에 

많은 회사들이 각 정부의 보호를 받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b)이다.

Q35. 자유무역협정의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본의 유입, 해외로

의 사업 확장, 외주화 등의 장점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많은 회사들은 

관세를 제거하는 것을 선호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

라서 정답은 (c)이다.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pros and cons 장단점   

lessen 줄이다   tariff 관세   tax 세금   duty 관세   treaty 

조약   authentic 진짜의   competitor 경쟁자   subsidy 

보조금   segment 부분   put to use 이용하다   flock 모이다   

boost 증가시키다   domestic 국내의   outsource 외주화하다   

a throng of 수많은   depletion 감소, 고갈   prospect 전망   

incite 격려하다, 자극하다   eliminate 제거하다



정답 및 해설  41

III AC
TU

AL TEST 4

Part I

1 (c) 2 (d) 3 (d) 4 (a) 5 (d) 6 (b)

7 (d) 8 (d) 9 (a) 10 (c) 

Part II

11 (c) 12 (c)

Part III

13 (b) 14 (a) 15 (a) 16 (a) 17 (c) 18 (b) 

19 (d) 20 (b) 21 (b) 22 (d) 23 (b) 24 (b) 

25 (a)

Part IV

26 (d) 27 (c) 28 (a) 29 (c) 30 (d) 31 (b) 

32 (d) 33 (c) 34 (b) 35 (d)

ACTUAL TEST 4� P 158

Part I 

1
블루베리는 이제 기억력의 수호신이라 불린다. 연구자들은 기억

력 쇠퇴를 경험하고 있던 70대의 성인 9명에게 매일 블루베리 

주스 두 컵 반 정도를 12주 동안 마시도록 했다. 같은 기간 동안 

비슷한 노인 그룹은 다만 플라시보를 받았을 뿐이다. 연구 결과

에 의하면 제어 그룹과 비교하여 블루베리 주스를 마신 노인들

이 학습과 기억력 시험에서 상당한 향상을 보여줬다.

(a) 뇌졸중을 경험한 노인들에게 중요하다

(b) 다른 종류의 베리류보다 더 낫다

(c) 기억력의 수호신이라 불린다

(d)  당신에게 최고의 맛을 제공한다

한 실험에서 블루베리를 일정 기간 섭취한 노인 그룹과 그렇지 않은 

노인 그룹을 비교한 결과, 블루베리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

이 밝혀졌다는 것이 지문의 주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c)가 적절하다.

lapse 착오, 깜박함   comparable 비슷한   placebo 플라시보, 

위약   concurrent 동시 발생하는   imbibe 마시다, 흡수하다   

significant 중요한, 상당한   improvement 향상   stroke 

뇌졸중   bastion 수호신

2
수사법의 기본인 논리는 문화에서 시작된다. 논리는 보편적이지 

않다. 따라서 수사법도 보편적이지 않으며 문화마다 다르다. 앵

글로 유럽 문화 패턴에 기반하고 있는 영어의 논리와 수사법은 

단계적이다. 다시 말해서 훌륭한 영어 문단은 내용에 대한 일반

적인 진술로 시작하여 일련의 특정 예를 통하여 그 진술을 발전

시킨다. 또한 훌륭한 영어 문단은 그것과 정반대의 순서를 따르

기도 한다. 즉, 이는 일련의 예를 보여 준 뒤에 한 문장으로 요약

하기도 한다.

(a) 일반적인 진술 뒤에 일련의 예를 보여 준다

(b) 단락의 모든 견해를 요약한 것이다

(c)  곧바로 첫 번째 문장에서 마지막 문장으로 이어진다

(d) 일련의 예를 보여 준 뒤에 한 문장으로 요악하기도 한다

훌륭한 영어 문단에서는 일반적 진술 뒤에 예를 보여 준다고 했지만 

그 반대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빈칸에는 그 반대에 해당하는 일련

의 예 뒤에 요약이 따라오는 (d)가 적절하다.

logic 논리   rhetoric 수사법   universal 보편적인   linear 
단계적인   illustration 삽화, 도해   reverse 반대의   sequence 

순서, 차례

3
이미 19세기에 과학자들은 공기에서보다 물속에서 소리가 다르

게 전파한다는 것을 알았다. 원래 어부와 해군의 지식을 토대로 

초기 연구자들은 울림을 이용해 소리가 물속에서 나아간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를 발명했다. 처음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 

이 기기는 물의 염도와 온도, 압력의 변화가 소리가 나아가는 거

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좀 더 심층적인 발견을 하는 데 도

움을 주었다.

(a) 온도가 더 빨리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b) 압력이 더 빠르게 쌓이는 것을 증명했다

(c)  울림이 더 많이 반사된다는 것을 알아 냈다

(d) 소리가 다르게 전파한다는 것을 알았다

과학자들이 장치를 이용하여 소리가 물속에서 어떻게 전파되고 물의 

염도나 수온, 수압의 변화에 따라 소리의 전파 거리가 달라진다는 것

을 알아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빈칸에 적절한 표현은 (d)이다.

build on ~을 토대로 하다   naval 해군의   measure 측정하다   

distance 거리   echo 울림, 메아리   variance 변화, 변동   

salinity 염도   significantly 상당히, 중요하게   influence 

영향을 미치다   reflect 반사하다   propagate 전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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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뉴스

애리조나의 입법자들이 최근 주의 어린이 보호 기관에 1,000명

의 새로운 사회복지사 고용을 승인했다. 이는 아동 학대에 관한 

6,000건 이상의 보도들이 간과되어 왔다는 뉴스에 따른 것이다. 

추가된 사회복지사들로 기관이 보다 즉각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수 있겠지만, 동일한 이 입법자들은 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저소

득 부모들을 위한 보육 할인을 위한 기금도 줄였다. 문제를 더 

깊은 수준에서 다루지 않는 한, 새로운 조치는 의도했던 결과가 

나타날 것 같지 않다.

(a) 의도했던 결과가 나타날 것 같지 않다

(b) 여전히 아동 학대 문제를 줄인다

(c) 문제에 대한 더 큰 인식을 야기한다

(d)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이 안전한 가정을 찾도록 돕는다

입법자들이 새로운 사회복지사들의 수를 늘리면서, 부모 교육 프로그

램과 저소득 부모들을 위한 보육 할인 기금은 줄였다는 사실을 바탕

으로, 이런 새로운 조치로 인해 예측되는 상황인 빈칸에 들어갈 내용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이다.

lawmaker 입법자   authorize 인가하다, 허가하다   hiring 고용    

caseworker 사회복지사   protection agency 보호 기관    

child abuse 아동 학대   additional 추가적인, 추가된   

responsive 즉각 대응하는   rebate 할인, 리베이트   low-
income 저소득의   address (문제 등을) 다루다, 처리하다   

measure 조치   intended 의도된   impact 충격, 영향   

awareness 자각, 인식

5

1920년부터 1930년 무렵까지 모든 예술 분야에서 아프리카

계 미국인, 즉 흑인들은 전례가 없는 왕성한 창작 활동을 벌였다. 

할렘 르네상스로 알려진 이러한 현상은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단

순한 문학 운동이나 사회적 봉기 이상의 것이었다. 할렘 르네상

스는 흑인 특유의 문화를 고양시켰으며 그들의 표현 양식을 완

전히 바꿔놓았다. 흑인들의 북쪽 도시 이주, 급진적인 흑인 지식

인들의 부상이 1920년대 실험 정신이 강했던 미국 사회 전반의 

풍조와 결합하여 이러한 전례 없는 흑인 예술가들의 성공에 기

여했다.

(a) 이러한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흑인들의 운동에

(b) 이러한 흑인들의 시민권 운동의 급격한 증가에

(c) 이러한 르네상스 지식인들의 독특한 재정립에

(d) 이러한 전례 없는 흑인 예술가들의 성공에

빈칸 앞까지 내용에서 모든 예술 분야에서 흑인들이 10년간 할렘 르

네상스로 알려진 창작 활동을 통해 특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그들

의 표현 양식까지 바꿔 놓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으므로 (d)가 문

맥상 가장 적절하다.

unprecedented 전례 없는   outburst 폭발, 분출   occur 
발생하다   literary 문학의   revolt 반란, 봉기   racism 

인종차별주의   exalt 고양시키다   redefine 완전히 바꾸다   

migration 이동, 이주   radical 급진적인   intellectual 
지적인; 지식인   combine 결합하다   as a whole 전체적으로   

contribute 기여하다

6
학교 교과서들은 과학과 종교 간의 전쟁에 있어 가장 최근의 전

쟁터로, 텍사스가 그 논쟁의 중심에 있다. 그곳에 많은 교육 관계

자들은 성경의 창조론은 교과서에 게재되어야 하는 반면, 과학

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바탕으로 한, 기후 변화는 제외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텍사스는 다른 어느 주보다 많은 교과

서를 구입하기 때문에 출판사들은 텍사스에서 선정된 책들을 전

국 학군에 판매한다. 이는 나라의 한 지역이 전국적으로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 어린이들은 대립되는 이론들을 배울 기회를 갖게 될

(b) 나라의 한 지역이 전국적으로 교육에 영향을 미칠

(c) 학교들은 수업 일의 일부로 예배를 포함시킬

(d) 교사들은 자신들이 믿는 이론들을 마음껏 가르치게 될

텍사스가 다른 어느 주보다 많은 교과서를 구입하기 때문에, 출판사

들이 텍사스가 선정한 교과서를 전국 학군에 판매한다고 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b)이다.

textbook 교과서   battleground 전쟁터   religion 종교   

debate 논의, 논쟁   education official 교육 관계자   theory 

of creation 창조론   climate change 기후 변화   exclude 

제외하다, 배제하다   claim 주장   scientifically 과학적으로   

proven 입증된, 증명된   publisher 출판사   selected 

선정된   school district 학군   across the country 전국의   

competing 대립되는   nationally 전국적으로   church 

service 예배   be free to 마음껏 ~하다

7
북 리뷰

콜의 최근 소설에서 인물 전개 방식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이

다. 모든 인물들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나지만 특히 주인공과 그 

경쟁자에 대한 감수성은 우리를 인간 내면의 성소를 향해 떠나

는 심리학적인 여행으로 이끈다. 콜은 우리가 주인공 폴라와 공

감하면서도 그녀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또한 

우리는 속임수에 능통한 그녀의 이복동생 캐시디를 싫어하면서

도 동시에 그녀를 동정하기도 한다. 그녀는 분명 폴라가 결코 마

주칠 필요가 없었던 내부의 악마와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a)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세계로

(b) 기이하면서도 매우 매력적인 두 인물의 삶으로

(c)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삶을 사는 곳으로

(d) 인간 내면의 성소를 향해 떠나는 심리학적인 여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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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AC
TU

AL TEST 4

주인공과 경쟁자를 단면적으로 그리지 않고 복합적으로 그리고 있다

는 설명으로 보아 빈칸에는 (d)가 들어가야 한다. 캐시디가 싸워야 했

던 inner demon이란 말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 (a)나 (b)는 이

러한 다면적인 인간의 성격을 보여 주지 못하고, (c)는 서로 다른 인물

의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one identity라고 할 수 없다.

protagonist 주역   antagonist 경쟁자, 맞대자   loathe 

싫어하다   manipulative 교묘하게 다루는, 속임수의   inner 
내부의   demon 악령, 악마   untrodden 미답의, 사람이 발을 들여 

놓은 적이 없는   identity 신분, 정체   psychological 심리학적인   

inner-sanctum 내실(內室)

8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은 성공보다는 더 큰 

슬픔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

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어느 하나의 경

험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 괴롭고 불만스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지금 이 순간을 인지하는 것이 "막 일어난 일이나 

다음에 올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큰 평화를 가져다준다고 

말한 틱낫한 스님의 조언을 생각해 보라.

(a) 직무들을 보다 빠르게 해내도록 우리를 돕는다

(b) 한 사람의 기분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c) 과중한 업무량을 간신히 해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d) 성공보다는 더 큰 슬픔으로 이어진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의 일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

해 괴롭고 불만스러워진다는 문장으로 볼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이다.

at once 한번에, 동시에   lead a life 살아가다, 생활하다   

perform 행하다, 수행하다   fully 완전히, 온전히   single 하나의   

distress (정신적) 고통, 괴로움   discontent 불만   present 

moment 현재, 지금 순간   mood 기분   workload 업무량, 

작업량

9
처음에는 고대 이집트의 통치자 투탕카멘 왕이 경쟁 상대에게 

살해당했다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투탕카멘 

왕의 유물들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그 이론을 반박할 증거를 

발견했다. 분석은 이 젊은 통치자의 다리가 부러졌고, DNA 테

스트에서는 그가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이 새

로운 정보로도 그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는 힘들다. 

일부에서는 말라리아 때문에 그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감

염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른 이들은 그가 독이 있는 짐승에게 

치명적으로 물려 죽었다고 생각한다.

(a) 하지만

(b) 마찬가지로 

(c) 결과적으로

(d) 그렇지 않다면

투탕카멘이 사망한 이유를 연구하면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라리아에 

걸린 흔적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

기 힘들다고 했으므로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a)이다.

ruler 통치다   be murdered 살해되다   archeologist 고고학자   

remains 유물, 유적   refute 반박하다, 논박하다   analysis 분석   

indicate 드러나다   malaria 말라리아   develop (병 등이) 생기다   

infection 감염   lethal 치명적인   poisonous 유독한, 독이 있는   

10
대마는 종이, 연로, 기름, 직물, 음식 그리고 밧줄에 사용되는 섬

유를 제공한다. 수천 년에 걸쳐 많은 문화들이 이 작물을 재배해 

왔고 이전에 초기 탐험가들이 범선을 위한 밧줄과 케이블을 만

드는 데 사용했다. 오늘날 밧줄과 케이블을 만드는 데 합성 섬유

가 대마를 대체해 온 반면 대마 지지자들은 대마를 사용하면 나

무를 사용하는 것보다 4배나 많은 양의 종이가 땅에서 생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이런 이유로

(b) 사실은

(c) ~인데 반하여

(d) 요컨대

while은 접속사로 문장의 앞부분에 놓여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 외

에 ‘~이긴 하지만, ~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로도 쓰이며 while이 

들어간 문장과 콤마 뒤의 문장은 서로 상반된 내용이 전개된다.

hemp 대마, 삼   fiber 섬유질   cultivate 재배하다   synthetic 

합성의   replace 대체하다   proponent 지지자  

Part II

11
고기 소비를 줄임으로써 기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셨나

요? (a) 동물들을 키우려면 산소를 생성하는 식물이 제거되어, 

드넓게 펼쳐진 땅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b) 동시

에 동물들은 곡물은 먹는데, 이를 경작하려면 대기 중에 열을 가

둬두는 화학 물질을 방출하는 비료는 물론, 넓은 들판이 필요합

니다. (c) 고기 제품들에 라벨을 붙이는 것조차도 지속 가능한 

농사법과 항생제 사용 면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d) 일부 생산자들이 바다를 가로질러 고기를 배에 실어 보내 자

르고 포장해, 되가져오면서, 고기 준비 역시 다량의 연료를 이용

합니다.

고기 소비를 줄임으로써 기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서두의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제시되어 내용으로 볼 때, 문맥

상 글의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문장은 (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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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ption 소비   raise 사육하다, 키우다   stretch 펼쳐져 

있는 지역   clear of ~을 제거하다, 없애다   grain 곡물   field 

들판, 밭   farm 경작하다   fertilizer 비료   chemical 화학 

물질   atmosphere 대기   be misleading 오해를 일으키다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farming practice 농사법   

antibiotics 항생제, 항생 물질  

12
춤 동작 치료는 육체와 정신은 분리할 수 없고, 동작을 이용해 

둘 다를 치료하고 통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a)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동작에는 상징적인 기능이 있어, 치료사들이 치료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의식적인 과정을 드러낼 수 있다. (b) 춤

과 신체 동작은 또한 의뢰인들이 말하지 않고 힘든 감정을 표현

해,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c) 많은 사람

들은 잊으려 애써왔던 상처 난 경험을 말하도록 요청 받으면 굉

장히 힘들어 한다. (d) 정신과 육체 사이에 보다 깊은 연결 관계

를 구축함으로써, 의뢰인들은 더 큰 자아 인식과 자신감, 그리고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육체와 정신을 분리할 수 없다는 가정 하에, 춤 동작 치료의 효과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열거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때, 문맥상 

글의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문장은 (c)이다.

therapy 치료   assume 가정하다   inseparable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integrate 통합하다   premise 가설   unconscious 

process 무의식 과정   nonverbally 말을 쓰지 않고, 비언어적으로   

alleviate 완화하다   psychological burden 심리적 부담   

tremendous 엄청난, 굉장한   cultivate 기르다, 구축하다    

self-awareness 자아의식   comfort 위안 

Part III

13
수세기 동안 동남부 유럽에 거점을 두었던 오스만 제국은 오랜 

기간 서양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했었다. 이러한 압력의 일부는 

오스만 제국 전성기에 3개의 대륙, 28개 국가와 연결되는 제국

의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 얻어졌다. 오스만 제국은 북아프리카 

해안은 말할 나위도 없이 그리스와 발칸 지역까지 지배하며, 유

럽 국가들은 동양과 교역에 있어 국토뿐 아니라 바다 지역까지 

막혀 있었다. 1396년 니코폴리스 전쟁에서 마지막의 주요 십자

군이 오스만 제국을 이기지 못했다. 오스만 제국은 20세기의 세

계대전까지 가서야 멸망했다.

Q 지문의 주된 내용은?

(a) 어떻게 서양이 마침내 오스만 제국을 이기게 되었나

(b) 오스만 제국이 유럽에 미친 역사적 영향

(c) 오스만 제국의 유럽 국가 침략

(d) 유럽과 오스만 제국의 상대적 군사력

오스만 제국이 유럽에서 지배했던 영역과 20세기 오스만 제국이 멸망

할 때까지 오랫동안 유럽에 미친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b)가 

정답이다.

foothold 발판   wield 행사하다, 휘두르다   derive from ~에서 

유래하다   geopolitical 지정학적인   link 연결하다   continent 
대륙   at its height ~의 절정기에   crusade 십자군 전쟁 

14
유엔의 가장 잘 알려진 기구는 총회일 것이다. 이곳에, 회원국들

은 세계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다. 회원국으로부터 걷어들인 

회비에 기초해 유엔 조직 전체의 예산을 통과시키기도 한다. 다

른 의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유엔사무국 그리고 국제사법재

판소를 포함한 다른 기구의 회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유엔안전

보장이사회의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이 차

례차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집행가능한 결의안을 통과

시킨다. 유엔사무국은 정보력 있는 보고를 통해 행정 지원을 제

공한다.

Q 지문의 요지는?

(a) 유엔의 다양한 기관들은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b)  유엔안전보장이사회만이 전 세계에 진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c) 총회는 다른 기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 내린다.

(d)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모든 결의안은 사법 재판소를 통해 

심판 받는다.

유엔의 관련 기구인 총회, 안전보장 이사회, 사무국 등의 기관의 역할

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으므로 정답은 (a)가 된다.

General Assembly 총회   UN Security Council 
유엔안전보장이사회   gather 모으다   affair 일, 문제   elect 
선출하다   UN Secretariat 유엔사무국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   permanent 영구적인   

enforceable 집행할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resolution 결의안, 

결심   administrative assistance 행정 지원   informative 

유익한, 유용한 정보를 주는   complementary 보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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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석기 시대 이전과 심지어 석기 시대에도 골각기 역시 돌과 함께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고고학적 증거가 거의 존재하지 않

는다. 과학자들은 석기와 비석의 연대, 제조 방법 및 사용을 분

석한다. 석기가 반드시 사회 구조나 그 사회의 기술이 남긴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돌은 단

순히 화석 기록 중에 가장 내구성이 강할 뿐이다. 그 시대 사람

들이 사냥꾼이었든 농부였든, 직접 조리를 했든, 어떠한 종교 관

행을 그들이 따랐는가는 다른 출처를 통해 유추되어야 한다.

Q 지문의 주된 내용은?

(a) 돌 유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정도

(b) 다양한 재료로 만든 석기 시대의 도구

(c) 초기 인류가 농업과 요리에 사용한 돌 이외의 도구

(d) 석기 시대의 석기 응용의 다양성

과학자들은 돌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분석하지만, 돌이 단순히 내구성

이 있어 오래 가는 것뿐이므로 돌을 가지고 그 시대의 사회 구조나 기

술을 정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므로 정답은 (a)가 적절하다.

Stone Age 석기 시대   bone tool 골각기   archaeological 
고고학적   stone implement 석기   stone monument 비석   

critical 중대한   note 언급하다, 주목하다   durable 내구성 

있는, 오래가는   extent 정도, 규모   gatherable 모을 수 있는   

diversity 다양성   application 응용

16
단어를 발음하는 독특한 방법인 지역적 억양은 특정 지역에서 

언어를 배우는 것에서 온다. 만약 억양이 누군가의 모국어가 영

향을 미친 것이라면 그것은 외국인 억양이다. 만약 억양이 표준

어에서 많이 벗어난다면, 이는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

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사투리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

고 특정한 것을 나타내는 자신들만의 어휘를 가질 수 있는 그 지

역의 정착된 억양이다. 표준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지역의 일부 

어휘들이 생소할 수 있을지라도, 사투리를 접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Q 지문의 요지는?

(a) 다른 종류인 억양과 사투리

(b) 억양이나 사투리의 지역을 정의하는 것 배우기

(c) 외국인 억양으로부터 지역적 억양을 구별하기

(d) 억양 없는 표준 말씨 구사를 방해하는 장애물

억양은 특정 지역에서 언어를 배울 때 생기는 것이며, 사투리는 지역의 

정착된 억양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요지로 (a)가 가장 

적절하다.

distinctive 독특한   foreign 외국의, 이질적인   depart from 

~에서 벗어나다   dialect 사투리   established 확실히 정착된   

exposure 노출   unfamiliar with ~와 낯선, 친숙하지 않은   

distinguish 구분하다   differentiate 구별하다   obstacle 

장애물

17
몇몇 대학들은 교수진의 일부가 계속해서 그들 분야에 독창적인 

연구 결과를 내는 연구 대학이 되기를 추구한다. 이 대학들은 학

생들에게 박사 학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연구에 주력한다. 그 개

념은 유럽에서 유래된 것으로, 교수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 분

야에서 계속해서 생산적이기를 요구한다. 대학교 직원들은 일 년 

내내 일하는 반면, 교수진은 대개 학기의 9개월 동안만 일을 한

다. 따라서 그들은 일을 쉬는 시간을 이용해 연구하고 공공 및 

민영 기관들부터 외부 자금을 구할 수 있다. 때때로 비(非)교직 

연구원이 특별히 연구 수행을 위해 대학의 자료들에 대한 접근

이 허용되기도 한다.

Q 지문에 따르면 대학 교수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a)  대학들은 결코 그들의 연구를 위해 직접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b) 그들은 학술 분야에 리더가 되도록 요구받는다.

(c) 연구비는 정부나 회사들로부터 나올 수 있다.

(d) 유럽 대학들의 대부분의 교수진은 연구를 한다.

교수진들은 강의가 없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 연구하고 공공 및 민영 

기관들로부터 외부 기금을 구할 수 있다는 문장으로 볼 때, 대학 교수

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c)이다.

seek to ~을 추구하다   faculty 교수진   continually 계속해서   

doctorate degree 박사 학위   originate 비롯되다, 유래하다   

productive 결실 있는, 생산적인   time off 휴가, 일을 쉬는 시간   

external 외부의   non-teaching 교육과 관계없는, 비(非)교직의   

researcher 연구원   give access 접근을 허용하다   resource 

자료   directly 직접, 곧바로   academic area 학술 분야   

research money 연구비   conduct research 연구하다

18
고대부터 사람들은 해와 달이 바로 머리 위에 있을 때보다 지평

선에 있을 때 더 커 보인다는 것을 인식했다. 물론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물체의 크기는 변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각적으로 경험

해 보면 정말 기이한 현상이다. 이는 ‘달의 착시’라고 부르며 이

에 대해 여전히 몇 가지 가능성 있는 해석을 포함한다. 그중 하

나는 우리 뇌는 물체가 지평선에 있을 때에 아마 더 멀리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 달이 놀라

울 정도로 크게 보인다. 또 다른 해석은 지평선에 있는 다른 물

체가 작기 때문에 비교해 보면 달이 더 커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름은 지평선 부근에서 작아지기 때문에 달을 더 커 보이

게 한다.

Q 지문에 따르면 다음 중 옳은 것은?

(a)  달의 착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이다.

(b) 몇몇 이론이 달의 착시 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c) 지평선이 달의 착시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d) 달의 착시는 새로 발견된 개념이다.

오늘날 달의 착시를 설명해 주는 몇 가지 이론 중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c)는 지평선이 원인이라기보다는 지평선에 있는 대상에 대해 우리 뇌

가 예상하는 것이 원인이므로 일치하는 내용이 아니다.



46

horizon 지평선, 수평선   overhead 머리 위에   logic 논리, 이치    

optical 광학의, 시각상의   curious 기이한, 호기심을 끄는   

illusion 착시, 착각   farther 더 멀리   expectation 기대, 예상   

by comparison 비교해 보면

19
앤더스 씨께

다이렉트 로직 시스템즈에 입사 제의와 관련하여 귀사의 다리엔 

지점의 프로젝트 팀장 자리를 맡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면접 후 

이렇게 빨리 연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 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달 6월 1일에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

에서 제가 하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약간 필요합니

다. 그러나 귀하를 포함하여 DSL 건물의 모든 직원과 함께 일하

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날짜 전에 저에게 연락

하셔야 한다면, 언제든지 555-1904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웬디 홉킨스 

Q 편지에 따르면 다음 중 옳은 것은?

(a) 필자는 사직서를 수리하고 있다.

(b) 이 편지의 수신인은 홉킨스 씨이다.

(c)  기존 직장에서 6월까지 일을 끝낸 후 새 일을 시작한다.

(d) 새로운 직장은 다이렉트 로직 시스템즈이다.

이 편지는 웬디 홉킨스가 다이렉트 로직 시스템스의 입사 제의를 받고 

6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수락의 의사를 밝히는 편지로 수

신인은 앤더스 씨이다. 그러므로 편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d)이다.

in regards to ~와 관련하여   on board 맡게 되어   position 

직위   obligation 업무   eagerly 간절히   anticipate 기대하다   

resignation 사표, 사퇴

20
효과적인 판매 전략

 판매 전략의 첫 단계는 목표 시장을 확인하고 너무 작다면 확장

을 하는 것이다. 

 다음은 연락망 형성 및 확대와 새로운 네트워크의 창출을 통해 

그 목표 시장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어느 판매 미팅에서든 중요한 부분은 고객의 요구에 귀 기울이

고 제품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판매가 되면, 판매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의 관계로 계속 이어진다. 

효과적인 전략의 마지막 단계는 진행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을 하는 것이다.

Q 지문에 따르면 판매 전략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a) 고객들과 그들의 요구를 따라야만 한다.

(b) 평가와 조정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c)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판매에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이다.

(d) 목표 시장은 기존의 고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형성한다.

판매 전략의 세 가지 단계에서, 효과적인 전략의 마지막 단계는 진행

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마지

막 문장으로 볼 때, 판매 전략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b)이다.

identify 확인하다   target market 목표 시장   enlarge 

확장하다, 확대하다   process 과정   build 형성하다   expand 

확대하다   network of contacts 연락망   evaluate 평가하다, 

감정하다   progress 진행, 진척   carry out 이행하다, 행하다   

modification 수정   as needed 필요에 따라   conform 

순응하다, 따르다   adjustment 조정, 수정   essential 필수적인   

follow up 후속 조치, 사후 관리   existing 기존의

21
식품 가공은 음식을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재로 바꾸는 것이다. 캔

으로 만들고, 얼리고, 갈거나, 탈수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가공 

식품은 매력, 편리함, 긴 저장 시간을 위해 심하게 조작한 것이

다.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 등이 명백히 여기에 속하나 나머

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심지어 상점에서 산 음식도 인공 감미

료, 분해를 막는 첨가제, 착색제, 소금, 화학적 방부제 등이 들어 

있을 수 있다. 가공 식품은 유통이 쉽고 비용이 저렴하며 편리하

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공 식품은 그저 살짝 가

공한 음식보다는 몸에 좋지 않다고 일부 사람들은 생각한다.

Q 지문에 따르면 가공 식품에 관해 옳은 내용은?

(a) 가공 식품은 인구 성장에 필수적이다.

(b) 가공 식품은 구매 시 어필하려고 건강은 소홀히 한다.

(c) 모든 인스턴트식품이 반드시 가공 식품인 것은 아니다. 

(d) 주스, 말린 과일, 얼린 제품은 가공 식품이다.

캔으로 만들고, 얼리며, 갈거나 탈수의 방법에 그치는 식품 가공과 음

식에 여러 가지 첨가물을 넣어 만드는 가공 식품을 구별해서 이해해야 

한다. 단순한 식품 가공은 음식에 해로운 화학 물질을 넣지 않으나 가

공 식품은 보존과 유통이 길다는 장점 대신 첨가제나 방부제를 넣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몸에 더 좋지 않다고 본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보이는 장점 때문에 건강은 간과된다

는 (b)가 옳은 내용이다. 인스턴트식품은 명백하게 가공 식품에 속한

다고 했으므로 (c)는 틀린 내용이다. 

process 가공하다, 처리하다   convert 바꾸다, 전환시키다   

dehydration 탈수   engineer 유전자를 조작하다   shelf-life 

저장 수명   store-bought 집에서 만든 게 아니라 상점에서 산   

artificial sweetener 인공 감미료   stabilizer 분해를 막기 위해 

첨가하는 안정제   coloring agent 착색제   preservative 방부제   

distribution 분배, 배급   deem ~로 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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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벌링턴 뉴스

사회 > 교육

좋은 학습 습관에 대한 보편적인 지혜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익

숙한 것이다. 즉, 조용한 학습 공간을 찾고, 과제 스케줄을 엄수

하며,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에 의

하면 좋은 학습 방법에 대한 일부 전통적인 생각들이 잘못되었

다고 한다. 한 장소에서만 공부하기보다는 다른 장소들에서 공

부하는 것이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실험에

서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40개의 새로운 단어를 암기하도록 했

는데 두 개의 전혀 다른 방에서 공부한 그룹이 한 방에서 머무

른 그룹보다 훨씬 성과가 좋았다. 이 두 개의 방 실험 창시자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과 우리가 속한 환경을 뇌가 서로 연결시

킨다고 믿는다.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지적 결합을 더 

높일 수도 있다.

Q 지문에 따르면 다음 중 옳은 것은?

(a) 조용한 곳보다는 시끄러운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

(b) 학습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인 권고들을 지지한다.

(c) 다른 방들에서 공부하는 것이 인내력을 길러준다.

(d) 학습에 대한 몇몇 오랜 조언은 틀릴 수도 있다.

한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전통적인 관념이 틀린 것임을 보여 

주는 실험 결과가 제시되면서 그런 전통적인 생각들이 틀릴 수도 있음

을 말하고 있으므로 (d)가 정답이다.

stick to ~을 계속하다   enrich 풍부하게 하다   mental 정신의, 

지적인   association 연합, 결합   conventional 전통적인, 

관습적인   endurance 인내력, 참을성

23
가상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묘사하고 있음에도, 볼티모어가 

모두 범죄를 공모하고 거리가 무질서한 것만은 아니다. 그 도시

는 여전히 법과 질서, 시민들의 충정, 무엇보다 두드러지게 요

리 부문에 있어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다. 체서피크 만에서 온 꽃

게 찜과 신선한 굴과 함께, 그 도시는 또한 인근의 농장과 산지

와 함께 식사하는 이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한다. 그것이 낡

은 이웃 크랩 하우스에서 생긴 것이든, 렉싱턴 마켓에서 생긴 것

이든, 도시는 해산물 애호가의 기쁨으로 남아있다.

Q 글쓴이가 가장 동의할 만한 내용은?

(a) 범죄와 빈곤은 삶의 질에 타격을 주고 있다.

(b) 해산물은 여전히 볼티모어의 최고의 명물 중 하나이다.

(c) 볼티모어의 음식은 그 나라에서 제일이다.

(d)  볼티모어의 몇몇 곳에서는 아직도 옛날식 음식을 제공한다.

볼티모어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해산

물 애호가의 기쁨으로 남아 있다는 마지막 문장으로 볼 때, 글쓴이가 

동의할 만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b)이다.

portray 나타내다, 보여 주다   conspiracy 음모, 공모   anarchy 

무정부 상태, 무질서   retain 유지하다, 보유하다   semblance 

겉모습, 모양새   loyalty 충성, 충정   notably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culinary 요리의, 음식의   oyster 굴   take a toll on ~에 피해를 

주다, 타격을 주다   attraction 명물, 명소   second-to-none 

제일의, 최고의   select 엄선된   old-time 옛날식의

24
스칸디나비아 북부 토착민 사미족은 그들의 영토를 둘러싸고 있

는 근대 민족 국가들에 의해 점차 인정받으며 보호받고 있다.  

노르웨이어로는 라플란드 민족으로 알려지기도 한 이들은 유럽 

내 다른 집단들과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구분되는 집단 중 

가장 인구수가 많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이들 민족은 이들 민

족의 남쪽과 연안에 자리를 잘 잡고 있던 이웃 국가의 문화에 동

화되라는 압력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다문화주의 

환경 속에서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는 좀 더 인정을 받게 되

었다. 오늘날에는 이들은 전통적 토지와 관습에 대해 법적 보호

를 받아 국회에서도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게 되었다.

Q 지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a) 정부들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b) 현재의 유럽은 토착 문화를 포용하고 있다.

(c) 토착민 사미족은 간섭이 없기를 바란다.

(d) 다문화주의에는 사회의 희생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사미족이 주변 유럽 국가에 동화되도록 강요하는 분위기였

으나 오늘날에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이들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그러

한 변화의 배경으로 다문화주의 기류가 언급되어 있다. 유럽이 이러한 

다문화주의 분위기 속에서 사미족과 같은 토착 문화들을 포용하고 있

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indigenous 토착의   increasingly 점차적으로, 점점 더   

recognize 인식하다, 인정하다   nation-state 민족 국가 

encompass 둘러싸다   territory 구역, 영토   linguistically 

언어상, 언어학적으로   assimilate 동화하다   multiculturalism 

다문화주의   validate 증명하다, 승인하다   legal 법적인   

parliamentary 의회의   embrace (생각·제의 등을) 받아들이다   

sacrifice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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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과거의 연금술사들은 미신적인 마술사로 생각되었지만 그들은 

중요한 과학적 발견의 초석 마련에 일조한 바도 있다. 불로장생

약이나 여러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는 헛된 노력을 쏟

던 중에 염색이나 광택제, 약, 유리나 강철과 같은 제품에 공통적

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화학 성분들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또한 

방수제를 개발하였고 냄새가 나는 소금이라든가 진통제를 만들

어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어떤 연금술사들은 분명 사기꾼이기도 

했다. 초창기의 어떤 연금술사는 기체의 이론을 발전시키기도 했

고 어떤 연금술사들은 혈액의 순환과 효소 및 호르몬을 이해하

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비록 그들의 업적은 과학적 지식이나 

정확함이 부족하여 제한적이기 했지만 상당수는 그들의 발견으

로 새로운 장을 연 헌신적인 아마추어 과학자들이었다.

Q 연금술사에 관해 지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a) 그들의 업적 때문에 그들을 초기 화학자로 볼 수 있다.

(b)  기술과 과학을 구현하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이들이었다.

(c) 금속이 독특한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냈다. 

(d) 금을 만드는 것보다는 약품에 더 신경을 썼다.

불로장생약이나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던 중 화학 성분을 

찾거나 약을 우연히 만들어냈던 것으로 보아 이들을 초기 화학자로 보

는 것이 가능하다. 기술과 과학을 구현했지만 당시에 이교도적인 마술

사로 여겨졌었고 과학적인 지식 또한 제한적이었다는 언급도 있으므

로 (b)는 오답이다. (c)나 (d)는 지문의 내용만으로는 추론하기 어려운 

선택지이다.

alchemist 연금술사   superstitious 미신적인   vain 헛된   

elixir 만능약, 불로장생약   varnish 광택, 윤   waterproofing 

방수 처리, 방수제   painkiller 진통제   undoubtedly 의심할 

여지없이   fraud 사기꾼, 협잡꾼   blood circulation 혈액 순환   

enzyme 효소   rigor 정확함, 엄격함   dedicated 헌신적인  

Part IV

26~27
글로벌 데이터 보호 및 사생활 보호 공지

러셀 소프트웨어사는 고객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개인 정보를 처

리하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글로벌 데이터 보호 및 사생활 보

호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비

밀 개인 정보를 책임감 있고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1.   저희는 거래를 하기 위해 모든 고객에게 이름,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

합니다. 저희는 상거래를 하고 이 공지에 지정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개인 정보를 이용할 것입니다.

2.   저희는 마케팅 리스트에 있는 사업 파트너들 혹은 제3제공자

를 포함한 제3자로부터 간접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3.   저희는 고객을 대신해 상거래를 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수

집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인종 혹은 민족, 종교적 믿음, 정치

적 견해, 유전자 데이터 그리고 생체 정보와 같은 민감한 기밀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4.   수집된 개인 정보는 사업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에만 보유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고객들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된 것을 확실하게 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승인되지 않은 접속 혹은 공개를 막기 위하여 저희가 

수집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26 공지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a)  고객들에게 그들의 개인 정보 누설로부터 보호하도록 요청

하기 위하여

(b)  개인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제3자와의 협력을 발표하기 위

하여

(c)  공개 가능한 정보의 범주를 제한하고 지정하기 위하여

(d)  회사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설명하기 위하여

Q27 공지에 따르면 옳은 것은 무엇인가?

(a)  회사는 제한 없이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b)  회사는 고객들의 직접적인 동의를 통해서만 개인적인 데이터

를 모을 것이다.

(c)  인종 및 종교와 관련된 차별적인 정보는 배제될 것이다.

(d)  일단 회사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영원히 보관될 것이다.

Q26. 러셀 소프트웨어사의 데이터 보호 및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정

책을 설명하는 지문이며, “inform customers of how we deal 

with personal information”이라는 구문을 통해, 회사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d)이다.

Q27. 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we do not collect sensitive 

confidential information such as racial or ethnic origin, 

religious beliefs, political opinions, genetic data, and 

biometric data”라는 구문을 통해, 인종이나 종교와 같은 민감하고 

차별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 정보들은 배제될 것이라

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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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보호   privacy 사생활   honor 존중하다   

confidential 기밀의, 비밀의   responsibly 책임감 있게    

transact 행하다, 처리하다   fulfill 실행하다, 수행하다   

designate 지정하다   third party 제3자   pertinent to 

~와 관련된   sensitive 민감한   confidential 기밀의, 비밀의   

racial 인종의   ethnic 민족의   genetic 유전적인   biometric 

생물측정의   retain 보유하다   with regard to ~와 관련하여   

be dedicated to ~에 헌신하다, 전념하다   safeguard 보호하다   

unauthorized 공인되지 않는, 승인되지 않는   disclosure 

폭로, 적발   collaboration 협력   consent 동의, 승인   

discriminatory 차별적인

28~29

http://www.unitedtoday.com/story/life/bookreviews

또 다른 세계: 하나의 완벽한 거짓말

멜린다 스콧은 <뉴욕 헤럴드>의 베스트셀러 작가 중 한 명이며, 

베스트셀러 작품인 <또 다른 세계>를 포함하여 10권의 유명한 

소설의 작가이다. 그 소설에서 주인공은 많은 비밀과 거짓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미스터리, 서스펜스, 범죄, 약간의 로맨스, 

그리고 수많은 드라마로 묘사되어 있다.

주인공 마틴 브룩스는 잘 생긴 이방인 그리고 새빨간 거짓말쟁

이로 묘사되며, 그의 이름과 이력은 거짓으로 입증된다. 교육 직

위에 지원할 때, 그의 매력적이고 유창한 태도는 그가 선생님으

로 뿐만 아니라 미식축구팀 코치로 직업을 얻도록 돕는다. 그는 

학생들, 교직원,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들에게도 마음에 들도록 

하는 데 성공한다.

<또 하나의 세계>는 많은 독자들이 수많은 감정에 젖어 들도록 

하는 것 같다. 그 소설에는 많은 반전과 전환이 있으며, 그것은 

독자들을 사로잡는 그녀의 재능뿐만 아니라 모든 등장인물들을 

사실적이고 완벽하게 만드는 능력에 의해서 촉진된다. 마음을 사

로잡고 서스펜스가 넘치는 그 소설은 감정적 스릴러물이며, 흥미

진진한 범죄 소설로 평가된다.

Q28 지문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a)  독자들이 다양한 감정을 갖도록 유발하는 소설

(b)  뉴욕 헤럴드에 의해 베스트셀러의 소설로 선정된 미스터리

(c)  성공적인 선생님과 스포츠 팀의 코치를 묘사하는 소설

(d)  신진 소설가에 의해 개척된 혁신적인 글쓰기 방식

Q29 지문에서 <또 다른 세계>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a)  주인공은 코치로 임용되기 위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해야 한다.

(b)  주인공은 점차적으로 그의 비밀과 거짓말을 독자들에게 밝힌다.

(c)  소설가는 각 등장인물의 특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d)  소설가의 자전적 경험은 그 소설의 사실성을 강화한다.

Q28. 멜린다 스콧의 소설에 대해 설명하는 지문이며, “leave many 

readers wallowing in a plethora of emotions”라는 내용을 통

해 독자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갖도록 유발하는 소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a)이다.

Q29. 멜린다 스콧의 작가로서의 능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make 

every character real and complete”라는 구문을 통해 모든 등

장인물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c)이다.

protagonist 주인공   suspense 걱정, 근심, 서스펜스   depict 
묘사하다   eloquent 유창한   ingratiate 환심을 사다, 마음에 들게 

하다   wallow (쾌락 등에) 빠지다   a plethora of 수많은    

twist 반전, 뒤틀림   facilitate 용이하게 하다, 촉진하다   enthrall 
매혹하다, 열중하게 하다   pioneer 개척하다, 선두가 되다   

authenticate 증명하다, 확인하다   bring to light 밝히다   

autobiographical 자전적인   enhance 강화하다

30~31
도로: 개발 vs. 산림 파괴

경제가 발전하면서, 더 많은 도로들이 건설되고 있으며, 그것은 

산림 파괴를 가속화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산림의 파괴

를 지도화하는 ‘세계 산림 파괴 경고 시스템’이 산림 파괴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으로 등장했으며, 다른 어떠한 시스템보다 더 정교

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것은 산림 파괴가 확산되기 전에 조치

를 취하기 위해 산림 파괴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감지하기 위해 

위성 이미지를 이용한다. 위성 이미지들은 또한 도로가 인근에서 

건설된 직후에 숲이 고갈되는 정도를 보여 준다.

그 시스템에 따르면, 산림 손실의 90% 이상이 새롭게 건설되는 

도로의 4km 이내에서 일어나며, 그것은 도로 건설이 산림 파괴

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환경 운동가들은 

숲으로 뒤덮인 땅에서 도로 건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

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도로 건설을 억제시키고, 숲 지역을 

보호하는 것은 기후 변화를 막고, 홍수를 막는, 그리고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호하는 싸움에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도로 없

이 손상되지 않은 숲을 보호하는 것은 많은 기후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용상 효과적인 방법이다.

Q30 기사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a)  세계의 산림 파괴의 실제 범위를 보도하기 위하여

(b)  산림 파괴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 경고하기 위하여

(c)  많은 지역에서 숲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제안하

기 위하여

(d)  산림 파괴의 원인으로서 도로의 건설을 지적하기 위하여

Q31 기사에 따르면 옳은 것은 무엇인가?

(a)  숲의 파괴는 연 2회 문서화된다.

(b)  위성들은 숲의 파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이용된다.

(c)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산림 파괴를 가속화하는 작은 원인이다.

(d)  도로 건설은 기후 변화와 아무 관계가 없다.

Q30. 산림 파괴의 원인을 설명하는 지문이며, 특히 도로 건설이 산림

파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 글의 목적은 산림

파괴의 원인으로서 도로의 건설을 지적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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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 산림 파괴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성이 이

용되고 있으며, 특히 “It uses satellite imagery to detect 

deforestation ~ in order to take measures before it 

expands.”라는 문장을 통해 위성들이 숲의 파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이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b)이다.

deforestation 산림 파괴   accelerate 가속화하다   

sophisticated 정교한, 복잡한   satellite 위성   deplete 

고갈시키다, 소진시키다   demonstrate 입증하다   driver 요인   

assert 주장하다   urgent 긴급한, 위급한   curtail 축소하다, 

절감하다   curb 억제하다   deem ~로 간주하다   integral 
중요한, 필수적인   ward off 막다   biodiversity 생물학적 다양성   

intact 손상되지 않는   tackle 해결하다   document 문서화하다   

biannually 1년에 두 번   

32~33

http://www.chinadaily.com.cn/hkedition

은퇴 연령 연장은 사회에 이익이 될 것인가?

‘노령 사회 대비 위원회’로부터의 제안을 고려하여, 주 정부는 은

퇴 연령을 연장하는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 주는 

노령 인구와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의 결과를 해결하는 데 있어 

즉각적인 결정이 중요하다는 요점에 도달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공무원들의 복무 기간을 5년 연장할 계획이다. 모든 새로 고용되

는 공무원들의 은퇴 연령은 63세에서 68세로 늘어날 것이다. 또

한, 이미 복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들의 은퇴를 연장받을 자

격이 주어질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전 사회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더 많은 회사들이 전례를 따르고 경험 많은 능력 있는 직원들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인력을 고용하고 훈련시키는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2042년에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인구의 절반 이상으로 증가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은퇴 연령을 연장하는 것은 많은 

이점이 있다. 회사들이 경험 많은 직원들을 보유하는 것은 이익이 

되며, 그것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이익이 되며, 결

국에는 사회복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에게 이로울 것이다.

Q32 논설에 따르면 옳은 것은 무엇인가?

(a)  은퇴 연령은 정부 관리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b)  노동력 부족의 문제는 노령 인구와 관계없이 해결될 수 있다.

(c)  사기업들은 노령 직원들을 보유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

(d)  은퇴 연령을 연장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Q33 논설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a)  정부는 사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을 따르도록 강요할 수 있다.

(b)  새로운 직원들을 고용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더 비용상 효율

적이라고 여겨진다.

(c)  현재의 은퇴 연령은 언젠가는 사회복지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

(d)  공무원들의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새로 고용된 직원들

에게만 적용될 것이다.

Q32. 은퇴 연령 연장이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을 설명하는 지

문이며, “it is eventually favorable to the government to 

alleviate the burden of social welfare”라는 문장을 통해 은퇴 

연령 연장이 결국 정부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d)이다.

Q33. 은퇴 연령 연장이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

다는 내용을 통해, 현재의 은퇴 연령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부담

을 주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c)이다.

retirement 은퇴   beneficial 이로운   take into account 
고려하다   come to the point 요점에 도달하다   imminent 
즉각적인   crucial 중요한   in turn 결과적으로   consequence 

결과    shortage 부족   civil servant 공무원   terms of 

service 복무 기간   be entitled to ~할 자격이 있다   follow 

suit 전례를 따르다   retain 보유하다   eventually 결국    

favorable 호의적인   alleviate 완화시키다, 개선하다   burden 

부담   regardless of ~와 관계없이   be reluctant to ~할 것을 

꺼려하다    cost-effective 비용 효율적인

34~35
폴록과 추상 표현주의: 새로운 시각 언어

1940년대는 미국에서 새로운 예술 운동이 일어난 시대이며, 그

것은 예술 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추상 표현주의

라고 불렸으나, 개별적인 주요 예술가들이 다른 그림 양식을 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러나 ‘추상’이라는 용어는 적절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데, 왜냐

하면 주요한 추상 표현주의자들 중 어느 누구도 전통적인 구상

주의적인 혹은 구상적인 예술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한, ‘표현주의’라는 용어는 추상 표현주의 예술가들의 예술가 중

심의 특성을 묘사하는 데 있어 적절하다. 그것은 미국에서 처음

으로 예술이 소재 자체보다는 예술가에 관한 것이 되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드립 페인팅으로 유명한 잭슨 폴록을 예로 들면, 그림을 그리는 

동안 걷거나 혹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는 행위는 풍부

한 추상적 그림뿐만 아니라 예술가 자신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폴록의 그림을 보는 동안, 그의 기분과 강렬함을 포함하여 잭슨 

폴록에 대해 몇 가지를 떠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폴록처럼, 추

상 표현주의 예술가들은 정서적이고 비구상적인 예술을 통하여 

그들의 개인성, 성격, 혹은 심지어 그들의 기분과 생각을 표현하

기 위해 노력했다.

Q34 지문의 주제는 무엇인가?

(a)  추상 표현주의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b)  추상 표현주의의 의미와 그 예술가들이 표현한 것

(c)  잭슨 폴록이 왜 추상 표현주의를 선택했는가

(d)  잭슨 폴록이 어떻게 그의 그림에서 스스로를 표현했는가

Q35 추상 표현주의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a)  그것은 전통적인 회화 방식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었다.

(b)  그 예술가들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회화 양식을 고수했다.

(c)  그것이 누구의 그림인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d)  그 예술가들은 그들의 그림을 통해 그들의 내면 세계를 묘사

하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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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4. 1940년대 미국에서 등장했던 추상 표현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그 운동에 대한 정의 그리고 예술가들이 표현하고자 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b)가 정답이다.

Q35. 추상 표현주의 화가들의 작품 기법과 잭슨 폴록의 작품 경향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Abstract Expressionist artists tried 

to express their individuality, personality, or even their 

feelings and ideas”라는 문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상 

표현주의 화가들이 그들의 개인성, 성격, 그리고 감정을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그들이 그들의 내면 세계를 묘사하기 위해 노력

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d)이다.

Abstract Expressionism 추상 표현주의   visual 시각적인   

profound 심오한   appropriate 적절한   prominent 눈에 띄는, 

두드러진   representational 구상주의적인   figurative 비유의, 

구상적인   bring to mind ~을 떠올리다   intensity 강렬함, 강도   

representative 대표적인   tendency 경향   hold firm to ~을 

고수하다

Part I

1 (d) 2 (b) 3 (b) 4 (b) 5 (c) 6 (d)

7 (a) 8 (b) 9 (c) 10 (d) 

Part II

11 (b) 1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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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 14 (a) 15 (d) 16 (a) 17 (b) 18 (d) 

19 (b) 20 (c) 21 (d) 22 (d) 23 (b) 24 (a) 

25 (a)

Part IV

26 (c) 27 (b) 28 (a) 29 (d) 30 (b) 31 (a) 

32 (c) 33 (c) 34 (d) 3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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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1
비록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 요즘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많

은 이들은 이것이 현재 교육 구조에 이상적인 대체안이 될 것이

라고 말한다. 소크라테스 자신의 접근법을 본떠 만들어진 것으

로, 훈련된 질문의 과정은 학생들이 역사, 철학, 혹은 문학에 다

양한 해석을 이해하도록 돕는 데 쓰일 수 있다. 다른 급우들의 

의견 제시는 합리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많은 대립되는 마음 속 

생각들을 본뜨려는 것이다. 이것의 목적은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연구하여 해결책을 찾도록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a) 서로 생산적인 대화에 참여하도록

(b) 연구를 통해 독자적으로 공부하고 배우도록

(c)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공손히 말하도록

(d)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연구하여 해결책을 찾도록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역사, 철학, 문학 등에 관한 다양

한 해석을 이해하도록 돕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 현재 교육 구조에 

이상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는 것으로 볼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이다.

substitute 대체물, 대체한   framework 틀, 구조   model after 
~을 본떠 만들다   approach 접근법   disciplined 훈련받은   

multiple 다양한   interpretation 해석   philosophy 철학   

literature 문학   contribution (토론에서의) 의견 제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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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icate 모사하다, 본뜨다   reasoned 분별 있는, 합리적인   

evaluation 평가 engage in ~에 참여하다   with respect 
공손하게   solution 해법, 해결책   angle 각도

2
어떤 공상 과학 소설가들은 현실화되기 훨씬 이전에 발명품을 

상상해내곤 했다. 예를 들어, 쥘 베른은 19세기에 잠수함과 달 

로켓에 대해 썼으며, H. G. 웰스는 1914년에 핵무기를 그려냈

다. <해방된 세계>라는 소설에서 웰스는 폭탄을 만들기 위해 플

루토늄과 비슷한 물질을 사용하는 과학자들을 묘사한다. 작은 

비행기로부터 떨어져 이 폭탄은 어마어마한 원자력으로 전 도시

를 파괴한다. 웰스는 유럽의 군인들이 말에 의존하던 시절 이러

한 폭탄에 대해 썼던 것이다.

(a) 책을 출판하기

(b) 현실화되기

(c) 진짜 전쟁이 발발하기

(d) 이러한 발명품에 대해 썼다는 것을 독자들이 알아차리기

빈칸 뒤에 이어지는 베른이나 웰스는 실제로 발명품이 만들어지기 이

전에 공상과학 소설가들이 이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예들이므로 빈칸

에는 (b)가 적절하다.

submarine 잠수함   nuclear weapon 핵무기   substance 

물질   massive 대규모의, 대량의   release 방출   atomic 

energy 원자력   break out 전쟁이 발발하다

3
줄기세포를 특징짓는 것은 여러 번 재생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

한 특정 세포로의 분화가 가능한 점이다. 이 세포들은 새로운 조

직을 생성할 수 있고 유실되거나 손상된 조직을 보충할 수 있다. 

심지어 피부나 혈액과 같은 조직을 지속적으로 재생시킨다. 줄기

세포는 지난 수년간 질병 치료에 사용되어 왔는데 특히 골수 이

식을 통해 백혈병을 치료했다. 줄기세포 치료를 더욱 다양한 목

적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일부 사람들은 어떠한 질

병이든 치료하는, 혹은 심지어 노화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

운 만병통치약이 가능할 거라 상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적의 

치료제에 대한 넘치는 희망은 과도하게 낙관적인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다.

(a) 이 연구 분야에는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치료제들이 있다

(b)  기적의 치료제에 대한 넘치는 희망은 과도하게 낙관적인 것

으로 판명될 수도 있다

(c)  연구가들은 이 새로운 분야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탐구할 것

이다

(d)  개발과 윤리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법안이 여전히 모색되

고 있다

문맥상 앞 문장에서 언급된 일부 사람들의 만병통치약에 대한 기대를 

경계하는 내용인 (b)가 적절하다.

reproduce 재생하다   differentiate 분화하다   characterize 

특징짓다   stem cell 줄기세포   generate 발생시키다   tissue 

조직   replenish 보충하다   renew 회복하다   leukemia 

백혈병   marrow 골수   transplant 이식   envision 상상하다   

panacea 만병통치약   ailment 병   exuberant 열의가 넘치는   

overly 과도하게   legislation 입법, 법률 제정   ethics 윤리

4
공지

지난 3년간 회사는 경제 상황으로 인한 제조 원가 상승과 자사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적자 운영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생산

규모를 40퍼센트 축소함에 따라 앞으로 한 달 동안 작업 인원의 

3분의 1을 줄일 예정임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직원

들은 앞으로 2주 이내에 통보를 받을 것이며, 퇴직금 전액과 함

께 휴가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a) 연봉 협상을 하게 됨을

(b) 작업 인원의 3분의 1을 줄일 예정임을

(c) 공장이 2주간 문을 닫을 것임을

(d) 대부분 직원들이 전근가게 됨을

빈칸 앞은 회사가 적자 운영을 해 왔다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생산 규

모를 축소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구조조정 등에 대한 언급이 나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마지막 문장을 보면 직원 일부를 해고할 예정

임을 알 수 있다.

at a loss 손해를 보고   severance pay 퇴직금, 해고 수당   

salary negotiation 급료 협상   workforce 작업 인력, 전 종업원   

relocate 재배치하다, 전근시키다

5
역사적으로 세계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대중적 이미지에 신경

을 써 왔다. 사진의 출현으로 이는 점점 더 중요하게 되었다. 스

탈린은 자신의 일그러진 팔을 두꺼운 군복 밑에 가렸고, 루스벨

트는 공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소아마비의 흔적을 감췄

다. 그는 측근의 팔에 기대거나 지팡이를 의지해 자신이 걸을 수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냈다. 케네디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

가를 피우는 모습을 공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용 비행기나 차에서 내리기 전에 불붙은 시가를 호주머니에 밀

어 넣곤 했다. 케네디는 담배 피우는 대통령으로 보이지 않기 위

해 이런 식으로 양복 재킷을 몇 벌 태웠다고 한다.

(a) 외모에 신경을 썼다고 한다

(b) 대개 자신들의 신체적 결점을 감추어 왔다

(c) 자신들의 대중적 이미지에 신경을 써 왔다

(d) 환상 속에 산다고 잘 알려져 있다

흉한 팔을 두꺼운 군복 속에 숨겼던 스탈린이나 걷는 것과 같은 환상

을 자아냈던 루스벨트, 그리고 피던 담배를 주머니에 집어 넣었던 케네

디 등은 단순히 약점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적인 이미지

에 신경을 써서 이런 행동들을 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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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nt 출현, 도래   deformed 일그러진, 흉한   beneath ~ 

아래   disguise (사실을) 숨기다, 감추다   polio 소아마비   lean 

on ~에 기대다   aide 조수, 조력자, 측근자   cane 지팡이   lit 불을 

붙인

6
미국의 최저 임금은 수년간 동일한 비율로 고정되어 왔다. 2008

년에 시작된 금융 위기로 업체들이 직원들을 정리 해고해야 하

면서 임금 인상은 고려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경제가 안정됨에 따

라, 최저 임금의 점증적 인상으로 저소득자들이 바로 더 많은 돈

을 쓸 수 있게 되면서, 나라의 전체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높은 임금

을 집행함으로써 국가는 경기 회복을 가속화하고 국민들을 도울 

수 있다.

(a)  고용주들은 고용 증가를 위해 더 적은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다

(b) 노동자들은 직업을 바꿀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c) 경제 전망은 수년 동안 변동 없이 유지될 것이다

(d) 국가는 경기 회복을 가속화하고 국민들을 도울 수 있다

경제가 안정되면서 최저 임금이 점증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나타나는 

긍정적인 현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때, 최저 임금을 높임으로써 예

측되는 상황인,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이다.

minimum wage 최저 임금   financial crisis 금융 위기, 재정 

위기   lay off 해고하다   stabilize 안정되다   incremental 
점증적인   lower-income earner 저소득자   positive 

impact 긍정적인 영향   overall 전체적인   job creation 일자리 

창출   enforce 집행하다, 시행하다   incentive 인센티브, 장려금   

economic outlook 경제 전망   hold 유지되다   steady 변동 

없는   accelerate 가속화하다

7
셉터 컨설팅은 15년 넘게 에너지 회사들과 일해 오면서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 이들 회사들이 명성과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도

왔습니다. 저희 컨설턴트들은 고객 개개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철

저히 검토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과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또한 

귀사의 직원들을 위해 영업, 마케팅, 브랜드 강화 훈련도 제공합

니다. 저희 서비스는 일단 도입되면 제값 이상을 해왔습니다. 귀 

회사의 수익을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오늘 저희에게 전화하세요.

(a) 명성과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b) 영업 관리 소프트웨어 최신판을 원하도록

(c) 최신 에너지 규제에 관해 배우도록

(d) 귀사의 고용 관행을 개선하도록

cut costs and increase revenue와 brand enhancement 등

을 통해 이 컨설팅 회사가 고객 회사의 명성과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a)이다.

highly-competitive 경쟁이 심한, 경쟁이 치열한   identify 

확인하다, 찾다   cut cost 비용을 줄이다   revenue 수익   

enhancement 강화   pay for oneself 제값을 하다, 본전을 뽑다   

boost 신장시키다, 북돋우다   earning 소득, 수입   maximize 

극대화하다, 최대화하다   reputation 명성, 평판   profit 수익   

sales management 영업 관리   regulation 규제   hiring 

practice 고용 관행

8
최근 증시 하락의 진짜 주범은 투자자들이다. 여기에는 당신과 

나, 그리고 분석가들과 전문 자산 관리자들처럼 더 잘 알 만한 

다른 사람들이 포함된다. 한 회사가 매년 20퍼센트 이상의 지속

적인 성장 패턴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일 수 있을까? 아

무도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아무도 지금부터 5년, 10년, 

20년 후에 그 회사가 어떤 위치에 있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없

었다. 우리는 모두 즉각적인 수익과 성장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수익성 있는 사업, 성장 패턴과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투

자를 위해 제시된 사업 계획은 외면했다. 우리가 즉각적인 수익

을 추구하려는 압박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a) 더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관리자들을 압박해야

(b) 즉각적인 수익을 추구하려는 압박감을 줄여야

(c) 기만하는 자산 관리자들 일부를 체포해야

(d)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개입하도록 해야

증시 하락의 책임이 장기적인 전망을 하지 않았던 투자자들에게 있다

는 내용이다. 즉각적인 이익과 성장에만 관심이 있다는 내용이 문제 

제기의 핵심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b)가 가장 적절하다.

culprit 범인; 문제의 원인   decline 쇠퇴, 하락   stock market 
주식 시장   divert from ~에서 주의를 돌리다   profitable 수익성 

있는   operation 사업; 운영   earning 소득, 수익   deceptive 

속이는   intervene 개입하다

9
보건위원회는 유전자 조작 식재료가 포함된 모든 먹거리에 그 

생산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리는) 라벨을 붙이도록 하는 것에 찬

성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는 그들이 구매하는 것, 특히 식료품

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 유전자가 조작된 식물과 동물이 인체

에 유해하다는 것이 연구나 실험 등을 통해 입증되지는 않았지

만,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

가, 식품 회사들이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자

신 있다면, 소비자들에게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해 망

설여서는 안 된다. 위에 약술한 이유로 위원회는 식품의약국이 

업계에 더 강한 규제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a) 그러나

(b) 그렇지 않으면

(c) 게다가

(d)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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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 앞뒤로 유전자 조작 식품 포함 여부를 라벨에 표시해 놓아야 하

는 이유에 대해 나열되고 있다. 추가적인 정보를 언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연결어는 (c)이다.  

council 위원회   in favor of ~을 찬성하는, 지지하는   

genetically modified 유전자가 조작된   ingredient 재료, 성분   

confirm 확인하다, 확증하다   quality 품질   reservation 제한, 

거리낌   outline 약술하다   regulation 규제, 통제

10

5세에서 15세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엔터테인먼트가 텔

레비전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평균적으로 이 전자 베

이비시터는 일주일 단위로 보면 성인의 근무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아이의 시간에서 차지한다. 아이들은 평일에는 평균 5.5

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6.7시간을 시청한다. 사회학자들은 

이처럼 장시간 노출될 경우 아이들의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 적절한 운동과 자극이 없으면 아이들은 금방 

살이 찌고 무기력하게 된다.

(a) 다른 한 편으로

(b) 특히

(c) 그 결과

(d) 평균적으로

빈칸 뒤에서는 아이들의 평균 텔레비전 시청 시간에 대한 설명이 이어

지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d)가 알맞다. 대조되는 내용을 보여 주는 

(a)나 결과를 나타내는 (c)는 적합하지 않다. 

babysitter 애를 봐주는 사람   occupy 차지하다   stimulation 

자극   obese 살이 찐, 비만의   lethargic 무기력한, 활발하지 못한

Part II 

11
오늘 연수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영업 능력을 강화하고 우리 비

즈니스에 고객들을 더 잘 끌어들일 기회를 활용하도록 돕기 위

한 것입니다. (a) 한 과정은 보다 자신감을 표출하고 고객들과 

보다 더 신뢰를 구축하기 사용할 수 있는 언어에 주력할 것입니

다. (b) 최근 영업 활동에 관한 평가는 우리의 가격이 시장 가치

에 준하지 않음을 보여줘 조정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c) 고객의 

예산을 가늠하고 제품을 판매해, 구매자들이 여러분이 그들의 제

약을 이해하고 있음을 느끼도록 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

다. (d) 또 다른 중요한 학습 요소는 고객들을 놓치지 않고 챙겨 

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향후 구매를 독려할 방법이 될 것입

니다.

직원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목적 및 그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이 

배우게 될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때, 문맥상 글

의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문장은 (b)이다.

strengthen 강화하다   utilize 활용하다, 이용하다   engage 

끌어들이다, 동참시키다   focus on ~에 주력하다   exude 

발산하다, 표출하다   cultivate 구축하다, 쌓다   assessment 평가   

be in line with ~와 일치하다, ~에 준하다   market value 

시장 가치   adjust 조정하다   limitation 한도, 제약   learning 

element 학습 요소   enhance 높이다   loyalty 충성도, 신의  

12
기원전 2세기에 살았던 그리스의 사상가,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향락주의로 알려지게 되었다. (a) 무한정의 쾌락을 장려하는 쾌

락주의와 달리, 향락주의자들은 책임 있는 생활에 절제가 필수

적이라고 생각했다. (b) 향락주의자들은 삶의 목적이 행복과 즐

거움, 그리고 공포와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라

고 믿었다. (c) 선과 악에 관한 도덕적 구별은 특정 행위가 즐거

움 아니면 고통을 초래하는지 물음으로써 간단히 결정될 수 있

었다. (d) 그들은 또한 신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 인간을 벌하거나 

상을 내리지 않을 것이므로 내세에 관한 생각들에 제약을 받지 

않았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인 향락주의에서 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책임 있는 생활에 절제를 언급하고 있는 (a)가 글의 흐름에 어울리

지 않는다.

philosophy 철학   thinker 사상가   Epicureanism 

향락주의   Hedonism 쾌락주의   unlimited 무제한의, 무한정의   

moderation 절제   essential 필수적인   attain 얻다   moral 
도덕적인   distinction 구별, 구분   unhindered 제약 받지 않는   

afterlife 내세   reward 보상하다, 상을 주다   

Part III 

13
디스코의 부드러움을 거부하는 힙합의 사운드와 리듬은 더 거

칠고 갑작스럽다. 힙합은 디스코에 대한 대응 혹은 심지어 반발

이라고 묘사되기도 한다. 턴테이블, 신시사이저, 드럼, 샘플러와 

같은 이 모든 기술들이 초기 힙합의 일부분이었다. 그리고 추후

에 나온 요소들이 있는데, 이들은 현재 힙합 장르와 동의어로 쓰

인다. 랩, 브레이크댄싱, 가사에 사회적인 논평 담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후기의 양상이 힙합 문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과거에 그랬듯이 힙합은 오늘날에도 계속 진화한다. 

Q 지문에 가장 알맞은 제목은?

(a) 디스코에서 파생된 음악 장르

(b) 힙합을 탄생시킨 사회적 배경

(c) 힙합의 발전

(d) 신기술이 힙합의 진화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힙합의 탄생 초기의 모습을 설명한 뒤, 이후 추가된 힙합의 요소를 언

급하고 오늘날에도 힙합이 발전하고 있다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으므

로 정답은 (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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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AC
TU

AL TEST 5

abrupt 갑작스러운   backlash 반발   turntable 턴테이블   

synthesizer 신시사이저   element 요소   synonymous 같은 

뜻을 가진   social commentary 사회적 논평   lyrics 가사   

just as 꼭 ~처럼   evolve 진화하다

14
디트로이트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천 피트 밑에 광대한 

도시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거리들은 4차선 고속 도

로만큼 넓다. 트럭의 불빛이 이 지하 도시의 바닥, 벽, 그리고 천

장을 비추어 마치 신비하게 빛나고 눈부신 백색 나라처럼 보이게 

한다. 저 위 땅에서 디트로이트 사람들은 차를 만들지만 또 다른 

디트로이트 사람들은 그들 밑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소금을 캔

다. 과학자들은 디트로이트 광산이 수백만 년 정도 지속될 것으

로 예측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광산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저렴한 소금과 경쟁할 수가 없어서 1983년 폐광했다.

Q 지문의 주된 내용은?

(a) 디트로이트에 있는 소금 광산

(b) 디트로이트에 있는 도로망

(c)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

(d)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경쟁

선택지 모두 지문에서 언급되고 있긴 하지만 지문은 주로 대부분의 사람

들이 잘 알지 못하는 디트로이트 소금 광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vast 거대한, 광대한   lane 차선   dazzling 눈부신   above ground 

땅 위   invisibly 눈에 띄지 않게   estimate 추정하다, 예상하다   

15
서기 622년에 이슬람 건립 이전에 성경책은 아랍 문화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무슬림 전통을 시작했지만 

아랍 문화를 완벽히 바꾸지는 못했다. 그는 이전 시기의 관습을 

대부분 지속했었다. 예를 들어, 고기가 이슬람교 계율에 따라 도

축 되기 위해서, 즉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동물은 반드시 무슬

림, 기독교인 혹은 유태인에 의해서 희생되어야 한다. 다른 예로

는, 아랍인들은 먹거나 마시기 전에 계속해서 신의 이름을 부른

다. 이는 무함마드가 나타나기 이전과 이후에 다 그랬다. 새로운 

전통 중에는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과 메카로 순례를 가는 것

이 포함되었다. 

Q 지문의 요지는?

(a) 기독교인이나 유태인도 매일 기도하고 순례를 떠난다.

(b)  무함마드는 많은 아랍의 관습을 변화시켰지만, 몇 가지는 온

전히 놔두었다.

(c)  이슬람은 다른 종교와 믿음의 관습을 공유하는 것을 허락한다.

(d) 무함마드 이전에 아랍 관습은 성서의 전통에서 나왔다.

이슬람 건립 이전에 성경책이 아랍 문화 형성에 도움을 주었고, 무함

마드가 무슬림 전통을 시작하기 했지만 전부 다 바꾸지는 못했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d)가 가장 적절하다.

prophet 선지자   alter 바꾸다   halal 고기가 이슬람교 계율에 

따라 도축된   pronounce 선언하다, 표명하다   pilgrimage 순례   

derive from ~에서 나오다

16
건강 뉴스

데이비드 카츠 박사의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40그램의 단백질 

함유한) 고단백 아침 식사가 장기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비결

이라고 한다. 8개월간의 연구에서 600칼로리의 아침 식사를 하

고 점심과 저녁을 적게 먹은 비만인은 평균 40파운드의 몸무게

를 감소했다.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호르몬은 해 뜰 무렵 가

장 왕성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예를 들어 달걀, 살코

기, 저지방 치즈, 단백질 스무디)은 신진대사를 가속화하고 낮 동

안 배고픔이나 식욕을 줄여 준다.

Q 지문의 주제는?

(a) 고단백 아침 식사는 체중을 감소시킨다.

(b) 호르몬은 체중 감량과 연관이 있다.

(c) 어떤 호르몬은 저녁보다 아침에 더 많이 생성된다.

(d) 비만으로 인한 건강 문제 해결에서 체중 감량은 핵심적이다.

첫 문장이 주제문이다. 연구에 의하면 고단백 아침 식사가 장기적인 

체중 감량의 열쇠라고 한다. (b)와 (c)는 주제를 뒷받침하는 설명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protein 단백질   long-term 장기간의   obese 비만의   

average 평균의   transform 전환하다   prevail 우세하다   

lean meat 살코기   metabolism 신진대사   craving 갈망, 열망   

obesity 비만

17
북 리뷰

소설 <우리는 더 이상 여기 살지 않는다>의 이야기 요소가 전반

적으로 개연적인 인상을 준다. 독자들은 이 글이 그럴듯하며 현

실적이라고 확신한다. 이 글은 우리를 즐겁게 해 주면서, 또한 어

떻게 인간이 상호작용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본보기를 제공해 준

다.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배우자 및 아이들과 그들의 일

상을 바쁘게 살아간다. 그러다 약속을 저버리고 서약을 잊으면서 

결혼생활과 우정을 시험한다. 우리는 각각의 캐릭터가 내린 결정

이 그들이 반드시 다뤄야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들

의 마음을 살짝 들여다보게 된다.

Q 지문에 따르면 소설에 대해 옳은 것은?

(a) 등장인물들은 도덕적 완벽성을 추구한다.

(b)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은 매우 사실적이고 자연스럽다.

(c) 현대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

(d) 이야기는 주로 우정에 관한 것이다.

언급된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답

으로는 (b)가 가장 적당하다.

believability 개연성   plausible 그럴 듯한   template 본보기   

go about 계속 ~을 (바삐)하다   spouse 배우자   vow 서약   

get a glimpse into 잠깐 들여다 보다   psyche 마음,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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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통 감기의 발병은 일반적으로 울혈과 기침, 목 아픔, 콧물, 에

너지 부족 증상으로 서서히 진행된다. 감기에 걸려도 여전히 걸

어 다니며 심지어 일도 할 수 있다. 그에 반해서, 독감은 흔히 갑

작스레 찾아오고 대개 열과 두통, 마른 감기, 극심한 피로를 동

반한다. 두 경우 모두, 몸이 바이러스성 감염과 싸우는 것이고 충

분한 휴식과 수분을 얻는 것이 권장된다. 늘 그렇듯, 예방이 최선

이다. 감기가 걸린 이들을 피하고 손을 씻는 것이 둘 다를 방지

하는 것을 돕는다.

Q 보통 감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a) 사람들은 움직이고 활동을 계속하도록 권고 받는다.

(b) 그 증상들은 독감과 다르지만 처치는 동일하다.

(c) 인체는 운동과 수분 섭취로 감기와 더 잘 싸울 수 있다.

(d)  올바른 위생과 환자들을 멀리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감기의 경우, 예방이 최선이지만 감기에 걸린 이들을 피하고 손을 씻

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마지막 문장으로 볼 때, 보통 감기에 관한 내용

으로 옳은 것은 (d)이다.

onset 시작   gradual 점진적인   symptom 증상   congestion 

충혈, 울혈   cough 기침   sore 아픈; 상처   throat 목, 목구멍   

runny nose 콧물   flu 독감   be accompanied by ~을 

동반하다   extreme 극심한   fatigue 피로   fight off ~와 

싸워 물리치다   viral infection 바이러스성 감염   fluid 수분   

infected 감염된, 병에 걸린   hygiene 위생   stay away from 

~을 멀리하다   sufferer 환자

19
사용 설명서

퀵스마트 사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분께서는 여러분의 선택에 꼭 만족하실 것입니다. 

 CD를 드라이브에 넣고 스크린 상의 지시 사항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 모두 설치할 것

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프로그램을 실행

하는 동안 CD도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드 드라이브에 공간이 부족하다면 최소한의 설치를 선

택하십시오. 그래도 모든 훌륭한 기능과 온라인 상의 도움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후에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세요. 그래

야만 저희가 새로 개발된 상품이나 판촉 상품에 대해서 알려 드

릴 수 있습니다.

Q 지문과 일치하는 내용은?

(a)  하드 드라이브에 공간이 있다면 사용자는 판촉 상품과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b)  하드 드라이브에 공간이 부족하면 사용자는 최소한의 설치

를 선택해야 한다.

(c)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CD를 계속 바꿔

야 한다.

(d)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등록할 수 있다.

하드 드라이브에 공간이 있다면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하고 설치 후에 

소프트웨어를 등록해야 제조사로부터 새로운 상품이나 판촉 상품에 대

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은 CD를 교

체할 필요가 없으므로 일치하는 내용은 (b)이다.

place 두다, 설치하다   instruction(s) 설명, 안내   installation 

설치   register 등록하다   promotion 판촉, 판촉 상품   sign up 

for ~을 신청하다

20
큐 왕립식물원의 “올드 라이온” 은행나무는 영국에 심어진 가장 

첫 번째 은행나무 중 하나로 1762년부터 전해지고 있다. 이는 

18세기 초 은행나무 종의 유럽 첫 진출 바로 직후였다. 은행나

무 종은 중국에서 기원한다. 올드 라이온의 특이한 다줄기는 알

려지지 않은 지역으로부터 이식된 결과이다. 이는 영국 식물학의 

보물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 나무는 2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

국 왕세자비의 온실과 인접해 있는 큐 왕립식물원에 자리를 잡

고 있다. 다른 비슷한 나무들은 밤부가든 근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Q 올드 라이온에 관해 옳은 것은?

(a) 올드 라이온은 영국 왕세자비 온실 안에 있다.

(b) 영국이 250년 전에 유럽 대륙에서 가지고 왔다.

(c)  어느 유럽 국가에 있는 몇 가지 종류의 은행나무 중 하나이다.

(d) 중국 황제가 18세기에 기증했다.

지문의 도입부에서 큐 왕립식물원의 올드 라이온 은행나무는 영국에 

심어진 가장 첫 번째 은행나무라고 하므로 (c)가 옳은 내용이다.

maidenhair tree 은행나무   debut 첫 출연   transplant 
이식하다, 옮겨 심다   botanical 식물의   adjacent to ~에 

인접한, 가까운 

21
의류가 더럽혀지는 새로운 방법은 말할 것도 없이 새로운 옷감

과 세탁기의 트렌드에 따라 세탁용 세제에 관한 수요가 지속적

으로 진화해 오고 있다. 손 비누와는 다르게 세제는 자국의 제거

를 위해 충분히 오래 물속에 용해되면서 견뎌내야 한다. 세제 제

조법에는 전형적으로 작은 양의 표백제 및 효소와 함께 삼인산

나트륨 같은 연수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산염은 낮은 

생물분해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수도와 해양생물에 해를 가한다. 

일부 국가들은 인산염을 금지하고 좀 더 환경적인 제올라이트를 

지지하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Q 세탁용 세제에 관해 옳은 것은?

(a) 세제 속의 표백제는 생물분해적이지 않다.

(b) 연수제는 세탁기에서 곧 바로 용해된다.

(c) 옷 세탁의 기본 원칙은 계속 변함없다.

(d) 더 좋은 세제 기술이 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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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세탁용 세제에 관한 수요가 진화해 오고 있다고 언급했고, 

또한 지문의 마지막에 상수도와 해양생물에 해가 되는 인산염 대신 환

경적인 제올라이트 사용을 지지하고 있다는 등의 세제 기술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정답으로는 (d)가 적합하다. 

detergent 세제   withstand 견뎌내다   dissolve 용해되어 

없어지다   get rid of ~을 제거하다   formula 공식, 제조법   

water softener 연수제   sodium tri-phosphate 삼인산나트륨   

phosphate 인산염   biodegradability 생물분해성   zeolite 

제올라이트   fundamental 기본 원칙, 핵심

22
토마스빌 타임스

지역 뉴스 > 재해

3일 전 토마스빌을 덮친 눈이 녹아 발생한 홍수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민인 빌 말로 씨와 캐서린 말로 씨 부부는 자신

들의 집이 실제 홍수가 났을 때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아 안심

했지만 어제 퇴근하여 집에 왔을 때 충격을 받았다. 홍수가 집이 

세워져 있는 언덕의 견고한 기반을 깎아버린 것이다. 흙이 무너

져 집의 절반이 언덕 아래로 미끄러져 아래에 불어난 개울에 잠

겨 있었다. 말로 씨 부부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같은 땅에 집을 다시 짓고 싶다고 말한다.

Q 기사에 따르면 일치하는 것은?

(a) 말로 씨 집을 재건축하는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

(b) 말로 씨 부부는 집이 경미한 피해만 입었을 때 안도했다.

(c)  다른 마을뿐만 아니라 토마스빌에서도 많은 집들이 홍수 피

해를 입었다. 

(d) 말로 씨의 집은 홍수가 처음 났을 때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

두 번째 문장에서 홍수 당시에 집이 어떤 피해도 비껴가서 안도했다고 

하므로 (d)가 적절하다. 나중에 집이 있던 언덕의 기반이 무너져 집의 

절반이 침수되었다고 하며, 부부는 아직 집을 복구할 어떤 계획도 세

우지 못한 상태이다.

melt 녹다   relieved 안도하는   undermine ~의 밑을 파내다   

stability 안정성, 견고성   give way 무너지다   slide down 

미끄러져 내리다   swollen 불어 난   creek 시내, 샛강   minimal 
최소의

23
예술은 그 우수성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일반 대중에게 다가가

기 쉬워야 한다. 적어도 세기 중반 이후로 예술 부처의 공식 정

책은 그렇게 되고 있다. 특히 국가 지원을 받는 예술 프로그램들

의 경우, 이 가이드라인이 특히 세력을 떨친다. 예술은 사회를 풍

요롭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직면한 때는 더더욱 그렇다. 그것이 공공 서비스에 투입

되는 공적 자금액의 근거가 된다. 실제로 예술 투자가 사실상 대

부분의 다른 공공 서비스들보다 더 나은 경제적 이익을 낳는다

는 주장되어 왔다.

Q 글쓴이가 가장 동의할 만한 내용은 무엇인가?

(a) 경제적 곤궁의 시기에는 예술에 지출을 줄이도록 요구한다.

(b) 한 나라가 예술에 투자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유지 가능하다.

(c) 예술 분야에서는 중대한 시장 실패가 절대 없다.

(d)  국가에서 지원받는 예술들은 특히 우수한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예술에 투자하는 것이 다른 공공 서비스들에 투자하는 것보다 경제적 

이익이 낫다는 마지막 문장으로 볼 때, 글쓴이가 동의할 만한 내용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 (b)이다.

accessible 접근하기 쉬운, 가까이하기 쉬운   dilute 희석시키다, 

약화시키다   excellence 우수성   official 공식적인   ministry 

부처   state-backed 국가에서 지원 받는   hold sway 지배하다, 

세력을 떨치다   function 기능하다, 작용하다   enricher 부유하게 

하는 것, 풍요롭게 하는 것   rationale 이유, 근거   investment 
투자   yield a return 이익을 낳다   distress 곤경, 곤궁   

financially 재정적으로, 재정상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유지 

가능한

24
일부는 로켓이고 일부는 글라이더인 버진 갤럭틱의 스페이스십 

투는 승객들이 60마일 상공의 대기를 날도록 설계되었다. 우주

여행 중 그 지점에서는, 우주선 모듈이 비행기 모체에서 분리되

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파란 하늘이 검게 변할 때까지, 자체적으

로 가속화될 것이다. 몇 분 동안, 승객들은 각자 자리에서 벗어나 

우주의 무중력 상태를 느끼도록 허용될 것이다. 그동안, 그들은 

창 밖을 응시하며 아래에서 돌아가는 지구에 대해 새로운 시각

을 얻게 될 것이다.

Q 우주여행에 관해 암시하는 것은?

(a)  우주선 모듈이 대기권 밖 우주 가까이 도달하려면 외부적 지

원이 필요할 것이다.

(b) 승객들은 위로 가속화되면서 중력 가속도를 느낄 것이다.

(c) 우주의 궤도에서 일출과 일몰이 보일 것이다.

(d)  여행은 땅에서 로켓으로 출발하지만 글라이더로 내려올 것이다.



58

우주 여행 중간에 모듈이 모체에서 분리된다고 했으므로 암시되는 내

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이다.

atmosphere 대기   spaceship 우주선   module 우주선의 

본체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된 기능을 하는 작은 부분   detach from 

~에서 분리되다   accelerate 가속화하다   on one’s own 혼자 

힘으로, 자체적으로   reportedly 보도에 따르면, 알려진 바에 따르면   

weightlessness 무중력 상태   perspective 시각, 관점   spin 

돌다, 회전하다   external 외부의, 외적인   assistance 도움, 지원   

outer space 우주 공간   G-force 중력 가속도   sunrise 일출   

sunset 일몰   orbit 궤도   descend 내려오다, 하강하다

25
제안된 연구가 먼저 다발성 화학 과민증(MCS)이 정말로 주의 

대상으로 지목된 다양한 화학 물질과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

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보여 줘야 한다. 다시 말해 그 증상이 

정말로 어떤 페인트 가스나, 특정 종류의 목제품에서 나온 먼지 

또는 특정 향수의 작은 방울 등에 노출되어 유발되는 것인가? 

다발성 화학 과민증 같은, 증상이 의심스러운 원인들과 결정적인 

관련이 아직 없다면, 정부는 정책 입안 결정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건전과학진보연대의 대변인인 우리는 과학이 명확한 답변

을 해 주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본다.

Q 건전과학진보연대에 관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a)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과학적 증거의 역할을 강조한다.

(b)  화학제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승인한다.

(c)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d)  정부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정부가 정책 입안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다발성 화학 과민증이 여러 

가지 화학 물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알아봐야 한다는 

입장, 즉, 과학적인 증거의 역할을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서 강조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a)가 정답이다.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

니라 과학적인 증거 제시를 기다리는 것이라 (d)는 오답이다.

Multiple Chemical Sensitivities 다발성 화학 과민증    

causally 인과 관계에 의해   single out 뽑아내다, 선발하다   

symptom 증상   fume 가스, 독기   droplet 작은 물방울   

conclusively 확실히, 결정적으로   spokesperson 대변인    

Advancement of Sound Science Coalition 

건전과학진보연대   emphasize 강조하다, 역설하다   endorse 

승인하다

Part IV

26~27

1세대 베트남 출신의 미국인으로서, 내 형제들과 나는 하나로 결

합된 두 개의 독특한 문화의 산물이다. 집에서 요리한 베트남 요

리의 독특한 맛, 전통적인 베트남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파티, 그

리고 영어와 베트남어의 끊임없는 변화는 내 어린시절의 단순하

지만 화려한 모자이크를 구성했다. 비록 내 부모님은 베트남에서

의 그들의 삶을 공유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는 그들의 과거 경

험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에서의 우리의 

삶과 상당히 달랐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향의 사람들에 대한 어

떠한 감정도 없었으며, 그들의 힘든 생활의 조건에 대해서도 관

심이 없었다.

그러나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베트남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나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들을 해결

함으로써 고향의 지역사회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미국 의료진들과 함께, 나는 다낭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영양 프

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그 지역 사회의 의료진들과 자원봉사를 했

다. 나는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서로 간의 협력과 

공감의 힘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Q26 지문에서 글쓴이가 주로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a)  이민자로서 새로운 문화와 언어에 대해 그녀가 겪었던 어려움

(b)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한 그녀의 부모님과의 갈등

(c)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의 필요성에 대한 각성

(d)  고향에서 의사로서의 취업 기회

Q27 글쓴이에 대해 옳은 것은 무엇인가?

(a)  미국에서의 그녀의 삶의 방식은 베트남에서의 삶의 방식과는 

조금 달랐다.

(b)  그녀는 어린 시절 이중언어 사용자로서 성장했다.

(c)  그녀는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베트남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d)  그녀는 의학적 치료가 지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했다.

Q26. 베트남계 미국인으로서 글쓴이의 혼란 및 베트남에서의 자원봉

사 활동 과정에서 겪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지문이다. 미국에서 

생활할 때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나, 자원봉사 활동 과정에서 

그들의 삶에 대해 이해하고 도움의 필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는 내

용을 통해, 그 필요성에 대해 각성하게 되었다는 (c)가 정답이다.

Q27 . 글쓴이의 미국에서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constant shifts between English and Vietnamese”라는 구

문을 통해 영어와 베트남어를 동시에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

로, 그녀가 이중언어 사용자로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정답은 (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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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AC
TU

AL TEST 5

generation 세대   sibling 형제자매   distinct 구별되는   blend 

혼합하다, 섞다   unique 독특한   shift 변화   mosaic 모자이크, 

결합   stark 완전한, 뚜렷한   contrast 대조   desperate 

필사적인, 절망적인   be immersed in ~에 빠져들다   tackle 

해결하다   nutrition 영양   hinge on ~에 달려있다, 의존하다   

interdisciplinary 여러 영역의   collaboration 협력   

empathy 공감, 감정이입   disparity 차이, 격차   awakening 

각성   deviate 벗어나다, 빗나가다   bilingual 2중언어의   

28~29
◀ 도널드 윌리엄스

<나>

안녕하세요, 윌리엄스 씨,

인문학 협의회를 대신하여, 9월 23일에 개최될 1차 회의에 귀하

를 초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회의는 인문학의 발전

에 관한 원탁회의를 위해 최고의 석학들을 함께 모을 것입니다. 

귀하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귀하께서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다면 매우 기쁘겠습니다. 귀

하를 위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8월 31일 이전에 이 초대에 대

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스>

안녕하세요, 톰슨 씨,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드리게 되어 정

말 기쁩니다. 초대를 받아 매우 영광이며, 놀라운 제안에 대해 감

사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는 항상 저의 지지를 받게 될 것입

니다. 또한, 제가 귀하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

고 연락 주세요. 이 회의가 성공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모

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초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Q28 왜 시실리아 톰슨은 메시지를 보냈는가?

(a)  도널드 윌리엄스를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에 초대하기 위해

(b)  도널드 윌리엄스에게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해 달라고 요청하

기 위해

(c)  도널드 윌리엄스에게 그녀가 분명히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말

하기 위해

(d)  도널드 윌리엄스에게 동료들과 함께 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Q29  채팅 메시지에서 도널드 윌리엄스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a)  그는 8월 31일까지 연설문의 요약본을 보내야 한다.

(b)  그는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답장을 보낼 필요가 없다.

(c)  그는 회의를 위한 조직위원회에 참여할 것이다.

(d)  그는 시실리아 톰슨이 회의를 준비하는 것을 돕기를 원한다.

Q28. 윌리엄스 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목적은 9월 23일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답은 (a)이다.

Q29. 윌리엄스 씨가 답장을 하는 내용에서, “if there is anything I 

can do to assist you, please don’t hesitate to contact me”

라는 문장을 통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으므로, 

(d)가 정답이다.

on behalf of ~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humanities 인문학   

inaugural 최초의, 개회의   roundtable discussion 원탁회의 

토론   confirm 확인하다   grateful 고마워하는   hesitate 

망설이다   leave no stone unturned 온갖 노력을 다하다   

honorable 훌륭한, 존경할 만한   keynote speech 기조연설   

synopsis 요약, 줄거리   secure 확보하다   

30~31
항공사 승무원

당신은 항공사에서 일하기를 원했으나, 그 산업에 진입하는 법을 

모르시나요? 당신은 빠르게 변화하는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것

을 원하시나요? 당신은 직원 친화적인 근무 환경에서 경력을 키

울 수 있는 회사에서 일할 수 있기를 원했나요? 만약 그렇다면, 

태평양 항공사는 당신에게 이상적인 고용주가 될 수 있습니다. 

승객들의 편안함, 안전 그리고 행복을 위해 일하는 동안, 항공사 

승무원은 해외 혹은 국내 목적지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

니라 사람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항공사 승무원으로서 자기 동기부여적이고, 긍정적이고, 

열정적이며, 목표 지향적인 지원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직

원들은 승객들에게 고객 지원을 할 것입니다.

업무

- 승객들이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내릴 때 승객들에게 인사하기

- 승객들을 좌석으로 안내하기

- 식사와 간식 제공하기

- 승객들에게 면세품 판매하기

- 비행 이후 비행 보고서 쓰기

자격요건

- 고객 서비스 경력 필수

- 항공산업 경력은 우대사항이지만 의무사항은 아님

- 고교 졸업장 혹은 고졸 학력 인증서

- 최소 18세

- 주 운전 면허증

Q30 직위의 자격요건과 업무에 대해 옳은 것은 무엇인가?

(a)  고용된 직원들은 승객들의 수하물을 부치는 것을 도울 것이다.

(b)  고용된 직원들은 승객들이 면세품을 구매하는 것을 도울 것

이다.

(c)  지원자들은 항공산업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d)  지원자들은 고용되기 전에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Q31 광고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a)  회사는 항공산업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경력자를 찾고 있다.

(b)  내성적 성향의 사람들은 그 직업에 지원할 수 있다.

(c)  회사는 고용된 직원들이 가능한 한 빨리 일을 시작하기를 원한다.

(d)  승무원들은 비행을 종료할 때마다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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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 항공기 승무원들의 업무 영역 중에서 “Selling duty-free 

commercial goods to passengers”라는 구문을 통해 승객들에

게 면세품을 판매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b)이다.

Q31. 자격요건 중 가장 먼저 “customer service / hospitality 

experience is required”라고 언급했으므로 경력직 직원을 찾고 있

음을 알 수 있으므로, (a)가 정답이다.

cabin crew 승무원   aviation 비행, 항공산업   break into 

the industry 업계에 진출하다   domestic 내부의, 국내의   

self-motivated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enthusiastic 

열정적인   goal-oriented 목표 지향적인   immediate 즉각적인   

greet 환영하다   refreshments 다과   hospitality 환대, 

서비스   diploma  졸업장   GED certificate 고졸 학력 인증서   

valid 유효한   introverted 내성적인, 내향적인   trait 특성   

occupation 직업   

32~33
충식 식물들

몇몇 운이 나쁜 곤충들은 낭상엽 식물의 입과 같은 나뭇잎 위에 

내려 앉으며, 무시무시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 식물의 먹이는 

특별한 효소 혼합제가 그 먹이를 소화시키는 곳인 그릇 모양의

낭상엽 기관으로 빨려 들어간다. 충식 식물을 연구하는 식물학

자들에 따르면, 충식성은 아마도 영양분이 부족한 토양에 대처

하기 위해 그리고 먹이로부터 질소와 인을 취하기 위해 식물에게

서 진화해 왔다고 한다. 

충식 식물들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지만, 다소 희귀한 종

들이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습지와 같은 서식지에 국한되어 있

으며, 토양의 영양분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햇빛과 물은 충분히 

이용 가능한 곳이다. 전형적인 충식 식물들은 일반적으로 질산염

과 칼슘이 없는 토양에서 자라난다. 식물은 단백질 합성을 위해 

질소가 필요하며, 세포벽 강화를 위해 칼슘이 필요하고, 핵산 합

성을 위해 인산염이 필요하고, 엽록소 합성을 위해 철이 필요하

다. 요약하자면, 몇몇 식물들이 충식으로 진화하는 이유는 토양

에서 충분한 영양분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Q32 지문에 따르면 왜 몇몇 식물들이 충식 식물이 되는가?

(a)  그들의 독특한 기관은 음식을 분해할 수 있는 소화액을 만들

어낸다.

(b)  몇몇 곤충들은 충식 식물들의 독특한 냄새에 강하게 이끌린다.

(c)  그것들은 토양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의 결핍을 보충할 필

요가 있다.

(d)  그것들은 때대로 곤충 혹은 벌레로부터 약간의 액체를 추출

해야 한다.

Q33 충식 식물들에 대해 옳은 것은 무엇인가?

(a)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열대국가의 몇몇 특정한 지역에 거주한다.

(b)  환경적 조건은 그들의 성장과 아무 관계가 없다.

(c)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몇몇 환경적으로 제한된 조건에서 성

장한다.

(d) 충식 식물들이 자라는 토양은 영양분이 풍부하다.

Q32. 충식 식물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는 지문이며, “to cope with 

the nutrient-scarce soils and to capture nitrogen and 

phosphorus from their prey”라는 구문을 통해, 충식 식물들은 토

양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정답은 (c)이다.

Q33. 충식 식물이 서식하는 조건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where 

soil nutrients are extremely restricting but sunlight and 

water are sufficiently available”라는 구문을 통해 특정한 서식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c)이다.

insectivorous 충식의   pitcher plant 낭상엽 식물   grisly 

무시무시한, 소름끼치는   cocktail 혼합제   enzyme 효소   

botanist 식물학자   carnivorous 육식의   carnivory 육식성   

cope with ~에 대처하다   scarce 부족한, 결핍된   nitrogen 

질소   phosphorus 인   sufficiently 충분하게   available 이용 

가능한   archetypal 원형의, 모범적인   nitrate 질산염   calcium 

칼슘   protein 단백질   synthesis 합성   chlorophyll 엽록소   

scent 냄새   extract 채취하다, 추출하다   nutritional 영양의

34~35
온라인에서의 정치적 자금 모금의 진화

정치 전문가들은 오늘날 정치 선거운동은 선거를 이기기 위해 

엄청난 양의 돈을 모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엄청나고 

극복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며, 그것은 일반적으로 수많은 정치 

입문자와 후보자들이 애초부터 공직에 출마하는 것을 좌절시킨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만 70억 달러 이상이 2016년 선거에서 쓰

였다고 선거 자금 감시 기구인 오픈워치는 밝혔다. 특히, 예비 선

거를 포함하여 대통령 선거는 그 전체 금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

한다. 따라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각각의 후보자는 후보자

가 되어야 하며, 훌륭한 선거 매니저가 되어야 하고 심지어 잘 기

획된 기금 모금의 전략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정치 자금 모금의 아이디어는 

필수적이다. 크라우드펀딩은 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온라인에서 기부자들로부터 자금

을 모으는 혁신적인 방법이다. 그것은 많은 일반 유권자들로부터 

소액을 모금하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그러고 나서 후보자는 즉각 기부를 받을 수 있다. 그 

웹 사이트는 이름이 명명될 수 있으며, 홍보 이미지와 비디오를 

포함하여, 후보자와 선거운동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 크라우

드펀딩 캠페인은 또한 소셜 미디어를 통합시킬 수 있으며, 그것

은 성공 가능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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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4 뉴스 기사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a)  정치 입문자가 정치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

(b)  정치 자금이 시민 단체에 의해 감시되어야 하는 이유

(c)  일반 유권자들이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

(d)  선거운동을 위해 정치 자금을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

Q35 지문에 따르면 옳은 것은 무엇인가?

(a)  몇몇 정치가들은 때때로 정치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선거를 

포기한다.

(b)  대통령 후보자들은 하원의원들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지 

않는다.

(c)  크라우드펀딩은 정부의 기금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부상했다.

(d)  인터넷 홈 페이지는 크라우드펀딩을 모금하는 데 대안이 될 

수 없다.

Q34.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것의 중요성과 자금 

모금 방법 중 하나인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설명하는 지문이므로, 선거

운동을 위해 어떻게 정치 자금을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는가가 이 글

의 주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d)이다.

Q35. 정치 자금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frustrates 

a profusion of political novices and candidates from 

running for office”라는 구문을 통해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 문

제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

은 (a)이다.

evolution 진화   pundit 전문가   assert 주장하다   daunting 

위압적인   insurmountable 대처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frustrate 좌절시키다   a profusion of 수많은   novice 신인   

run for office 공직에 출마하다   watchdog 감시인   primary 

예비 선거   strategist 전략가   effective 효과적인   innovative 

혁신적인   facilitate 촉진시키다, 용이하게 하다   crowdfunding 

크라우드펀딩, 군중펀딩   integration 통합, 융합   odds 가능성    

civic 시민의   donate 기부하다   renounce 포기하다   

Representative 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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