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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석】
1강. 함축 의미 추론
1. ③. [출제의도] 어구의 함축 의미를 추론한다.
많은 논쟁에서 첫 번째로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가 화내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 안다.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어떻게 침착함을 유지하는가? 기억해야 할 점은
때로는 논쟁에서 상대방은 여러분을 화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여러분을 화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한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만약 자신들이 여러분의
침착함을 잃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리석게 들리는 말을 할 것이며, 그저 화를 내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란 것을 안다. 그러니 속아 넘어가지 마라.
여러분의 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어떤 말을 할지도 모르지만, 제기된 문제에 초점을 맞춘
침착한 답변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다. 정말로, 주의 깊은 청자라면 누구라
도 여러분이 ‘미끼를 물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탄할 것이다.
① 침착하다 ② 자신을 탓하다 ③ 화를 내다 ④ 청중의 말을 듣다 ⑤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다
lose temper 화내다 argument 논쟁 keep cool 침착함을 유지하다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design 고안하다 annoy 화나게 하다 fall for it 속아 넘어가다 make a remark 말을 하다
respond 대응하다 effective 효과적인 indeed 정말로 attentive 주의 깊은 admire 감탄하다
rise to the bait 미끼를 물다

2. ② 연극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반응 중 일부는 배우와 연출자에게서 나오지 않고, 객석
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1900년대 중반, 한 젊은 극작가가 고령의 Carl
Sandburg에게 자신의 새 연극의 시연을 볼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Sandburg는 연극에 오
랫동안에 걸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응했다. 며칠 뒤 리허설에 참석했을
때, 그 노시인은 연극 중간에 잠이 들었다. 그 소식이 극작가에게 전해지자 그는 당황했고,
약간 화가 났다. “제가 당신의 의견을 원한다는 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잠이 들 수가 있습니
까?”라고 그는 Sandburg에게 투덜댔다. 그 저명한 시인이 대답했다. 젊은이, 잠이 바로 의
견이라네.
{해설} 극작가의 초대를 받아 연극 공연을 관람하는 중간에 잠이 들었다고 했고, 의견 제공
을 원했는데, 어떻게 잠이 들 수가 있느냐는 극작가의 질문에 잠도 일종의 의견이라고 말했
다면, 연극 중간에 잠이 들 만큼 연극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다는 것을 함축하므로, 밑줄
친 말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는 ②‘중간에 잠이 들 만큼 연극이 재미없었다.’가 가장 적
절하다.

3. ① [출제의도] 어구의 함축 의미를 추론한다.
완벽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perfect"을 삭제하고
"complete"을 삽입하면 실제로 완벽함이 가능하다. 농구 선수가 15피트 슛을 하고 공이 골
망을 통과한다고 상상해보라. 절대 림에 닿지 않는다. 누군가는 "완벽한 슛이었어!"라고 외
칠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했다. 점수판은 두 점의 증가를 반영한다. 이제 다시 몇 분
후에 같은 선수가 15피트짜리 샷을 또 찍었다고 상상해 봐라. 그러나 이번에는 공이 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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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을 맞고 굴러가서 0.5초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마침내 골망을 뚫고 떨어진다. 아나운
서는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 촬영이었는지에 대해 언급할 수 있고, 그녀가 옳을 것이다. 하
지만 농구 경기는 예쁘거나 못생긴 기준에 의해 이길 수 없다. 이 경우 볼이 골망을 통과했
고 스코어보드는 2점 올랐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샷은 첫 번째 샷처럼 완벽했다.

4. ⑤ [출제의도] 어구의 함축 의미를 추론한다
인간은 잡식성이며, 이는 그들이 주변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식물과 동물을 소비하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의 주요한 장점은 그들이 거의 모든 지구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어떤 한가지 음식이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모두 제공하지 못한다
는 점이다. 인간은 신체적 성장과 유지에 충분한 다양한 품목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유연해
야 하지만 생리학적으로 해롭고 아마도 치명적일 수 있는 식품을 무작위로 섭취하지 않을
만큼 신중해야 한다. 보수주의의 필요성과 결합된 실험의 필요성인 이 딜레마는 잡식가의
역설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식이요법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심리적 자극을 초래한다. 첫
째는 새로운 음식에 대한 매력이고, 둘째는 친숙한 음식에 대한 선호다.

5. ④ [출제의도] 어구의 함축 의미를 추론한다
멜라토닌은 유기체 전체에 어둠의 신호를 체계적으로 보냄으로써 수면이 일어나는 때의 ‘타
이밍’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멜라토닌은 수면 자체의 ‘생성’에 거의 영향을 미
치지 않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가정이다. 이 차이를 분명히 하기 위
해, 수면을 올림픽 100m 경주라고 생각해 보자. 멜라토닌은 ‘선수, 제자리에’라고 말한 뒤
경주를 시작하게 하는 출발 신호용 총을 발사하는 출발 심판의 목소리이다. 그 ‘타이밍’ 심
판(멜라토닌)은 경주(수면)가 시작되는 시간을 관리하지만, 경주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이 비
유에서 단거리 선수 자체는 활발하게 수면을 ‘생성하는’ 다른 뇌 영역과 과정이다. 멜라토닌
은 이러한 두뇌의 수면 생성 영역을 취침 시간의 출발선에 놓는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수면
이라는 시합을 시작하게 할 공식적인 지시를 제공하지만, 수면 경주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
는다.

6. ③ [출제의도] 어구의 함축 의미를 추론한다
내가 맡은 또 다른 하나의 수업은 ESL 수업이었다. 학생들이 들어왔고 한 소년과 소녀가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서로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
다. 나는 그들을 알지 못했고,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있었으므로, 나는 복도로 나가서 도움
을 청했다. 한 남자 교사가 자신의 교실에서 나와 그들을 떼어 놓았다. 또 다른 교사가 그들
을 교무실로 데리고 내려갔다. 나는 교실로 돌아가 수업을 하려고 해 보았지만, 덧붙이자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날 하루가 끝났을 때, 교장은 내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내가 곧 대체교사로 돌아오기를 기대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최대한 진지하게
“다시는 그것(이 얼굴)을 볼 수 없으실 테니 이 얼굴을 잘 살펴 봐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나는 교무실에서 걸어 나와서 떠났다. 나는 결코 다시는 중학교에서 하는 대체 교사 업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등학교가 아니면 안 할 생각이었다.
{해설} 중학교 대체 교사로 수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필자는 다음에도 또 대체 교사로
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교장의 말을 듣고, 다시는 중학교 대체 교사 업무를 받아들이지 않겠

2021학년도 신입생 과제물 영어 정답 및 해석

2

2021학년도 신입생 과제물 영어

3

다는 의미로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
로 ③ ‘여기서 다시는 결코 대체 교사로 일하지 않겠습니다.’가 가장 적절하다

2강. 심경 분위기
1.

⑤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심경 변화를 추론한다. 40피트 정도의 물속에서 혼자 잠수하

고 있었을 때, 나는 배가 몹시 아팠다. 나는 가라앉고 있었고 거의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
는 시계를 볼 수 있었고 공기 가 떨어지기 전까지 (산소) 탱크 잔여 시간이 조금 밖에 없다
는 것을 알았다. 웨이트 벨트를 벗기가 힘들었다. 갑자기 나는 뒤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쿡
찌르는 것을 느꼈다. 내 팔이 강제로 들어 올려지고 있었다. 내 시야에 눈이 하나 들어왔다.
그것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큰 돌고래의 눈이었다. 그 눈을 들여다보니, 나는 안전
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 동물이 수면으로 나를 들어 올려 보호해 주고 있다고 느꼈다.
① 신이 난 → 지루한

② 기쁜 → 화가 난

④ 자랑스러워하는 → 난처한

③ 질투가 나는 → 감사하는

⑤ 겁에 질린 → 안심한

dive 잠수하다 terrible 심한 stomachache 복통 sink 가라앉다 hardly 거의 ~않다
remove 벗다, 제거하다 weight belt 웨이트 벨트 (잠수, 운동 때 무게를 더하
기 위해 착용하는 벨트, 재킷) suddenly 갑자기 armpit 겨드랑이 forcibly 강제적으로, 강력하게
field of vision 시야 surface 표면, 외부

2. ②

[출제의도] 글의 분위기 파악하기

[해석]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왼쪽에서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것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가 하나 있었다. 비록 작은 가지였지만 그
는 어쨌든 그것을 주워 들었다. 그는 잎을 떼어내고 꽉 쥐었다. 그는 그 짐승이 바위 사이
에 있는 자신을 할퀴면서 끌어내려고 하면, 막대기로 찔러서 눈을 멀게 할 수도 있을 거라
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가 얼마나 기다려야 했을까? 마침내 그 동물이 불쑥
나타났다. 그는 맥박이 심하게 뛰는 걸 느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
[어구] grasp 움켜쥐다

3.

⑤

[출제의도] 심정 추론하기

[해석] 나는 파도가 바위와 모래에 부서지는 해변에 서서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았다. 해변에
서 수백 야드 떨어진 곳에 노란 조가비 딱지로 뒤덮인 두 개의 검은 등과 동시에 장엄한 물
보라가 하늘로 치솟는 것을 보았다. 처음으로 살아있는 고래를 보고 있는 것이었다. 고래들
의 몸 전체를 볼 수는 없었다. 물을 내뿜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올 때 그것들의 등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짜릿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야생에서 그
렇게 거대한 동물을 본 적이 없었다. 고래들이 헤엄쳐 지나갈 때 내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
이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다. 이 첫 광경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로는 도저히 표
현할 수 없다.
[해설] 처음으로 실제 고래를 보고 흥분한 심정을 보여 주는 글이다.
[어구] surface (표면으로) 떠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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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⑤

4

[출제의도] 심경 추론하기

[해석]그가 주 화면으로 돌아오려고 시도하고 있을 때, 일련의 모니터 통제화면에 갑자기 당
황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이전 화면으로 돌아오거나 주 메뉴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버튼 또는 하나의 명령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그렇지 않았다. 얼
마 후에 그는 주 화면이 돌아오도록 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했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
으나 그것은 주 화면으로 돌아왔다. 그는 명령어를 찾으면서 잠시 멈추었다. 그런 후에 그
는 많은 다른 명령어를 눌렀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짜증이 났고 침착할 수
없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한결같은 오류 메시지를 받고 있었다. 그는 그것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짜증이 나서 머리를 흔들었다.
[어구] command 명령어 / irritation 속 타게 함, 짜증
[해설] 계속된 컴퓨터의 이해할 수 없는 오류 메시지로 인해 짜증이 나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5. ➂

[출제의도] 심경 변화 이해하기

[해석]방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정원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 난 나가서 확인해 보아야겠
다고 생각했다. 손전등과 튼튼한 지팡이를 꺼내 들었다. 정원으로 나가 “거기 누구 있어
요?”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정원을 살펴보았지만 사람이나 사물의 어
떤 흔적도 없었다. 난 집으로 들어와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도와주세요! 도
와주세요!”라는 고함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바로 등 뒤에서. 나는 책을 떨어뜨리고 벌떡
일어났다. 창가에 녹색과 빨간색의 커다란 새가 앉아 있었다. 그것은 앵무새였다!
[어구] scared 겁에 질린 relieved 안도한 satisfied 만족한 disappointed 실망한
[해설] 이상한 소리와 고함소리에 무서워하고 놀랐다가 그것이 앵무새 때문이라는 것을 알
고는 안도했다.

6. ④

[출제의도] 심정 추론

[해석]이제 Daniel은 최후의 결정을 내려야 했다. “머물러야 할까 아니면 떠나야 할까? 만
약 잡히면 어떻게 될까?”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가족의 안전이 몹시 염려 되었다. 마침
내 그는 경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비행기가 이륙했지만 그는 그 비행이
성공을 거둘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했다. 비행기가 독일군에게 발각되면 그
와 그의 가족은 공중에서 목숨을 잃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영국에 거의 도
착했을 때, 비행기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여하튼 어렵
사리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영국에 안전하게 착륙했다. 그를 기다리는 영국군을 보았을 때
그의 눈은 기쁨의 눈물로 가득 찼다.
concerned 걱정하는, 염려하는

7. ⑤

make up one’s mind 결심하다

nervous 불안한

[출제의도] 심경 변화 추론하기

[해석] 헛간의 벽들이 붉게 타오르는 화염 속에서 녹아 내리고 있었다. 검은 연기가 출입구
에서 솟아 올랐다. 그 순간 Simon은 확실치는 않지만 방금 불길 속에서 작은 형체가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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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을 본 듯 했다. “이봐요” Simon이 앞으로 나아가며 소리쳤다. 헛간의 지붕이 불꽃
을 튀기며 내려 앉기 시작했다. Simon이 뒤로 물러났다. “Simon, 나와.” Harry가 소리쳤
다. “저 안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Simon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는
Harry의 손을 뿌리치고 헛간 안으로 뛰어 들어 갔다. 그는 옷에 불이 붙은 채 땅바닥에서
구르고 있는 소년을 발견했다. Simon은 그 불을 끄고 그를 헛간 밖으로 끌고 나왔다. 소년
은 다리에 약간 화상을 입기는 했지만 괜찮아 보였다. 그 소년이 구급차에 실려 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깊은 숨을 내 쉬었다.
[해설] Simon은 불이 난 헛간에서 소년을 구할 때 필사적인 감정이 되었다가, 구출된 소년
이 많이 다치지 않고 구급차에 실려 가는 것을 보고 안도하게 된다.
[어구] crumble 허물어지다

8.

③

splash(물, 흙탕물 등을) 튀기다 extinguish(불을) 끄다

[출제의도] 필자의 심경 파악하기

[해석] 나는 언덕 꼭대기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내 뒤로 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 길은
깊고 가파른 계곡 사이로 나 있었다. 잡초와 몇몇 연못이 1킬로미터 정도 내 앞에 있었다.
나무가 없이 초목이 무성한 언덕들이 온통 내 주변에 있었다. 그리고 이곳이 내가 가기로
결정한 곳이었다. 이제 시간이 대략 7시였다. 그리고 나는 잠시 동안 휴식을 취했다. 그때
나는 다시 비행기의 소음을 들었고 나의 적들이 나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숨
을 곳이 아무데도 없었다. 나는 비행기가 언덕 주변을 선회하면서 나를 찾는 동안 풀밭에
앉아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나는 그것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
는 것을 지켜보았다.
[해설] 해석 참조

9. ⑤

[어구] steep 가파른

[출제의도] 심정 추론하기

[해석] 내가 운전을 해가고 있었을 때 교통 카메라가 번쩍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비록 과속
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과속 때문에 사진이 찍혔다고 판단했다. 정말 그런
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훨씬 더 천천히 운전하면서, 그 블록을 돌아서 같은 지점을 지나
갔다. 하지만 다시 카메라가 번쩍했다. 이 상황이 아주 웃긴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세 번이
나 더 훨씬 느리게 운전하면서 지나갔는데, 아주 느리게 운전하면서 카메라가 사진을 찍을
때마다 웃어주었다. 2주 후 나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것 때문에 우편으로 다섯
건의 위반딱지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당황했다.
[어구] speeding 과속 at a loss 당황해 하는
[해설] 교통 카메라에 찍힌 이유가 과속이 아닌 안전띠 미착용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해하는 심정을 나타낸 글이다.
10. ➁

[출제 의도] 글의 분위기 파악하기

[해석]Jim은 하루 종일 한 식료품 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근무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오후
8시가 막 지나자, 그는 가게 앞으로 향했고 진열장에서 솟아오르는 검은 연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황급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손님들 중 어느 누
구도 불을 직접 보지 못했고 단지 연기 기둥만 보았기 때문에 그리 심하게 늘라지는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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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였다. 그는 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중년의 여성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그녀에
게 "당장 아이를 데리고 이 건물에서 빠져 나가야 해요."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는 그 연
기 기둥 쪽을 내다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연기

구름 정도가 아니었다. - 그것은 밝은 주

황색으로 사납게 타오르는 두터운 벽같이 높이 솟은 불기둥이었다.
[어구] unduIy 과도하게, 심하게
11. ②

[출제의도] 심정 추론하기

[해석]Jancsi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는 지난밤 잠을 잘 자지 못했다. 사촌인 Kate가
오늘 오는 것이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사촌이었고 도시 소녀였다. 그것도 부다페스트 출신
의 진짜 도시 소녀였다. 삼촌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후로 그는 헝가리 대평원을 고개를 치켜
든 채 걸어 다녔다. 인근에서 그는 도시에 사는 사촌을 가진 유일한 소년이었고, 그녀가 오
랫동안 머무르기 위해 오늘 오는 것이다. 그는 학교에서 모두에게 그녀에 관해 말해 주기로
결심했다.
[어구] bright and early 아침 일찍
12. ②

[출제의도] 분위기 추론

[해석]비가 그쳤다. 도로는 깨끗했고, 나무에서 먼지가 씻겨 나갔다. 땅에서는 새로운 기운
이 돋아났다. 개구리들은 연못에서 시끄럽게 울어댔다. 그들은 몸집이 컸고 목구멍이 즐거
움으로 부풀어 있었다. 풀은 작은 물방울들로 인해 반짝이고 있었다. 몇몇 남자아이들이 비
가 와서 만들어진 길 옆 작은 개울에서 놀고 있었다. 그들과 그들의 밝은 눈을 보는 것은
흐뭇한 일이었다. 그들은 이제까지 없던 재미를 맛보고 있었으며, 나는 그들이 매우 행복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누군가 그들에게 뭔가를 말했을 때, 비록 그들은 한 마디 말도 이
해하지 못했지만, 즐거워서 웃음을 터뜨렸다.
dust 먼지 refresh 새롭게 하다, 기운나게하다
swell(-swelled-swollen) 부풀리다

throat 목구멍, 목청

sparkle 반짝이다

have the time of one’s life 이제까지 없던 재미를 맛보다
13. ①

[출제의도] 심경 파악하기

[해석] 과학교사인 Mr. Jaeck이 몇일 전에 치렀던 시험 결과를 학생들에게 알려주던 날이었
다. 그 시험은 화산에 대한 것이었다. Mr. Jaeck이 “나는 그 시험이 어려웠던 것은 알고 있
다. 흑요석에 관한 마지막 질문을 맞춘 학생은 단 한명 뿐이었다. 사실, 이 학생은 전체 학
급에서 만점을 받은 유일한 학생이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누가 그 시험의 1등인지를 예
측하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Benjamin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흥분해서 심장이 두
근거리기 시작했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학생을 바라보던 Mr. Jaeck이 마침내 입을 열었
다. “바로 Benjamin이야. Benjamin, 나는 네가 얼마나 시험준비를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
었다. 참 인상적이었다.” Benjamin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어떤 학생들은 그를 부러
운 듯 쳐다보았고 자신들이 그러기를 바랬다. 다른 학생들은 그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는 스스로 그래, 내가 해냈어!라고 생각했다.
[해설] 어려운 시험에서 1등을 한 주인공이 선생님의 칭찬과 친구의 부러움을 받아 자기 자
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내용의 글이다.
[어구] notify 통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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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의도] 글의 분위기를 추론한다.

③

[해석]9시가 된 후에야 비로소 비행기 한 대가 이륙을 위해 바다를 향하여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공항은 아름다운 백사장 해변으로부터 단지 1마일 떨어져 있었다. 큰 소리가 나
기 전 비행기는 하늘에 몇 초 동안만 떠 있었다. 화염이 엔진 중 한 곳에서 일어났다. 관제
탑에 있는 사람들은 조종사가 “회항합니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 나서 두 번
의 폭발이 더 있었다. 비행기는 관제탑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졌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의 절반 이상이 이미 바다에 가라앉아 버렸다.
takeoff 이륙

flame 화염

control tower 관제탑

explosion 폭발

sink(-sank-sunk) 가라앉다
15.

[출제의도] 필자의 심경을 추론한다.

②

[해석]열두 살 된 아들과 나는 여행 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주방으로 난 옆문을 통해
들어갔을 때 나는 즉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불을 켜기도 전에 나는 집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춥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스위치를 켜자마자 모든 것이 무질서하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싱크대 위 창문이 깨져 있었고, 수백 개의 유리 조각이 부엌 바닥을 엉망
으로 만들었다. 다리가 너무 떨려 나는 거의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아들의 팔
을 붙잡고 “누군가 침입했고 아직 안에 있을지도 몰라.”라고 속삭였다. 우리는 이웃집으로
달려갔다.
lead to (길이) ~로 나 있다 immediately 즉시, 바로 incredibly 믿을 수 없을 만큼 out of
order 무질서한, 고장 난 make a mess 엉망으로 만들다

trembling 떨리는 whisper 속

삭이다 break in 침입하다
다리가 떨려 거의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었다고 했으므로, 필자의 심경은 ② ‘두려워하는’이
가장 적절하다. ① 죄책감을 느끼는 ③ 고마워하는 ④ 지루해하는 ⑤ 자랑스러워하는
16. ④

[출제의도] 심경 파악하기

[해석]시합이 끝난 지 한 시간이 넘어서 내가 특별히 중압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나는 심신
이 피곤해서 편안하게 쉬면서 차가운 음료를 즐기기 위해 앉아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선
지, 나는 신경을 끌 수가 없다. 마음속으로 나는 내가 내렸던 모든 결정을 검토해 본다. 나
는 다른 심판들이 내가 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내가 했던 실수가 걱정
이 되고, 관중들의 이의가 여전히 나의 귓속에서 맴돌고 있다. 나는 계속 나 자신에게 말을
한다. “게임은 잊어.”, “동료들과 나는 모든 사안에 합의했어.”, “전반적으로, 나는 잘해냈
어.” 그러나 아무리 걱정을 털어내려고 해도 여전히 걱정이 된다.
[어구] objection 이의
[해설] 한 심판이 자신이 내렸던 결정들을 돌이켜 보면서 걱정하고 의심하고 있는 내용이다.

17. ①

[출제의도] 필자의 심경 추론하기

[해석] Sharyn은 주의를 요하는 그녀의 건강상의 요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비행기, 기차,
혹은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 없이 나머지 가족 모두가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동
안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은 그녀에게 결혼식의 세세한 모든 일들을 기억해 올
것이며, 아주 많은 사진을 찍어오고, 결혼식 케이크도 남겨오겠다는 애정이 깃든 약속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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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떠났다. 그녀의 가족이 없는 동안에 요양사들이 그녀의 식사와 개인적인 요구를 돌보아
주었지만 Sharyn은 그녀의 우울함과 소외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크리스마스에 자신의 가
족과 떨어져서 아들의 결혼식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그녀에게 편치
않은일이었다. 아픔은 그녀의 휠체어에 끌려오는 산소 튜브처럼 확실히 그녀를 따라다녔다.

18.

①

[출제의도] 심경 추론하기

[해석] Charlie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호수가 사라졌다. 그는 멈춰서 들판을 살펴보
았지만, 익숙한 어느 것도 보이지가 않았다. 갑자기 개 한 마리가 그의 뒤에서 짖었다. 예기
치 못했던 커다란 그 소리에 그는 깜짝 놀라서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때 다른 개가 짖고 있
었고, 또 다른 개가 짖어댔는데, 그 개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너무나 두
려웠고 커져 가는 불안함에 달려가면서, 손으로 잡초를 잡아채며 허공에 허우적거려서, 그
의 느린 발을 제외하고는 그 주변의 모든 것이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개들의 짖는 소
리가 온통 그를 둘러싼 것 같았고, 심지어 점점 커져만 갔다.
[어구] scan 살펴보다, 훑어보다 startle 깜짝 놀라게 하다 awkwardness 불안함, 당혹감
[해설] 주인공이 낯선 곳에서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 수 없는 개들의 짖는 소리에 깜작 놀라
고(shocked) 두려워하는(fearful) 내용의 글이다.

3강. 빈칸완성
1. ③ [출제의도] 빈칸 완성
인내가 항상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사과 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여
러분의 말을 끝 까지 들어줬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사람이 화해하고 싶을 경우와 시기를
위해 문(가능성)을 열어 두어라. 여러분의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온
전히 용서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라. 상처받은 당사자가 완전히 떨쳐 버리
고 여러분을 온전히 다시 믿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어쩌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 과
정을 빨라지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진정
으로 중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치유되는데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이 가치 있다. 그
사람이 즉시 평상시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바로 돌아갈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① 호기심 ② 자립 ④ 창의성 ⑤ 정직
be of the essence 가장 중요하다 apology 사과, 사죄 accept 받아들이다 hear ~ out ~의 말을
끝까지 듣다 conscious 알고 있는, 의식하는 completely 완전히 let go (걱정ㆍ근심 등을) 떨쳐
버리다 process 과정 be worthwhile to do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heal 치유되다 go back to
(이전 상황ㆍ상태)로 돌아가다 normally 평상시처럼 immediately 즉시, 곧
2. ① [출제의도] 빈칸 완성
비록 많은 작은 사업체가 훌륭한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보통 매우 적극적인
온라인 캠페인을 할 여유가 없다. 소문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광고주들이 서로의 웹사이
트에 무료로 배너를 게시하는 광고 교환을 통해서이다. 예를 들어, 미용 제품을 판매하는 회
사는 여성 신발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자신의 배너를 게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신발
회사가 미용 제품 사이트에 배너를 게시할 수 있다. 두 회사 모두 상대에게 비용을 청구하
지 않는데, 그들은 그저 광고 공간을 교환하는 것이다. 광고 교환은 인기를 얻고있는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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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돈이 많지 않거나 대규모 영업팀이 없는 마케팅 담당자들 사이에서 그러하다. 공간을 교
환함으 로써, 광고주들은 그러지 않으면 접촉할 여유가 없는 자신의 목표 접속자와 접촉할
수 있는 새로운 (광고의) 출구를 찾는다. ② 자금을 지원 받음

③ 상품평을 공유함 ④ 공장

시설을 빌림 ⑤ TV 광고를 늘림 business 사업체 typically 보통, 일반적으로 afford ~할 여유
가 있다 get the word out 소문나게 하다 place (광고를) 게시하다[내다] beauty product 미용
제품 in turn 그 다음에는 charge 비용을 청구하다 gain in popularity 인기를 얻다 marketer 마
케팅 담당자 reach ~와 접촉하다 target audience 목표 접속자 otherwise 그러지 않으면
3. ③ [출제의도] 빈칸 완성
[해석]이제는, 그룹 앞에서 말을 잘 하는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얻을 기회가 예전보다 더 많
아지고 있다. 변호사, 라디오나 텔레비전 아나운서, 또는 교수가 될 생각이 아니더라도, 말
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배워야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예를 들어, 너는 매일 다양한 그
룹 활동에 참여한다. 네가 그룹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구석에서 “저도요.”라고 수줍은 목소리로 속삭인다면 눈에
띄지도 못할 것이다.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온다.
intend 의도하다 effectively 효과적으로 shyly 수줍게 whisper 속삭이다

4. ⑤ [출제의도] 빈칸 완성
[해석]나는 인간이란 한 가지에 집중하여 달인이 됨으로써 인생의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면,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일에 모든 것을 바친 목수 한 분을 알고 있
다. 그는 뛰어난 기술을 습득하였고 인생에 관하여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불행하
게도, 대학을 졸업한 젊은 사람들은 재미없고 기초적인 수준의 일에는 금방 싫증을 느낀다.
그들은 자기의 일이 의미 있는 어떤 것이 될지 아닐지를 의심하고, 다른 책임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만족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지식이 넓지만 얕다면, 아무것도 모
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 가지 기술을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간다면 인생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
carpenter 목수
devote 헌신하다
impatient 참을성이 없는
broad 넓은
shallow 얕은
5. ④ [출제의도] 빈칸 완성
[해석]무엇이 기분 좋은 걷기를 만드는가? 무엇보다도, 기분 좋은 걷기란 감각이 즐거운 경
험이 되어야 한다.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총천연색과 우리 귀에 메아리치는 즐거운 소리가
있어야 한다. 봄의 꽃들, 여름의 나무들, 가을의 잎들, 그리고 겨울의 눈은 길을 따라 걸으
며 만나는 놀라운 기쁨들이다. 새가 지저귀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바람이 속삭이고, 사
람들이 행복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기분 좋은 걷기에서 들을 수 있는 교향곡이다. 길을
오래 걷는 동안 주위를 둘러보거나 꽃을 따거나 잠시 앉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상쾌하고
기분 좋게 걷기를 하고 나면, 편안하고 살아 있는 느낌을 얻게 될 것이다.
surprise 놀라운 일들
symphonic 교향곡의
refreshing 상쾌한

6. ①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
[해석]“넌 해고야.” 또는 “사고가 있었어.”와 같은 특정한 통보는 당신을 충격에 빠지게 한
다. 당신이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다음과 같은 건강에 좋은 대처 방법을 기억하라: 약간의
거리를 두라. 한 실험에서, 연구자들이 사람들에게 과거에 힘들었던 일을 생각해 보게 하였
다.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되살려 보도록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그 장면에서 뒤로 물러나 마치 비디오를 보듯이 그 기억을 회상해 보도록
지시했다. 놀랍게도 후자가 스트레스를 덜 받았고, 혈압도 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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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experiment 실험
7. ②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

[해석]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최
근 연구 조사에 따르면 행복, 우울, 비만과 같은 것들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산불처럼
퍼져나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역할 모델(role models)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을 주변에
두도록 하라. 닮고 싶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다. 친구 따라 하기는 자기 발전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다. 주변 사람들의 지지는 모든 종류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이다.
좋은 친구는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가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목표한 바를 계속 추진해 나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구] depression 우울증, obesity 비만, critical 결정적인
8. ①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

[해석]야생 동물 연구원인 Jennifer Hunter에 따르면, 스컹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육식 동
물들은 그것의 색깔과 독특한 생김새 때문에 스컹크를 피한다고 한다. 그녀는 어떻게 육식
동물들이 스컹크를 알아보는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박제된 스컹크와
이것과 크기가 비슷한 회색의 박제된 여우를 많이 준비했다. 그녀는 박제된 스컹크를 회색
으로, 박제된 여우를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색으로 염색했다. 그후 그것들을 캘리포니아 근
처 여러 곳에 놓아두었다. 스컹크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서 곰이나 퓨마와 같은 육식 동물
들은 회색 스컹크뿐만 아니라 흰색과 검은색으로 염색한 여우도 끌고 가려 하지 않았다.
[어구] predator 육식 동물, mountain lion 퓨마
9.

③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

[해석]우리가 무언가를 인터넷상에서 검색할 때, 왜 11,980,764의 결과를 얻는 것인가? 인
터넷상에는 수천만 개의 웹페이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수가 매일 더해지고 있
다. 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엄청난 양의 검색결과는 당신을 더 짜증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엄청난 검색 결과를 예방하려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검색해야 한다(be as specific as
possible). 예를 들어, 고전 음악 대신 베토벤 교향곡을, 케이크 만드는 법이 아닌 초콜릿
케이크 만드는 법을 검색하라. 또한 검색 도움말을 10분 정도 읽으면 시간을 절약하고 짜증
도 줄일 수 있다.
[어구] gigantic 엄청난
10. ②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

[해석]당신이 우주선이라고 상상해 보라. 우주에는 공기가 전혀 없다. 당신의 한쪽은 태양열
에 익어 가고, 다른 한쪽은 그늘 속에서 얼고 있다. 당신 속에는 컴퓨터, 통신 장비, 모든
종류의 정밀한 첨단 장비들이 있다. 만약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다면, 대부분의 당신 속
부품들은 아주 잘 작동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냉․난방기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전기를 많
이 소비하며, 발사 시 우주선에 많은 무게를 더한다.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NASA의 새 천
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술자들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내었다. 그
리고 이것은 하중을 줄이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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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spacecraft 우주선, delicate 정밀한
11. ⑤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

[해석] 십대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당신이 통제하라. Kaiser Family
Foundation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보통 10세에서 18세 사이의 아이들은 하루 중 7시
간 38분의 시간을 TV나 게임 등을 포함한 오락 매체를 이용하는데 보내고 있는데, 이것들
은 아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롭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시간이나 내용에 제한을
받은 아이들은 오락 매체를 하루에 세 시간 덜 이용했다. 또한 최근의 다른 연구들에서 부
모의 통제를 받은 십대들이 흡연을 덜 하며, 감정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고, 학교 생활도
더 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입증한다. “실
제로 아이들은 부모의 규제가 그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고 연구
자들 중의 한 명은 말한다.
[해설] 이 글은 오락 매체 이용 시간이나 내용의 제한, 통제 등의 부모의 규제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글이다.
[어구] boundary 한계, 범위
12. ④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
[해석]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연구는 첫인상에 대한 순간적인 판단이 어떤
종류의 관계로 발전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연구는 과거에 생각했
던 것보다 첫인상이 관계의 진행에 훨씬 더 빨리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참가자가
단 몇 초 안에 새로운 친구와의 잠재적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다음 9주 동안 그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가장 잘 예측하게 해 준다. 잠재적 관계를 얼마나 긍정적
으로 평가했느냐가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했다. “사람들은 그들이 방
금 만났던 사람이 앞으로 함께 어울리고 싶은 사람일지 신속하게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
한 참가자가 말했다.
[해설] 첫인상에 대한 순간적인 판단이 이후 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글이다.
[어구] hang out with 사귀다, 함께 어울리다
13. ①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
[해석] 2009년 1월 캠브리지 대학의 수학 교수인, Timothy Gowers는 대규모의 협동 수학
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그는 자신이 풀 수 없었던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자신의 블
로그에 게시하고 방문자들이 참여하여 문제를 풀도록 했다. 수학은 엄청난 양의 아이디어
를 생성하고 맞지 않는 대다수의 의견을 버리는 과정이다. Gowers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
가 이런 여과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러 의견이 뒤따랐고, 그가 게시
한 문제는 6개월 후에 해결되었다. 수학 문제 풀이처럼 어떤 과제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지
적 영역이라 간주된다 그러나, Gowers의 실험은 군중의 지혜를 보여 주면서 이런 편견이
재고되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해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수학 문제 풀이를 통해 개인의 지적 영역으로 여겨지는 수
학 문제도 여러 사람의 지혜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글이다.
[어구] filtering 여과

14. ①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
[해석] 사람들은 승부를 가리거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동전 던지기를 한다. 동전의 각 면은
동일한 승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면 혹은 뒷면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 동전이 실제로 완벽하게 던져지기 위해서는 동전을 정확한 방법으
로 회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동전은 절대로 완벽하게 회전하지 않는다. 회전
할 때 항상 한 방향으로 흔들리거나 기울어진다. 흔들림이 동전의 회전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들은 실제 동전 던지는 장면을 촬영하고 공중에서의 동전 각
도를 측정하였다. 그들은 동전의 던져졌던 면이 나오는 경우가 53%라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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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만약 동전 앞면을 위로 해서 던지면 뒷면보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
동전 던지기는 절대로 진정한 무작위가 아님이 판명되었다.
[해설] 동전 던지기는 동전이 던져졌던 면이 나올 확률이 높으므로 동일한 승률을 기대할
수 없고, 진정한 의미의 무작위가 아님을 보여주는 내용의 글이다.
[어구] flip 살짝 던지다

15. ②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
[해석] 전기 자동차가 자동차 엔진의 소음을 확 줄였다. 불행하게도 21세기 기술의 기분 좋
은 고요함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수천 건의 사고 자료는 보행자와 자전거 타
는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가 다가오는 것을 잘 듣지 못해 자동차에 부딪히거나 치일 확률이
더 높을 것이 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과거로의 회귀’라는 해결책을 촉진하였다: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자동차의 가짜 소음. 그래서 더 조용한 자동차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제조업자들은 이제 3천 파운드의 쇳덩어리가 굴러오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 줄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 아름다운 음악? 귀에 거슬리는 노래? 이와 관련된 논쟁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해설] 전기 자동차의 저소음으로 오히려 사고 위험이 증가하여 자동차의 가짜 소음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내용의 글이다.
[어구] drastically 과감하게
16. ③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낯선 곳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것은 급류를 타는 것과 같다. 급류를 주의 깊게 살펴보
고, 대안이 될 만한 루트를 검토하고 나서 당신의 코스를 정하라. 당신이 급류를 타기 시작
하면, 당신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 올바른 마음의 상태(평정심)를 갖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흥미진진한 급류 타기를 그저 즐겨라. 반면에, 확실한 계획 없이 급류
에 들어가게 되면, 당신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낯선 목적지로 가는 여행을
계획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대가가 크고, 좌절감을 주며 아마도 위험한 실수를 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준비가 성공을 결정한다.
[어구] whitewater (급류 등의) 희게 부서지는 물 / destination 목적지
[해설] 급류타기에서 사전준비가 필요하듯 낯선 곳으로의 여행에서도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는 내용이다.
17. ④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분노는 신체적으로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있다. 다음에 누군가가 격앙된 목소리로 다
투는 소리를 듣거든 그의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해보라. 혈압이 올라간다.
약한 심장은 위험한 정도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분노가 쌓여 종종 두통이 생긴다.
신체 내부 전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곧 응급상황에 대비하게 되며 전체 소화과정이 중단되거
나 느려진다. 복통, 소화 불량 그리고 모든 종류의 소화기관 관련문제는 만성적인 분노로
인해 생길 수 있다. 당신은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나고, 몸이 떨리고, 매우 불편해 질 수
있다 ― 그 모든 것은 당신이 분노하기 때문이다.
[어구] rage 분노 / indigestion 소화불량 / chronic 만성적인
[해설] 분노가 우리 몸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18. ①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한옥의 창문은, 형태는 느낌에 의존함으로써 만들어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반
영한다. 한옥에서의 창문의 크기와 배치는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각에 의해
결정된다. 측정 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육안으로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 창문의 크기나
위치에 대한 표준은 없다. 창문은 적절하다고 느껴지는 곳에 설치된다. 이것은 창조에 대한
자연적인 접근법이고 느낌의 미학에 근거한다. 한옥 창문의 이러한 특성은 전통 한국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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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나타나는 추상미의 한 예를 보여준다.
[어구] aesthetics 미학 / abstract 추상
[해설] 전통 한국 건축물의 추상미를 보여주는 한옥의 창문은 수학적 계산이 아닌 느낌에
의존하여 만들어진다는 내용이다.
19. ④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성장할 때에,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에게 바른 자세로 앉으라는 말씀을 하였을 것
이다. 좋은 자세는 당신이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당신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보도록 도
와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의 2009년 10월호에 있
는 한 연구에 따르면,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자
신에 대한 평가)를 향상시켜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연구자들은 대학생들에게 자신들이 구
직자와 직원으로서 얼마나 훌륭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 보도록 하였다. 평가양식을
작성하는 동안 바른 자세로 앉으라는 말을 들은 학생들은 같은 일을 하는 동안 좋지 않은
자세를 갖도록 지시받은 학생들보다 자신들에 대해 더 높은 평가를 내렸다. 다시 한 번, 어
머니는 옳았던 것이다.
[어구] sit up straight 바른 자세로 앉다 / posture 자세 / rate 평가하다 / candidate 지
원자
[해설] 바른 자세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다.
20. ②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지난 10년간 Duke 대학의 생태학자 John Terborgh는 큰 동물이 사라짐으로써 어떻
게 자연계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직접적으로 관찰했다. 수력발전 댐이 베네수엘라의 수천 에
이커를 침수시켰을 때 Terborgh는 물이 수 십 개의 섬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았다. 그 섬
들은 재규어나 퓨마, 독수리와 같은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동물들을 먹여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러한 동물들이 사라진 것은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원숭이나 가위 개미
와 같은 동물들이 왕성히 번식하여 그 결과 식물계를 파괴했다. 결국, 생태계는 붕괴되었다.
[어구] hydroelectric dam 수력발전 댐 / leafcutter ant 가위 개미
[해설] 먹이사슬의 상층부에 있는 육식동물들이 사라지면서 연쇄반응을 일으켜 자연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다.

21. ➀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과학자들은 무엇이 우리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원한다. 그들은 Jim
Springer와 Jim Lewis 같이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들을 연구한다. 이런 쌍둥이
들은 과학자들에게 환경과 생물학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Minnesota 대학의 연
구원들은 다른 환경에서 자란 350쌍의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했다. 그들은 쌍둥이들의 성격
에서 많은 유사점을 발견했다. 과학자들은 친밀감, 수줍음, 그리고 공포와 같은 성격 특성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고 믿는다. 이러한 특성들은 아마 유전적일 것이다.
[어구] affect 영향을 미치다 personality 성격
inherited 유전적인
[해설] 다른 환경에서 자라더라도 생물학적 요인이 같은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성격 특성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로 보면, 성격 특성은 유전적인 것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
22. ➃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우리는 인간이 오감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한 오감은 시각, 청각, 후각, 미
각, 그리고 촉각이다. 또한 다른 감각도 있는 것 같다. 즉, 육감이다. 이 감각을 지닌 사람
들은 미래를 예언할 수 있고 영혼을 느낄 수 있으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미래의 사건을 예언할 수 있는 꿈, 영상, 또는 설명될 수 없는 어
떤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다. 때로는 영혼이나 뭔가의 존재를 느끼기도 한다. 과학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쉽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발생한다. 그것이 우리가
이 감각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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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predict 예언하다 unexplained 설명되지 않는
[해설] 다섯 가지 기본적인 감각이 아닌 ‘여섯 번째 감각’에 대한 설명으로, 영혼을 느끼고
미래를 예언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육감이다.
23. ➂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나는 학생들이 어떤 책을 읽었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는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그 책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면 그들은 답을 하지 않거나 단지 다른 누군가가 그 책에
대해 말한 것을 반복할 뿐이다. 나는 그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그들은 아직 그 책들을
읽은 것이 아니다. 읽기라는 것은 단순히 문자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만
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책을 읽고 있는 중이거나 읽은 후에 계속해서 작가의 주
된 생각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의견은 무엇인지를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읽고 있는 중이라면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어구] author 작가 keep ~ing 계속 ~하다
[해설] 책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말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독서가 아니라,
책을 읽는 동안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 내는 것이 독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24. ➀ [출제의도] 빈칸에 들어갈 어구 찾기
[해석]나는 지난 3년 간 기타를 연주해 왔다. 사람들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연습이 큰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나는 하루에 8시간 연습한다. 새로운 기교를 배우기 위해서 혹은 그
냥 재미삼아 45분 간 기타를 연주하고 나서, 20분 간 휴식을 취한다. 음악에 대해 온전히
신경 쓰지 않고 쉰다. 다시 기타연주를 할 때, 더 잘 되고 더 부드럽게 되는 것 같다. 기억
하라, 어떤 것도 연습보다 중요하진 않지만, 당신에게는 또한 휴식도 필요하다.
[어구] techniques 기교 completely 온전히
[해설] 휴식을 취한 후 연습이 더 잘 되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빈칸에는 또한 휴식도 필요
하다는 내용의 표현이 적절하다.

25. ➄ [출제의도] 빈칸에 들어갈 어구 찾기
[해석]어떤 동물들은 몸 색깔을 바꿀 수 있다. 문어가 그런 동물 중 하나이다. 문어는 주로
주변 환경의 색깔을 띤다. 화가 나면 그렇지 않다. 문어는 전체가 창백해지거나 갈색, 심지
어 자주색으로 변한다. 문어는 진정될 때 까지 이 색에서 저 색으로 계속 색깔을 바꾼다.
따라서 바다 속에서 문어를 보면 색을 확인하라, 비록 당신이 문어를 보게 될 기회는 거의
없겠지만. 만약 그것이 갈색이나 자주색이라면, 피하는 게 낫다. 문어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
오면, 그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어구] surroundings (주변) 환경 pale 창백한
purple 자주색(의)
[해설] 글의 앞부분에 문어가 몸 색깔을 바꿀 수 있고 ‘주변 환경의 색깔을 띤다’라는 표현
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절하다.

26. ➀ [출제의도] 빈칸에 들어갈 어구 찾기
[해석] Chuck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함께 댄스파티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며칠
후에 있을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시험 공부를
했다. 며칠 후, 즐거움을 포기하고 공부를 했던 그의 결정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었다. 공부
를 한 그의 노력으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성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Chuck은 이 경험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교훈을
염두에 두고, 그는 꼭 해야 할 일은 늘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어구] You reap what you sow. 뿌린 대로 거둔다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유유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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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
[해설] 놀지 않고 공부를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27. ① [출제의도] 빈칸 완성
[해석] 기꺼이 모험을 하려는 마음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매우 중요하다. 이미 자리를
잡은 사업에서 일을 하는 대신에, 사업가는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분야로 들어간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에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한다. 요점은 시도하느냐 마느냐이다.
예를 들어, 크게 성공한 쿠키 체인점의 소유주인 Debbi Fields는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
을 들었다. 사람들은 쿠키가 도처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녀의 쿠키를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신선하고 따뜻한 쿠키
에 대한 많은 수요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돈을 투자했으며 심지어 은행을
설득하여 그녀의 새로운 사업에 자금을 대도록 했다. 그녀의 모험은 결국 성공하였으며 그
녀의 회사는 오늘날 4억 5천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
[어구] established 확립된, 설립된, 기정의 guarantee 보장하다, 보증하다 available 이
용할 수 있는, 손에 넣을 수 있는 venture 모험(적 사업)
28. ⑤ [출제의도] 빈칸 완성
[해석]나는 남들과 함께 있기를 정말 좋아하는 재능 있는 엔지니어와 함께 일한 적이 있었
다. 그것은 그가 즐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회사에 새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다. 그들이 그를 보았을 때, 그들은 사무실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매우 심각한 듯
보이는 그를 보곤 했다. 그의 얼굴에는 “떨어져 있어!”라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사실, 그
는 하고 있는 일에 단지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한다
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에게 얼굴 근육의 긴장을 풀도록 상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는 더 가까이 하기 쉬운 것 같아 보였다. 그 결과로, 그는 직장 동
료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었다.
[어구]talented 재능 있는 frown 찡그리다 remind 상기시키다 approachable 가까이 하
기 쉬운
29. ② [출제의도] 빈칸 완성
[해석]처음으로 천국을 방문했을 때, 나는 날개 하나만 있는 아주 많은 천사들을 보고 놀랐
다. 나는 그 천사들 중 한 명에게 왜 치료를 받지 않았는지를 물었다. 그는 대답을 하지 않
고 돌아서서 날개 하나만 있는 또 다른 천사를 껴안은 후, 함께 날아갔다. 함께 일하면 문
제가 어떻게 축복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은 아주 멋졌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
을 포옹하고 인정한다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 모두가 서로 협
력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 그러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천사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보여
줄 것이다.
[어구]embrace 껴안다, 포옹하다
blessing 축복, 행복
accept 인정하다, 받아들이다
reflect 반사하다

30. ⑤ [출제의도] 빈칸 완성
[해석]성공한 사업가 Samuel Kline이 미국에서 브라질로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매우 가난
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들
을 도울 방법을 찾았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일정 기간에 걸쳐 조금씩 상환하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여러 개의 상점을 열었다. 그의 고객들 중 90퍼센트가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지
불하지 않고 물건을 산다. 그들 중 대부분은 다른 곳에서는 물건을 살 여유가 없을 것이다.
만약 그가 그곳에 없다면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살 수 없을 것이다. Samuel
Kline은 외상으로 물건을 사도록 해줌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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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not afford to ~할 여유가 없다

16

on credit 외상으로

31. ① [출제의도] 빈칸 완성
[해석]패스트푸드 체인점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게 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노동
비용이 저렴하다는 사실이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종종 십대이거나, 최근에 이민을 온 사
람들이거나, 직업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의료 및 기타 혜택이 없이
시간제로 임금을 받는다. 대부분의 체인점에서 직원의 임금은 점장에 의해 정해진다. 몇몇
회사들은 직원의 임금을 낮춘 점장들에게 상을 주기도 했다. 이것이 때때로 착취로 이어지
기도 했다. 가령, 몇몇 점장들은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면 ‘무보수 시간
외’ 근무를 하도록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체인점들은 시간 외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어구]financial 금전상의, 재정상의 immigrant 이민자 desperate 필사적인, 혈안이 된
32. ⑤ [출제의도] 빈칸 완성
[해석]부모로서 우리는 아이들로부터 받는 같은 질문에 반복적으로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이들을 올바로 키우고 싶다면, 아이들의 질문 중에 어리석거나 가치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은 근사
한 질문이네.”와 같은 말로 답변을 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그
들이 같은 질문을 몇 차례 반복할 때, “네가 나에게 다시 물어봐 주어서 기쁘구나. 배우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좀 있단다.”라고 말할 수 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특히 어릴 때는, 그것을 여러 차례 들어야 그것이 지식의 일부가 된다
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어구]properly 올바로 worthless 가치 없는 particularly 특히

33. ③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
[해석] 나는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가장 큰 두려움은 외로움이라고 믿는다. 즉 우
리를 사랑해 줄 사람도, 돌봐주는 사람도, 함께 있어 줄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이 근본적
인 두려움의 결과로 우리는 관계나 사업이나 삶 속에서 우리가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걱
정을 한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할 일, 할 말,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
은 부탁을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에 기초하여
생각한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거나 우리
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요청하지 못한다.
[해설] 인간이 가진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대인 관계 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끼친
다는 내용이다.
[어구] fundamental 근본적인 reject 거절하다

34. ④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
[해석] Eastman 구강 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치아의 부식은 음료의 온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언급했다. 부식은 화학적 반응이고, 화학 반응은 열이 있으면 가속화된다. 연구자들은 이것
이 유럽에서의 치아부식이 미국에서보다 더 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한다. 미국에서는 사
람들이 차가운 음료에 얼음까지 넣는 것을 선호한다. 반면에 유럽에서는 그 반대이다. 부
식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연구자들이 하는 조언은 음료를 약 20분 이상 천천히 마시
라는 것이다.
[해설] 온도가 치아 부식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는 글이다.
[어구] erosion 부식 meanwhile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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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①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
[해석] 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귀에 심한 염증이 자주 생기는 아이는 건강한 귀를 가진
아이들 보다 나중에 과체중이 될 가능성이 두 배에 가깝다고 한다. 이러한 발견들을 설명
하기 위하여
Florida대학의 수석 연구가 Linda Bartoshuk는 반복적인 귀의 염증이
chorda tympani라는 신경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킬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이 신경은 맛의
감각들을 수집하는 곳인 혀의 앞부분에서 시작한다. 그곳에서부터, 신경은 중이를 통과하
여 뇌로 이어져 혀가 좀 전에 인지한 맛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그 신경이 손상되면 사
람들은 버터와 같은 지방질 음식에 대한 촉감이나 질감에 과도하게 민감해지며, 지방질 감
각에 대한 증가된 민감성은 사람들이 보통 이상으로 그런 음식을 더 좋아하게 만든다고 그
녀는 말한다.
[해설] 잦은 귀 염증으로 인한 chorda tympani(고리끈 신경)의 손상이 지방질 음식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 결국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글이다.
[어구] infection 염증
permanently 영구적으로 sensation 감각 texture 질감
36. ⑤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
[해석] California 대학의 한 그룹의 생태학자들이 곤충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흥미로운 보고
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부 유럽에서의 평균온도가 대략 1.5℃ 정도 상승했다.
그 기간에 약 50종의 나비와 나방이 그들의 번식 패턴을 바꾸었다. 예를 들면, 만약 나비
가 일 년에 한 번 알을 낳는다면, 이제 두 번 알을 낳는다. 논리적으로 보면, 기온이 더 따
뜻하기 때문에 산란기가 더 빨리 시작되고, 그러면 곤충들에게는 짝짓기를 위한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진다. 게다가 더 온난해진 기온이 곤충의 발달을 가속화시키고, 그들은 생애에서
더 빨리 번식할 준비를 하게 된다. 모든 것이 더 일찍, 더 빨리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해설] 지구 온난화가 곤충의 번식 패턴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내용이다.
[어구] ecologist 생태학자
breeding 산란
reproduce 번식하다

37. ⑤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
[해석] 대학에서 어느 수업에 네 명의 여자가 학생으로 가장했다. 첫 번째 여성은 한 번, 두
번째 여자는 열 번, 세 번째 여자는 열다섯 번 강의에 참석했다. 네 번째 여자는 전혀 참
석하지 않았다. 학기 말에, 학생들에게 네 여자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들에 대한 느낌과
의견을 물었다. 학생들이 그 여성들과 개인적인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선호도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자주 눈에 띄었는가와 관련이 있었다. 강의에 참석하지 않은
여성은 선호도가 가장 낮았고, 모든 강의에 참석한 여성은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해설] 사람들의 눈에 자주 띌수록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내용의 글이다.
[어구] pretend ～인 체하다
preference 선호도

38. ③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
[해석] 남을 탓하거나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가를 결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 낭비이다. 잘못은 과거에 존재하고, 그 과거는 바뀔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
이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들에 대한 통찰을 쉽게 잃을 수 있다. 염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무
엇이 되어졌어야 했고, 되지 말았어야 했는지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행해질 수 있
는 최선책에 집중하라.
[해설] 비난의 대상을 찾기보다는 문제 해결책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내용의 글이다.
[어구] assign 할당하다 fault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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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② [출제의도] 빈칸에 적절한 말 고르기
[해석] 우리는 남녀 대학생들이 꿈속에서 느끼는 감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아주 놀랐다. 처
음에는 이 두 그룹의 학생들이 깨어있을 때 생각되어지는 것처럼 다른 감정을 보여줄 거라
고 기대했었다. 우리는 남자들의 꿈은 더욱 공격적이고 폭력적일 거라고 예상했고, 여자들
의 꿈은 좀 더 사교적이고 감정적일 거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그렇지 않다
는 것을 알아냈다. 남녀의 꿈속에서의 감정 분석은 놀랍게도 유사했다. 그들의 꿈속에서 나
타난 시각적 이미지에 있어서 남녀의 경향은 거의 차이가 없다. 더욱 주목할 만하게도 감정
의 주기와 강도에 있어서도 거의 차이가 없다.
[해설] 해석 참조
[어구] aggressive 공격적인 intensity 강도

40. ① [출제의도] 빈칸에 적절한 말 고르기
[해석] 낮 동안에 행하는 신체적 운동의 양은 네가 밤에 숙면을 취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규칙적이고 적당한 운동으로 너는 너의 수면의 질이 개선된다는 것을 곧
알아차릴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서너 시간의 운동을 하면 안 된
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것은 왜냐하면 집중적인 운동을 하는 동안 나타나
는 신체적 신진대사의 활성화는 잠드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기억해라, ‘집중적 운동’이
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잠자리 전에 운동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너의 몸
과 마음에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수면을 위해 준비를 해라.
[해설] 해석 참조
[어구] ingredient 요소 physical elevation 신체적 신진대사의 활성화

41. ② [출제의도] 빈칸에 적절한 말 고르기
[해석] 나는 우연히 기업 경영자들이 대졸 신입사원에 관해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 직장에
들어온 교육을 잘 받은 영리한 20대들은 끊임없는 칭찬과 지나친 보살핌을 필요로 했다. 비
판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자주 삐치고 심지어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다. 이 아이들은 자녀의
자긍심을 높이려는 욕구에서 어떠한 형태라도 비판하는 것을 삼가며 끊임없이 무조건적인
칭찬을 주려는 경향이 있는, 좋은 의도를 지닌 부모들과 교사들의 산물이다. 그러나 결과는
의도되었던 것과는 종종 정 반대였다. 아이들은 비평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그것은 도전을 수용하고 인내심을 보여야 하며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 필수
적인 비즈니스에서의 성공을 위한 방법은 아닌 것이다.
[해설] 해석 참조
[어구] refrain 삼가다 persistence 인내

42. ② [출제의도] 빈칸에 적절한 말 고르기
[해석] 미국에서 흔한 네 가지 종류의 땅벌의 수가 전국적인 숫자 조사에 따르면, 과거 몇
십 년 동안에 96퍼센트 정도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벌은 전 세계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 땅
콩류를 포함한 상업적 식물들의 90퍼센트 정도를 수분한다. 커피와 콩, 그리고 목화는 생산
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모두 벌에 의한 수분에 의존한다. 이는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의
삼분의 일이 벌에 의한 수분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식량 생산의 상당한 영향력
때문에 수분 매개자의 감소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고 일리노이 대학의 교수인
Sydney Cameron이 썼다.
[해설] 해석 참조
[어구] yield 산출량
43. ③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한 연구자가 행복의 비밀 중의 하나를 밝혀냈는데 그것은 전염성이다. 만일 내가 잘
아는 누군가가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5% 증가하고, 만일 내가 간접적으로
아는, 내 친구의 친구 또는 친구의 아내 같은, 누군가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가능성이
10% 정도 증가할 것이다. 단순히 많은 친구가 있는 것보다 소수의 행복한 친구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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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훨씬 도움이 된다. 이것은 당신에게 걱정을 자주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제안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 또한 친구의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라. 당신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음으로써 행복을 퍼뜨릴 수 있다.
[어구] contagiousness 전염성 cut ties with ~와 관계를 끊다
[해설] 행복은 전염성이 있기에 밝게 웃음으로써 행복을 퍼뜨릴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44. ②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운동과 식이요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장수의 유일한 비결은 아니다. 명상 또한 중
요할 수 있다. 화단에 식물을 심는 것 혹은 친구들과 놀이를 하는 것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일들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거나 웃게 만든다면, 그러
면 그것들을 해라. 장수는 양면을 가진 동전으로, 한 면은 양을 다른 면은 질을 가지고 있
다. 어느 누구도 짧게 끝나버리는 멋진 삶을 원하지 않듯이 아무도 길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두 가지 모두의 방식으로 그것을 갖기를 원한다: 길면서 행복
한 (삶).
[어구] longevity 장수 two-sided 양면이 있는
[해설] 장수에는 양적인면과 질적인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데 길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
야 한다는 말이 오는 것이 타당하다.

45. ⑤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미국의 Smalltown의 시민들은 독립 기념일에 불꽃놀이 구경을 좋아한다. 그 마을의
500명의 주민들 각자는 그 경험이 10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총 가치는
5,000달러가 된다. 반면, 그 도시는 불꽃놀이 쇼를 위해 1,000달러를 쓴다. 이 5,000달러의
가치는 1,000달러의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도시가 불꽃놀이 쇼를 실시하는 것은 효율
적이다. 하지만 어떤 사기업이 불꽃놀이 쇼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보라. 이 행사의 잠
재적 고객들은 표가 없이도 그 쇼를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틀림없이 그 쇼
를 위한 표를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표 구매자가 되기보다는 무임
승차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은 효율적인 결과를 산출해 내지 못할 것이다.
[어구] exceed 초과하다 potential 잠재적인
[해설] 시민들은 실제 돈을 주고 표를 구매하기 보다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불꽃놀이를
감상하는 무임 승차자가 되려는 경향이 있다.
46. ③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흔히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라는 얘기를 듣는다. 그 이유를
아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중국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누가 더 포크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
다고 생각하는가? 보통 몸무게의 사람인가 아니면 비만인 사람인가? 정답은 후자이다. 우리
는 100명의 보통 몸무게의 사람들과 100명의 비만인 사람들이 중국 뷔페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관찰하였고, 그들이 젓가락으로 식사하는지 혹은 포크로 식사하는지를 주목했다. 젓가
락으로 식사를 하는 33명 중에서 26명은 보통 몸무게의 사람들이었고 오직 7명만이 비만인
사람들이었다. 다음에 여러분이 중국 식당에 갔을 때, 누가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고 누가
포크로 식사를 하는지 확인해 보라.
[어구] obese 비만의 the latter 후자
[해설] 젓가락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비만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의 글이다.
47. ①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마케팅 담당자들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들의 메시지를 소비자들에
게 다른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많은 회사들
은 buzz marketing이라고 알려진 전략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메시
지를 확산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마케팅 담당자들의 목적은 영향력 있는 소비자들을 찾아
내어 그들로 하여금 어떤 특정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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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들은 영향력 있는 전달자들이 되어, 브랜드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된다. 결국 그 브랜드는 이익을 얻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사회 집단의 인정받는 한 명의
구성원이 어떤 광고보다 항상 훨씬 더 믿을 만하기 때문이다.
[어구] strategy 전략 ultimately 결국 credible 믿을만한
[해설] buzz marketing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광고보다는 믿을 만한 사람들의 브랜드에 대
한 평을 더 신뢰한다는 것에 착안한 것이며 그 때 그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전달자들이 된
다는 내용이다.

48. ⑤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여러분이 직장에서 자신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아마도 월별 혹은 연간 목표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평가를 받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만
일 여러분이 오늘은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또한 상사에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과 같은 직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들보다 앞서는지 혹은 뒤처져 있
는지를 말해 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다른 직원들보다 뒤처져 있다면 여러분은 잘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볼 수도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
한 유일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현실을 점검해 보는 좋은 방법을 제
공할 것이다.
[어구] effectiveness 효율성 yearly 매년, 해마다
[해설] 같은 직종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관찰하여 자신의 앞선 혹은 뒤쳐져 있는 정도
를 파악함으로써 업무능력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49. ➀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
(해석) 가을에 떨어지는 나뭇잎들은 아름답지 않는가? 떨어지는 나뭇잎들은 에어쇼를 만들
어낸다. 모든 나뭇잎은 가지에서 땅으로 저마다 독특한 춤을 추며 떨어지고, 이것은 미끄러
지기, 구르기, 회전하기, 원을 그리며 돌기와 같은 것들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보여주고 있
다. 어떤 나뭇잎들은 스스로 V모양을 이루는데, 이는 나뭇잎들이 때때로 좌우로 흔들리기는
하지만 긴 직선으로 미끄러지도록 한다. 가느다란 나뭇잎들은 회전하는 동안 나뭇잎의 축을
중심으로 반복해서 구르는 경향이 있다. 다른 나뭇잎들은 위 유형들 중, 어느 다른 것과 더
불어 원을 그리며 땅에 떨어진다.
(어구) glide 미끄러지다, spin 회전하다
(해설) 해석 참조
50. ➀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
(해석) Goethe는 예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은 항상 독창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
지만, 그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세상은 우리에게 작용하기 시작하
고, 끝까지 계속된다. (우리의) 에너지, 힘, 의지를 제외하고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만약 내가 위인들에게 빚진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남아 있는 것은 단지
아주 작은 부분뿐일 것이다.” 그것은 Goethe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모든 인
간 집단, 모든 사회, 모든 사람에게도 적응된다. 한 발명가가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유일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믿거나, 한 사업가가 도움 없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부를 축적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의 빚에 대해 무지한 것이다.
[어구] originality 독창성, debt 빚
[해설] 해석 참조

51. ➂ 빈칸 완성하기
(해석) 거의 모든 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웹상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것은 우리가 사물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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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하는 방법을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랩탑, 태블릿, 혹은 다른 기술적 장치들을 이용해 사
실들에 쉽게 접근할 수 없을 것이란 것을 알 때 그것들을 실제로 훨씬 더 잘 기억한다. 하
지만 우리가 정보들을 심지어 보거나 들은 후에도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실제 내용물에 관한 많은 것을 기억하기보다 어떤 키워드가 우리를 그것으로 이끌어줄지,
혹은 우리가 그것을 컴퓨터 폴더에 넣어 두었는지와 같이 그것들에 다시 접근하는 방법을
기억할 가능성이 더 크다.
(어구) by means of –을 이용해
52. ➀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
[해석]어떻게 음악 애호가가 되는가? 단지 한 가지 방법만이 있다. 음악을 들어라! 학습이나
설명이 아닌 단지 직접적인 경험만이 당신을 음악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초보자들에게 적합
한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당신이 정서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똑같은 곡을 자주 들어라. 처
음 들었을 때 교향곡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마라. 익숙하지 않은 교향곡을 듣
는 동안 당신의 주의력이 흐트러진다 하더라도 결코 낙담하지 마라. 처음에, 가능한 한 많
은 것을 그 곡에서 받아들이고 편히 앉아서 그냥 나머지를 들어라. 구름이 걷히고, 풍경이
당신 앞에 뚜렷하게 펼쳐지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음악에서는, 익숙한 것이 즐거운 것이다.
[어구]appreciate 감상하다
53. ➁ 빈칸 완성하기
[해석]Clever Bell은 눌러졌을 때, 집주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그들의 현관문 밖에 있
는 누구에게든 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장치는 심지어적은 양의 백색 소음(치-- 하는
소리)을 만들어 예기치 못하게 방문한 손님에게 그들이 집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인터콤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도둑들은 초인종을 먼저 눌러 누군가가 집
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Clever Bell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외출 중이고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면 10초 후 Clever Bell은 여러분의 휴대폰으
로 전화를 걸 것이고 여러분은 응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터콤처럼 들릴 것이
고 그 사람은 여러분이 실제로 집안에 없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어구]burglar 강도
54. ➁ 빈칸 완성하기
(해석) 북미의 매미들은 정기적이기는 하지만 특정한 주기로만 나타난다. Nashiville 근처
매미 집단의 경우에 13년마다 나타난다. 다른 지역에서는 13 혹은 17년의 생명주기를 가진
다른 매미 집단들이 있다. 하지만 12, 14, 15 혹은 16년의 생명주기를 가진 매미들은 없다.
이러한 사실은 매미들에게 진화론적 이점을 제공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숫자들이 그들의
적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13년과 16년의 생명주기를 가진 매미들과 4년의 생
명주기를 가진 포식자들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13년의 생명주기를 가진 매미들은 52년의
주기마다 4년의 생명주기를 가진 포식자들을 만날 것이지만, 16년의 생명주기를 가진 것들
은 16년마다 자신들의 적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어구]periodically 정기적으로, predator 포식자
55. ①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범위를 제시하는 것은 종종 합리적이라고 느껴진다. 고객에게는 “저는 10,000달러에
서 15,000달러 정도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새 직원
에게는 “당신은 4월 1일에서 4월 15일 사이에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between’이라는 단어는 당신이 한 발 물러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어서, 영리한 협상가는 재빨리 더 낮은 가격이나 더 늦은 마감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between’이라는 단어를 말함으로써 그 대가로 얻는 것 없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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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negotiator 협상가
56. ①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물병 하나를 집어 들고, 라벨을 제거한 뒤 강물이나 빗물에서 너무 탁하지는 않은 어
떤 물이든 채워 넣어라. 그 병을 햇볕이 잘 들 때 빌딩의 금속 지붕 위에 두어라. 6시간이
지나면 햇빛이 그 물속에 있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죽여서 마시기에 안전한 물로 만들
것이다. 이 방법은 약 4백만 명에게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간편하고, 돈이 들지 않고, 효과적입니다.”라고 탄자니아의 한 교장선생님이 말한
다. 2006년에 그녀의 학교는 더러운 수돗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설사와 같이 물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의 비율이 상당히 떨어졌다.
[어구] effective 효과적인 tap water 수돗물
57. ⑤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매일 나는 프로그램과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많이 친다. 나는 끊임없이 이메일을 확인
한다. 어느 날, 나는 반복 때문에 내가 내 비밀번호로 사용했던 것이 나의 일부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내 비밀번호는 ‘테니스’였다. 비록 나는 테니스에 대해 의도적으로 항상 생각하지
는 않았지만, 그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내가 많은 시간과 노
력을 쏟는 것이었고, 일 외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었다. 후에 나는 내 비밀번호들을 내가
추구하는 목표에 맞춰 바꿨다. 그것들은 나의 꿈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것이 되었다.
[어구] repetition 반복
58. ④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행동 패턴을 인지하는 데 전문가가 되는 것은 사람들
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제거함으로써 인생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신
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복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
향이 있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똑같은 것들에 의해 방해를 받고, 똑
같은 상황에 대해 짜증을 내며, 똑같은 일련의 사실들을 두고 논쟁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로 우리들 대부분의 경우에 삶, 특히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예측하기가 꽤 쉽다.
[어구] expert 전문가 be likely to ~하는 경향이 있다 bother 성가시게 하다
59. ③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개가 사람에게 가장 좋은 친구인 이유가 있다. 당신의 강아지는 항상 당신을 보고 행
복해 한다. 강아지는 당신이 수학시험에 떨어졌든 아니든 신경을 쓰지 않고 당신에게 달려
들며 당신을 최고인 것처럼 대한다. 어떻게 된 일인가? 당신의 개는 심리학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당신의 마음으로 가는 길을 자동적으로 안다. 즉, 당신이 중요하고 사랑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당신이 그러한 관심을 사람들에
게 보여준다면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잘 반응을 할지 상상해 보라. 그것은 관계를
강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그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보여줄 때 그
효과가 잘 드러날 것이다.
[어구] psychology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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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의도] 빈칸 완성

[해석]Jenny Hernandez는 25명의 직원들을 갖고 있는 중간 규모 회사의 관리자이다.
Jenny의 리더십은 회사의 성공에 기여해왔다. Jenny의 스타일의 한 가지 특징은 그녀의 공
평함이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특정한 사람들이 유리한 점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예를 들어, 그
녀는 사교를 위한 점심이 어떤 사람을 편애한다는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서, 그녀는
사교를 위한 점심을 피한다. 이와 비슷하게, 직원들 중 한 사람이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임
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 여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으며, 설령 이야기를 한
다 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업무에 관한 이야기이다.
[어구]characteristic 특징
advantage 유리함, 이점
perception 인식, 지각
favoritism 편애, 치우친 사랑
fairness 공평함
diligence 부지런함, 근면
61. ⑤ [출제의도] 빈칸 완성
[해석]개들은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잘 하는 것 같다. 나의 개들을 예로 들어보자. 그들은
소파에 앉는 것을 아주 좋아하지만, 소파에 누군가가 앉아 있으면, 기꺼이 바닥에 엎드린다.
그들은 또한 산책하러 나가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내가 밖을 내다보기 위해서 앞문을 열자
마자, 그들은 번개같이 내 옆으로 와서 기대하는 듯이 서 있다. 내가 집을 나가면서 “안 돼!
너희들은 갈 수 없어.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 나는 곧 돌아올 거야.”라고 말할 때 그
들은 실망해서 문 옆에 쓰러진다. 그렇지만, 상황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때 그들의 실망
감과 불만은 분명 상당히 빠르게 사라진다. 한 번은 개들에게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한 후, 나는 자동차 키를 잊어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거의 곧바로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갔
다. 이미 개들은 소파 밑에서 발견한 수건을 가지고 줄다리기 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놀고
있었다.
[어구]expectantly 기대하면서
disppaointment 실망
discontent 불만, 불평
locate (물건을) 찾아내다 recognize 알아보다, 인식하다 adapt to ~에 적응하다

62. ⑤ [출제의도] 빈칸 완성
[해석]탁월한 연설가 Denis Waitley는 승리를 결정하는 필드골을 성공시키는 선수는 차기
전에 자세를 취하면서 자신에게 “내가 이 필드골을 성공시키면, 그것은 우리를 슈퍼볼에 진
출하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3만 달러 상당의 금액을 안겨 줄 거야.”라고 말하며, 실패하는
사람은 자세를 취하면서 “내가 이 필드골을 실패하면, 그것은 모든 팀원들에게 3만 달러의
손해를 안겨 줄 거야.”라고 말한다고 설명한다. 그것이 다른 점이다. Waitley 박사에 따르
면, 승자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고, 패자는 자신이 원치 않는 것에 집중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얻게 된다고 한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파괴적인 힘은 우리의 상상력을 부정
적으로 사용하는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옛 속담에서 말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건 간에, 당신의 생각이 옳다.”
[어구]line up for ~을 겨냥하여 자세를 취하다
concentrate 집중하다
undoubtedly 틀림없이, 확실히 destructive 파괴적인 excessive 과도한, 지나친
63. ⑤ [출제의도] 빈칸 완성
[해석]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악담을 할 때, 당신에 관한 그 말에 반응하는 것을 피해야 한
다. 옛 속담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약 당신이 비방하는 일에 가담하면, 결국 스스로를 더럽
히게 될 것이 분명하다. 사람들은 종종 당신에게 말을 하여 그들의 악담에 반응하도록 애쓰
며, 말로 맞대응 하려고 하다 보면, 당신은 그들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듣기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이 조금이라
도 일리가 있으면, 이 점에 대해 약간의 반성을 하려고 노력하라. 그런 다음에 스스로를 그
들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하지 말고 당신의 행동으로 말하도록 하라.
[어구]engage oneself in ~에 가담하다 definitely 분명히, 명백히, 확실히
pity 불쌍히 여기다
trap 함정, 덫
reflection 반성, 반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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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①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
[해석] 현대의 남자들은 외모에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남성용 몸
단장 상품들의 세계적 판매량은 일 년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그 산업은 둔화
될 것이라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 남자의 몸치장 제품과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새로
운 현상은 아니다. 이집트의 남자들은 눈, 입술, 뺨 그리고 손톱에 발랐던 색조 화장품이 담
긴 특별한 병들로 구성된 자신의 화장품 상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스의 남자들 또한 꽃으
로 만든 기름을 그들의 피부에 발랐다. 오늘날 남자들이 구매하는 아이크림, 얼굴용 팩, 보
습제는 단순히 12,000년 전에 시작되었던 똑같은 관념의 다른 형태일 뿐이다.
[해설] 남성들이 현재뿐 아니라 과거에도 외모 가꾸기에 관심이 많았다는 내용의 글이다.
[어구] grooming 몸단장 jar 병, 단지
65. ③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
[해석]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품하게 만드는가? 한 북미지역 대학의 연구자들은 하품의
이유가 두뇌를 과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임을 알아냈다. 실험 동안에 그들은 자원자들의 절
반에게 이마에 댈 차가운 주머니를 제공했다. 따뜻한 주머니를 받은 나머지 절반의 지원자
들과는 달리, 그들 중 누구도 하품을 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호흡이 두뇌로 차가운 혈액을
운반하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두뇌의 온도가 내려간다는 것을 증명했다. 추가적인 냉각이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품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의 두
뇌는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의 3분의 1만큼을 소모하면서 가열된다. 좀 더 효율적으로 기능
하기 위해 두뇌는 식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하품을 할 때 그들은 낮은 온도의
공기를 내부로 가져다주면서, 본능적으로 혈액의 흐름을 증가시킨다.
[해설] 하품이 두뇌의 온도를 낮춘다는 것을 증명한 실험에 대한 글이다.
[어구]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66. ①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
[해석] 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건강에 대한 진실을 알 것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부
하는가? 그들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 아는 것에 동의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생각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연간 정기검진을 흉내낸 각
본을 설정했다. 이 검진에서 그들은 참여자들에게 심각하지만 꾸며낸 질병에 대해 이야기했
고, 그런 다음 참여자들이 그것에 대해 검진받기를 원하는지 아닌지를 물었다. 그 검진 이
전에 몇 명의 참여자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어졌고 다른 참여자
들은 그렇지 않았다. 자존감이 고양된 실험 대상자들은 그것에 대해 검진 받기를 원하는 경
향이 더 강했다. 의사들은 많은 질병에 있어서 조기치료가 중요하므로 사람들이 자기 긍정
을 통해서 잠재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정보를 직시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들의 생존가능성
을 높여준다고 말한다.
[해설] 자존감이 고양된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직시하는 경향이 더욱 강
하다는 실험에 관한 글이다.
[어구] mimic 흉내내다
self-esteem 자존감

67. ⑤ [출제의도] 빈칸 완성하기
[해석] 경주는 1등, 2등, 3등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습은 한 은세공인이 그의 손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음의 결과이다. 17세기 초반 England의 Chester에서 주 장관이 경마의
우승자를 위해서 은트로피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고 한 은세공인과 그 일을 하는 것에 대
해 계약을 맺었다. 그 은세공인이 만든 첫 번째 트로피는 만족스럽지 못했고, 그는 다시 시
도하라고 돌려보내졌다. 두 번째 것 또한 적절하지 않았고 그는 세 번째 시도를 하도록 지
시받았다. 세 번째 트로피는 훌륭했지만 이제 그 장관은 한 개의 트로피 대신 세 개의 트로
피를 가지게 된 것이다.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주 장관은 1등, 2등, 3등 수상자에게
트로피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해설] 경주에서 3등까지 트로피를 수상하게 된 유래에 관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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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dequate 부적절한

68. ⑤ [출제의도] 빈칸에 적절한 말 고르기
[해석]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물이 빛에 반응한다고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실내용 화초
가 창가에 있다면, 그것은 빛을 향해 자라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소리는 어떤가? 새로운
연구는 식물들이 소리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소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Western Australia 대학의 연구원인 Monica Gagliano 박사는 자신의 정원에서 식물을
가꾸는 동안, 식물이 소리에 민감한지 궁금해 하기 시작했다. 그녀와 동료들은 그들의 연구
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매우 어린 옥수수 식물의 뿌리가 비록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는 않지만 딸깍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또한 물속에 옥수
수 식물의 뿌리를 집어넣었을 때, 뿌리가 어린 옥수수가 만들어내었던 “딸깍거리는 소리”와
유사한 소리의 방향으로 기울인다는 것을 알아냈다.
[해설] 식물이 소리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소리를 만들어 낸다는 연구 내용에 관한 글이다.
[어구] clicking 딸깍거리는 seedling 어린 나무

69. ② [출제의도] 빈칸에 적절한 말 고르기
[해석] 언어학 분야의 연구는 이중 언어 사용자가 언어를 바꿀 때, 그들이 감정을 경험하는
방식 또한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부모들은 특정 언어가 그 감
정 표현에 더 나은 문화적 정황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위해 특정
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핀란드어가 모국어인 화자는 핀란드어로 감정을 명확
하게 표현하는 것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위해서 영어를
사용할지도 모른다. 특정한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부모가 선택한 언어는 그들의 감정적 상
태를 나타내는 단서의 제공을 도울 수 있다. 아이의 감정적인 능숙함은 감정 상태와 감정
표현을 처리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
꾸는 것은 아이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그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해설] 이중 언어 사용자가 언어를 바꿀 때, 감정을 경험하는 방식 또한 변한다는 내용의 글
이다.
[어구] bilingual 이중 언어의
70. ④ [출제의도] 빈칸에 적절한 말 고르기
[해석] 정보는 현재의 상황이 그 정보가 학습된 상황과 일치할 때 기억으로부터 인출된다.
여기서 핵심어는 심리학자들이 ‘맥락’이라고 부르는 ‘상황’이다. 당신이 새로운 정보를 배울
때 그것은 당신이 학습한, 그 당시에 있었던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그리고
심지어 생각한 맥락과 연관된다. 당신의 기억은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지식이 중요할 것
이라는 원칙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신의 기억은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정보
를 주고자 한다. 우리의 기억은 그렇게 만들어져서 당신이 패스트 푸드 식당에 들어갈 때
당신이 그 식당에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려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을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되는 과거 방문 기억에 관한 지식을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정보가 학습된 상황이 현재 상황과 일치할 때 기억으로부터 그 정보가 인출된다는
내용의 글이다.
[어구] retrieve 인출하다
71. ③ [출제의도] 빈칸에 적절한 말 고르기
[해석] 문학에서,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은 도덕적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종종 놓여진다.
어린 아이들이 잘 선택된 문학 작품을 읽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들 자신이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지를 고민한다.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등장인물의 결정들과 이 결정들의
결과들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는 동안에, 독자들은 자신의 결정들이 긍정적 결과를 얻게 되
었는지를 알게 된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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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름의 개념을 형성하도록 도와 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동을 위한 문학은 아이들이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바람직한 가치관을 발달시키도록 장려한다.
[해설] 문학 작품 읽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바람직한 가치관을 발달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어구] unfold 펼치다 disclose 드러내다
72. ③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부모들이 항상 인식하지는 못하더라도, 아이들은 그들 부모의 구매 행동을 관찰하고
배운다. 예를 들면, 아이는 엄마가 신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오렌지를 살짝 쥐어보는 것을
보고 이러한 관찰을 통해 과일이 익었는지를 구별하는 법을 배운다. 마찬가지로, 아이는 엄
마가 어떻게 신문을 샅샅이 읽고 할인 쿠폰들을 잘라서 그것들을 쇼핑하는 동안 제시하는지
관찰한다. 그래서, 아마도 아이들에 의해 초기에 습득된 소비자 행동 패턴의 대부분은 부모,
특히 엄마의 소비자 행동 패턴의 복사본이다.
[어구] squeeze 쥐다 observation 관찰
[해설] 장차 보여지는 아이들의 구매 행동은 부모의 구매 행동의 복사본(copies)이라는 내용
의 글이다.

73. ④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할로윈에 실시된 유명한 연구가 있다. 과자를 안주면 장난칠거예요라고 말하며 하는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관련된 집들의 현관 벨을 눌렀을 때, 한 연구자가 그들에게 각자 사
탕 하나씩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하고 나서 급히 자리를 떴다. 또 다른 연구자는 벌어지는
상황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그 결과는 그 아이들 중 33.7 퍼센트가 절도 행위를 저질렀
다는 것을 보여 주었는데, 즉 아무도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자
신들이 가져가야 할 것 보다 더 많은 사탕을 가져간 것이다. 그 후, 그 연구자들은 사탕 그
릇 바로 앞에 거울을 설치해서 과자를 안주면 장난칠거예요라고 말하며 하는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그 그릇 쪽으로 올 때 자신들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보아야 했다. 거울이 있었을
때 사탕을 한 개보다 더 많이 가져간 아이들의 비율은? 단지 8.9 퍼센트였다. 이 연구에서
거울을 보는 것은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끌었다.
[어구] commit 저지르다
[해설] 거울을 보는 것이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to be discouraged from
bad behavior) 이끌었다는 내용의 글이다.

74. ①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당신의 집단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가정해 보라. 당신은 어떻게 가장 훌
륭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까? 가장 훌륭하고 가장 혁신적인 몇몇 아이디어는 가장 어
리석은 몇몇 제안들 다음에 나온다. 모양이 갖추어지지 않은 아이디어조차 다른 사람에게서
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고갈되기까지
다른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도 비난하지 말라. 종이나 화이트보드나 칠판에 모든 것들을 써
보라. 똑똑하든, 어리석든, 모순되든 상관없이 그것들을 살펴보라.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하
는 최고의 방법은 많은 아이디어를 갖는 것이다. 당신이 이것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선택
이 더 강력해질 것이다.
[어구] innovative 혁신적인
[해설] 훌륭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아이디어를 갖는 것(to have a lot of ideas)
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이다.

75. ①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우리가 물건을 구입한 직후부터 대부분의 우리 물건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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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게에서 돈을 지불하고 집으로 가져온 것은 귀중품이거나 유행하는 드레스이거나 최신
휴대전화였다. 그러나 일단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 집 안에서 공간을 차지하게 되
면, 그 물건은 가치를 잃기 시작한다. “우리들의 집은 기본적으로 쓰레기 처리 센터이다.”라
고 한 냉소적인 코미디언이 말했다. 물건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그것은 변형을 시작
한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면 그것은 눈에 잘 띄게 전시되기 시작한 다음 선반위로 옮겨지
고 벽장으로 밀어 넣어진 후 차고에 있는 상자 속으로 던져지고 그것이 쓰레기가 될 때까지
그곳에 보관된다. 나는 분명히 ‘garage’와 ‘garbage’라는 단어들이 연관되어 있음에 틀림없
다고 생각한다.
[어구] cynical 냉소적인 prominently 눈에 띄게
[해설] 물건은 구입한 직후부터 가치를 잃기(losing value) 시작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76. ①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스코틀랜드 경제학자 Adam Smith는 경쟁을 자기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
나, 오늘날 가장 ‘경쟁적인 사람들’은 그의 철학을 수학자인 John Nash의 생각으로 대체하
고 있다. 그는 스위스 철학자 Jean-Jacques Rousseau의 이론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였는데,
그것은 집단들이 협력할 때 이익의 전체 크기는 거의 항상 확대되어 각 집단은 혼자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 전형적인 예는 네 명의 사냥꾼들이 홀로
행동하는 동안은 각자 한 마리 토끼만을 잡을 수 있지만 함께 하면 사슴 한 마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똑똑한 경쟁자들은 가능할 때면 언제나 협력한다. 연구는 거의 90%
정도의 경우에, 협력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경쟁적인’, 이기고 지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보다 업무수행을 더 잘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협력이 더 나은 결
과를 만들어낸다.
[어구] competitive 경쟁적인
[해설] 협력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다(collaboration produces better results)는 내용
의 글이다.

77. ⑤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당신은 직업 선택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찾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또는 아마도
늘 그렇듯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당신이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이 중요한 삶의 선택의
방향을 찾기 위한 최고의 조언은 직업 선택에 대해서 융통성 있는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헌신적이라도, 당신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상상할 수 있는 어
느 분야에서든 가장 성공적인 전문가들 중에 몇몇은 그들이 현재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절
대 예측해 보지 못했을 것이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그러한 직
업들은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인터넷, 휴대전화, 또는 오늘날의 매우 많은 직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다른 새로운 도구들 중 어떤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은 존재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은 미래의 기회를 증가시킨다.
[어구] ultimate 최종적인 critical 중대한
[해설] 삶의 선택의 방향을 찾기 위한 최고의 조언은 직업 선택에 대해서 융통성 있는 태도
를 취하라(Take a flexible attitude toward career choices)는 내용의 글이다.
78. ③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사람들은 일란성 쌍둥이는 모든 면에서 정확히 똑같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똑같이 생
겼고, 똑같은 옷을 입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같다. 그러나 일란성 쌍둥이의 부모들은
다르게 알고 있다. 사실, 일란성 쌍둥이는 구별되는 개인이다. 예를 들면, 나의 아이들은 체
중에 있어서 항상 25퍼센트 정도의 차이를 보여 왔다. 또한, 그들은 서로 비슷하게 행동하
지도 않는다. 한 명은 춤추기를 좋아하고, 또 다른 한 명은 농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확실
히, 우리는 그들이 개별적인 흥미를 추구하도록 장려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
을 완전히 그들 스스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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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identical 일란성의 alike 똑같은 pursue 추구하다
[해설] 일란성 쌍둥이는 모든 면에서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별되는(unique) 개인이라
는 내용의 글이다.

79. ③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1952년 8월 어느 늦은 저녁, 뉴욕의 한 극장에서 어떤 남자가 청중들 앞에서 피아노
뚜껑을 세 번 열었다 닫고는 4분 33초 동안 어떤 건반도 치지 않았다. 그것은 John Cage의
4′33″로, 침묵으로 이루어진 유명한 음악 작품이다. Cage는 청중이 아티스트 없이 완전히
음악을 느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증명할 유일한 길은 창작 과정에서 아
티스트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4′33″에서는 아티스트나 작곡가 모두 작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Cage는 어떤 소리가 청중에게 들릴지를 제어할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어구] composition 작품 belief 믿음
[해설] John Cage의 4′33″는 아무런 연주를 하지 않고 침묵(silence)으로 이루어진 유명한
음악 작품이라는 내용의 글이다.

80. ④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2002년 6월 20일, Hammond에 토네이도가 끔찍한 결과를 낳으며 몰아쳤다. 마을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야생 보호 구역인 Towering Pines가 엄청나게 파괴되었다. 지역의
모든 기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토네이도는 New England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였다.
New England 기상청의 청장인 Maria Hinojosa는 “Hammond 토네이도는 남아프리카 공
화국의 폭설이나 열대 우림의 가뭄과 같았어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날씨가 정
말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한 예가 되죠.”라고 말한다.
[어구] remind 상기시키다 variable 변하기 쉬운
[해설] Hammond 토네이도에서 볼 수 있듯이 날씨는 정말 예측 불가능하다는(highly
unpredictable) 내용의 글이다.
81. ④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성취감을 주는 일, 즉 심오한 목적의식을 주고 우리의 가치관, 열정, 개성을 반영하
는 직업에 대한 욕구는 현대적 개념이다. ‘성취감(fulfillment)’이라는 단어는 1755년에 출판
된 유명한 사전인 A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에 나오지도 않는다. 수세기 동
안 서구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 욕구를 채우느라 바빴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신
의 재능을 사용하고 자신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흥미로운 직업을 가졌는가에 관해 신경 쓸
수가 없었다. 성취감에 대한 생각은 그들의 마음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물질적
풍요가 확산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일에서 오는 성취감을 추구하도록 해방되었다.
[어구] needs 욕구 principle 원리
[해설] 성취감은 현대적 개념(modern concept)이라는 내용의 글이다.
82. ②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올림픽은 문화 공유의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것은 주최국의 여러 도시 거리에서
볼 수 있다. 여러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들을 방문한다. 그들은 각각
자신들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전 지역을 하나의 문화의 도가니로 바꾼다. 누구나 어느 정도
는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에서의 경험을 통해 변화될 것이다. 스포츠 경기 내내, 이러한 커
다란 문화 교류가 우리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도록 돕게 될 것이다.
[어구] investment 투자
[해설] 올림픽은 문화 공유(sharing cultures)의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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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③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당신이 잘 모르거나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쓸 때,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그것들 중 하나가 당신의 메시지를 간결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길
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메시지로, 읽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이 아파서 약속을 취소하거나 수업에 가지 못한다면 아픈 것에 대해
설명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아파서 수업이나 약속에 갈 수 없다는 짧은 언급이면 충분하
다.
[어구] burden 부담지우다
[해설] 잘 모르거나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쓸 때 당신의 메시지를 간결하
게 하는 것(to keep your messages brief)이 좋다는 내용의 글이다.
84. ① [출제의도] 빈칸에 적절한 표현을 추론한다.
[해석] 책을 쓰고 싶어 한다고 상상해 보라. 보통 책 쓰는 작업을 하면서 한 시간에 1,000
단어를 타이핑할 수가 있다. 이것은 처음 두 시간 동안은 잘 이루어져서 시간당 1,000 단어
를 타자로 칠 수가 있다. 그러나 세 시간 째에는 피곤함을 느껴 500 단어만을 타이핑한다.
그것은 당신의 보통 산출량보다 500 단어나 더 적은 것이다! 휴식이 없으면 산출량은 시간
이 지나면서 감소한다. 휴식이 중요하다. 일을 하지 않고 잠시 쉬는 것은 일로 다시 돌아
갈 때 앞으로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재충전시켜 준다. 생기를 되찾고 당신 자신, 당신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하라. 그러고나서 다시 일로 돌아가라.
[어구]output 산출량, 결과물
decrease 감소하다
refresh 생기를 주다
take time off 일을 하지 않고 잠시 쉬다 sprint forward 앞으로 전력질주하다
renew
새롭게 하다
85. ② [출제의도] 빈칸에 적절한 표현을 추론한다.
[해석] 생기를 주다 20년 전에 누가 플라스틱과 유리로 만들어진 상자 하나가 수백만 명의
예절을 망쳐버릴 것이라고 생각했겠는가? 우리는 스마트 폰이 가져온 디지털 기적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폰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가장 큰 영향들 중의 하나는 10년도 되
기 전에 일어난 갑작스러운 예절 규범의 파괴이다. 요즘에는 많은 스마트 폰 소유자들이 대
화 중에 Twitter를 확인하면서도 그것이 예의 없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무례함은 보통 친구, 동료 또는 직장 상사와 같은 다른 누군가가 말하고 있을 때 발생한다.
보다 젊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동안에도 또 다른 사람
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기술을 터득하기까지 했다.
[어구]manners 예절
miracle 기적
standards 규범
decade 10년
consider 고려하다
impolite 예의 없는
take place 발생하다 colleague 동료
86. ① [출제의도] 빈칸에 적절한 표현을 추론한다.
[해석]몇몇 과학자들은 특정한 동물들이 일종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믿는다. 예를 들면, 버빗
원숭이는 다른 포식 동물에 대해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다. 경고음이 들리면 원숭이는 어떤
포식 동물―독수리, 표범 또는 뱀―이 접근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 하지만 원숭이는 이런 소
리들 각각의 의미를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지는 않다. 어린 원숭이는 더 나이가 든 원숭이
소리를 듣고 관찰하면서 이런 소리의 의미를 배운다. 이런 학습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다. 어린 원숭이들이 독수리를 본 것에 대한 경고음을 배운 후에 그 원숭이들은 큰 새를 볼
때마다, 심지어 그 새가 해를 끼치지 않는 새라도 그 경고음을 사용한다. 많은 시행착오 후
에야 비로소 그들은 독수리 경고음이 독수리에게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구]a type of 일종의 alarm call 경고음 approach 접근하다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87. ① [출제의도] 빈칸에 적절한 표현을 추론한다.
[해석]실험을 설계할 때는 보통 단 한가지의 변화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한 농부가 어떤
종류의 쟁기질(경작) 방법이 더 좋은지를 알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 농부는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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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을 골라 그 두 밭에서 한 가지만을 바꾼다. 그는 그 두 밭을 쟁기질하는 방식을 바꾼다.
재배하는 작물의 유형, 사용하는 물의 양, 그리고 곡식을 심는 밭의 경사면과 같은 그 밖의
모든 것은 양쪽 밭에서 똑같을 것이다. 두 밭은 대략 동일한 양의 햇빛을 얻기 위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 농부가 그 두 밭을 쟁기질하는 방법만을 바꾼다면, 그 한 가지
변화의 영향을 알 수가 있다. 실험이 끝난 후에 농부는 어떤 쟁기질 방법이 더 좋을지 결론
을 내릴 수 있다.
[어구]experiment 실험
crop 작물 amount 양 slope 경사면, 비탈면
complete 완성된
conclude 결론을 내리다

88. ⑤ [출제의도] 빈칸에 적절한 표현을 추론한다.
[해석]대부분의 경우, 소리는 공기를 통해 귀에 도달한다. 하지만 공기는 소리가 전달되는
유일한 매개체가 아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내면, 그 소리는 물고기를 놀라게 하고 그것들
이 헤엄쳐 달아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가 물을 통해 그들에게까지 전달된 것이 틀
림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아메리카) 인디언은 먼 거리의 발소리를 감지하기 위해 땅에 귀를
댄다. 그런 소리는 땅을 통해 전달이 될 때 상대적으로 잘 들린다. 마찬가지로, 긴 탁자의
한 쪽 끝에서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는 귀를 탁자에 대고 있으면 반대편 끝에서 잘 들릴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소리는 다양한 물질을 통해 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구]medium 매개체
frighten 놀라게 하다
detect 감지하다
footstep 발소리
comparatively 상대적으로
tap 가볍게 두드리다
89. ②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교육전문가 Manu Kapur는 애쓰는 것이 더 나은 학습을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을 제시
했다. 그의 실험에서 그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에서 학생들은 교
사의 도움으로 수학문제를 풀도록 요구되었다. 두 번째 그룹에서 학생들은 서로서로를 도우
며 같은 문제를 풀도록 요구되었다. 첫 번째 그룹 학생들은 교사의 도움으로 정확한 대답을
찾을 수 있었다. 두 번째 그룹 학생들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풀지는 못했지만 열띤 토론 끝
에 많은 좋은 생각을 해내었다. 또한 그들은 첫 번째 그룹보다 수학시험에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답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학생들이 단지 해결이 아니라 과정
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어구] come up with ～을 생각해내다

90. ②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생활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대부분은 어떤 이의 아
이디어에서 출발하지만, 또 어떤 것들은 우연히 발명되기도 한다. 먼저 포테이토칩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어느 날 한 손님이 감자 접시를 계속 돌려보내며 더 튀기고, 더 얇게 해
오라고 주문을 했다. 요리사는 화가 났고, 감자를 완전히 얇게 썰어서 바위처럼 단단해질
때까지 튀겼다. 요리사가 놀랍게도, 그 손님은 그걸 너무나 좋아했고 더 달라고 했다. 두 번
째 예는 Percy Spencer라는 이름을 가진 엔지니어에 의해 발명된 전자레인지에 관한 것이
다. 그는 혼자서 어떤 기계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다. 실험하는 동안에 그는
자기 주머니에서 사탕이 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기계 안에 팝콘 옥수
수를 넣었고 그것이 튀는 것을 보았다. 그 때부터, 그 기계는 혁명적인 것이 되었다. 이 두
예에서, 그들은 처음에 그것들이 발명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매우 예기치 못하게 만들어진다.
[어구] take ～ for granted ～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lose one’s temper 화내다
revolutionary 혁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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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⑤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소비 상품은 대개 세 가지 부류로 나뉜다 sa- convenience(편의품), shopping(선매
품), specialty products(전문품). 각 범주는 구매를 할 때 사람들의 태도에 근거하고 있다.
Convenience Products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지만 쇼핑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투자하기를 원하지는 않는 상품이다. 몇 가지 흔한 예는 빵, 신문, 탄산음료, 그리고 기름이
다. 두 번째 범주인 shopping products는 소비자가 느끼기에 경쟁 상품과 비교하는데 시간
과 노력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들이다. 가구, 냉장고, 차량, 그리고 텔레비전이 그런
상품의 예이다. 마지막 범주는 specialty products이다. 이것들은 소비자가 정말 원하면서
물건을 찾고 구매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소비 상품이다. 구매자들은 실제로 이 제
품을 구매하려고 계획을 세운다. 멋진 사진 장비와 특정한 스타일리스트에 의한 헤어컷이
이러한 상품의 예이다.
[어구] convenience 편의 specialty product 전문상품 be willing to 기꺼이 ～하다
compete 경쟁하다
equipment 장비
92. ③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골프는 아마도 상이한 능력의 사람들이 공평하게 겨룰 수 있는 운동 종목일 것이다.
왜냐하면 ‘핸디캡’을 통해 골퍼들이 경기의 특성이나 그들이 경기하고 있는 코스의 난이도
에 따라 점수에서 타수를 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선수의 핸디캡이 높을수록, 그 선수는
낮은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여 더 실력이 없는 선수로 여겨진다. 핸디캡은 단순히
골프치는 사람의 평균 점수라기보다는 잠재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의도된 것이다. ‘공식적인’
핸디캡은 골프장이나 전국 골프 협회에 의해 관리된다. 핸디캡과 연관된 정확한 규칙은 나
라마다 다를 수 있다.
[어구] stroke (골프) 타 in comparison to ～에 비교하여 be meant to ～하도록 의도되다
potential 잠재력
93. ①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 우리의 직계 조상의 기초를 세운 인구는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일부 사람들은 그 집단이 몇 백명 정도의 적은 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
리는 그토록 소멸하기 쉬운 소수의 인구에서 강력하고 증가하는 거대한 70억의 무리가 되
었을까? Richard Potts에 의하면 답은 한 가지 뿐이다. 인류(You)가 안정성을 포기한 것이
다. 인류는 변화를 거부하려고 하지 않는다. 인류는 주어진 서식지 안에서의 안정성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안정성은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류는
변화 그 자체에 적응해 나간다. 그것은 굉장한 전략이었다. 한 두 개의 생태학적인 환경에
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배우는 대신에 우리는 전 세계를 점령했다.
[해설] 해석 참조
[어구] found 기초를 세우다 consistency 안정성 fragile 손상되기 쉬운
ecological 생태학의

94. ③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 과거 10년 동안 지도 제작의 주된 변화는, 이전 6천 년에서 만 년 동안의 시간과 대
조적으로, 지도 제작이 개인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변한 것은 지도 그 자체는 아니다. 당신
은 1940년 지도와 가장 최근의, 현대적인 지도가 거의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
볼 것이다. 하지만 옛날 지도는 고정된 한 장짜리 종이로,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
같았다. 새로운 지도는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르다. 당신은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지도를 드래그 할 수도 있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확대할 수 있고, 방식-교통, 위성
-을 전환할 수도 있으며, 당신의 마을 위로 날아볼 수도 있고, 심지어 식당이나 방향에 대
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구를 활용할 때 지도는 고정되고 정형화된 지구의 모습
을 보여주는 것에서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대화를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해설] 해석 참조
[어구] satellite 위성 portrait 초상화, 자세한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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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④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 여러 명의 자녀를 둔 부모가 알고 있듯이 아기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간단한 공식은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각각의 아기는 독특한 성격과 선호도를 가진다. 아기 각자의 신경계
또한 독특하다. 어떤 아기들은 소음이나 행동에 의해 차분해지기도 하지만 다른 아기들은
조용한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아기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따라 반응
하는 것이다. 비록 모든 소리와 울음소리가 처음에는 똑같이 들릴지라도 당신의 아기는 소
리와 움직임을 이용해서 당신과 다른 방법들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웅크린 등,
꼭 감은 눈, 꽉 쥔 주먹, 눈 비비기―이러한 신호 모두는 당신 아기의 정서적, 육체적 상태
에 대해 뭔가 구체적인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당신이 할 일은 (아기가 보이는) “감각적 반응
을 빨리 알아차리는 탐정”이 되어 당신의 아기가 전달하려는 것과 어떻게 가장 잘 반응할
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해설] 해석 참조
[어구] formula 공식, 방식
96. ②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 목성은 우리의 작은 행성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9월 10일 새벽에 Oregon주
의 한 천문학자는 목성 표면에서 밝은 광채를 관측했다. 천문학자들은 이 화려한 폭발은 소
행성이 그 거대한 행성(목성)에 부딪친 것으로 믿는다. 과학자들은 소행성이 지구를 향하고
있었을 것이나 목성이 그 충돌을 대신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목성이 충돌로부터 지구를 구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닐지도 모른다. 목성은 어떤 행성보다 가장 강력한 중력(의 끌어
당김)을 가지고 있다. 목성의 중력은 지나가는 소행성을 잡아당겨 그들을 자신의 표면으로
끌어 당긴다-즉, 지구로부터 멀어지도록. 그 영향은 과학자들이 소행성으로 인해 생긴 것으
로 추측되는 목성 위의 흔적을 연구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칠 가능성
은 희박하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궤도를 돌고 있는 소행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
시하고 있다.
[해설] 해석 참조
[어구] Jupiter 목성 gravitational pull 중력(의 끌어당김)

97. ①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 심리학자들은 두 종류의 스트레스를 구별한다: eustress라 불리는 좋은 스트레스와
distress라 불리는 나쁜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스트레스가 당신과 당신의 몸에
이익이 된다는 것에 놀라겠지만 그것이 바로 eustress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에게 좋
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신을 위험에서 살아남게 도와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간이 위험
한 상황에 처하면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박동수가 증가하고 목과 코의 근육이 확장되어 더
많은 공기가 폐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신체적 반응은 몸이 위험과 싸우거나 그것을 피하
도록 준비시킨다. 예를 들어, 당신이 길에 혼자 있고 밤 늦게 낯선 사람을 만난다면 당신의
몸은 그 위험으로부터 가능한 빨리 도망가게 도와주도록 당신의 심장과 폐를 준비시킬 것이
다. eustress가 없이 당신은 유리한 출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설] 해석 참조
[어구] circumstance 상황 head start 유리한 출발
98. ④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 Stone Mountain State College의 교사들이 주립대학 체제의 다른 대학 교사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2005년 봄학기에 부여된 학부성적의 1/3이상이 A였고, 1.1 퍼
센트만이 F였다. 대학원 학생들에게 부여된 A의 비율은 심지어 더 높았다; 거의 2/3가 A였
다. 물론, 학생들은 높은 성적을 받아 기쁠지도 모른다. 그러나, 증거는 이런 경향이 부정적
인 결과를 갖고 있다고 시사한다. 그들이 대학원이나 전문학교에 지원할 때, 입학처들은
S.M.S.C.에서의 A가 다른 대학에서의 A와 같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불이익을 받는
다. 그러므로, 성적 인플레이션은 대학원이나 전문학교에 지원할 의향이 있는 S.M.S.C.의
학생들에게 고통을 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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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석 참조
[어구] undergraduate 학부 suggest 시사하다
99. ①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달리기와 요가, 그리고 역기 들기가 어떻게 서로 상호 보완하는지 생각해 보라. 달리
기는 유산소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것은 차례로 역기를 들어 올릴 때나 오랜 요가 수업 동
안의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요가로 향상된 유연성은 당신의 달리기 보폭을 늘여 줄
것이고, 당신이 좀 더 부드럽고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해 준다. 당신의 향상된 유연성은
또한 역기를 들어 올릴 때 당신의 움직임의 범위를 증가시켜주고 그것이 차례로 당신의 근
육을 더 강하게 해 준다. 역기 들기는 근력을 강하게 하고, 그것이 당신을 더 힘찬 달리기
주자로 만들어 줄 것이고 어려운 요가 자세를 유지할 때 지구력과 균형감을 향상시켜 줄 것
이다. 이런 활동들 모두가 서로를 강화시키고, 전체의 이득은 그것의 부분들의 합보다 훨씬
더 크다.
[어구] reinforce 강화시키다
[해설] 달리기에서 향상된 유산소 능력이 요가와 역기 들기에 도움이 되고, 요가에서 향상된
유연성이 달리기와 역기 들기에 도움이 되며, 역기 들기에서 향상된 근력이 요가와 달리기
에 도움이 되어, 이들이 서로 상호 보완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100. ②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사람들은 당신이 말하고 행동했던 것을 기억할 수도 혹은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지
만, 그들은 항상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느끼도록 했는지는 기억할 것이다. 사람들이 방에
들어올 때, 그들이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가져오는지를 이전에 느껴본 적이 있는가?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당신은
“좋아, 그가 오다니 참 기쁘군.”하는 기분을 느낀다. 아니면, 아마도 “이런, 그가 이곳으로
오고 있어. 그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말하거나 나를 열등하게 느끼도록 하려 할 테니까 그
가 오기 전에 여기에서 빠져나가야지.”라는 느낌일 수도 있다. 당신이 방에 들어갈 때, 당신
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가는가? 당신은 방을 환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당신은 폭풍
구름을 가지고 가는가?
[어구] inferior 열등한
[해설] 사람들은 항상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느끼도록 했는지를 기억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101. ②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사람들은 이메일에 충성한다. 당신이 접근 가능하고 시간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불
문의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서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보내면, 당신은 그것을 읽
고, 이해하고, 즉시 답을 할 것이다. 그것은 거래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 거래를 위반한다
면, 당신은 팀의 일원이 아니고, 능력이 없고, 당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매일,
그리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계속해서 이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왜 그럴까? 당신은 열지 않
은 채 두면 당신이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영향을 줄 이메일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이메일은
전자 매체 폭군이 되었다. 그것은 “나를 읽어라, 나에게 정보를 입력하라, 내가 말하는 것을
하라.”고 말한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고, 우리의 일을 지시하며 통
제력을 발휘하는 존재감을 지닌다.
[어구] feed (정보, 데이터를) 입력하다
[해설] 이메일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고, 우리의 일을 지시하며 통제력을 지
니고 있는 전자 매체의 폭군과 같다는 내용의 글이다.
102. ①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윤리적 의사결정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의 가능한 결과들을 상상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장의 순간과 개인적인 필요와 욕구를 넘어서 바라보도록 요구한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도덕적 상상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결과들을 그려보는 것에 관한 것이다. 어떤 의미로는 도덕적 상상은 도덕적으로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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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것을 결정하기 위해 우리가 여러 다른 과정의 행동들을 검토하도록 하는 연극 같은
가상 예행연습이다. 공감 능력은 도덕적 상상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
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생각해낼 수 없
다. 단지 우리 자신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느낄지에 대해 마음에 그려봄으로써 그들이 어떻
게 느끼는지 이해할 수 있다.
[어구] empathy 공감 conceive 마음에 그려보다
[해설]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도덕적 상상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결과들을 상상하여 그려보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다.
103. ③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10,000년 그 이전에 사냥꾼과 수렵꾼으로 살았던 인간은 포식자의 역할을 하면서 생
태계에 잘 어울렸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도 사냥감으로서의 역할도 했을 것이다. 오늘날
생태계에서 인간의 역할은 초기 인간 정착민들의 그것과는 다르다. 오늘날 지구상의 거의
모든 곳의 인간들은 더 이상 그들이 한때 행했던 방식으로 자연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사
람들은 대부분의 생태계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분리시켰다. 현대의 인간들은 또한 초기 문명
이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생태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 환경 과학에서 생
태계 연구의 한 측면은 얼마나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많은 생태계는 그들 내에서 주를 이루는 종들의 이름이 붙여진다. 그러므로 세계는
산호초 생태계, 상록수림 생태계, 목초지 생태계 등을 포함하지만, 환경 과학에서 ‘인간 생
태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어구] settlement 정착민 ecosystem 생태계
[해설] 오늘날 생태계에서 인간의 역할은 초기 문명의 생태계 정착민들의 역할과 다르고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자연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다.
104. ① [출제의도] 빈칸에 적절한 표현을 추론한다.
[해석]모든 사람은 개가 훌륭한 애완동물이 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개는 또한 다양
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개는 경찰에 의해 사용된다. 자주 이런 개는 곤경
에 처한 사람을 돕거나 길을 잃은 사람을 찾아낸다. 또 다른 개는 공항에서 일한다. 그런
개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들여와서는 안 되는 식물, 식품 등을 냄새로 찾아낸다. 개
의 도움으로 이런 것들은 발각이 되고 국내로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몇몇 다른 개는 사람
이 해충으로부터 집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 개가 예민한 코로 곤충의 서식처를
찾아내면, 사람들은 그 곤충과 곤충의 서식처를 제거할 수 있다.
[어구]harmful 해로운 nest (곤충, 물고기 따위의) 서식처 sharp (감각이) 예민한 remove
제거하다, 없애다
[해설]개의 다양한 역할에 관한 글이다. 경찰견, 공항 수색견, 해충 탐지견에 대한 예시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은 ① ‘임무’이다.
105. ③ [출제의도] 빈칸에 적절한 표현을 추론한다.
[해석]오늘날, 3D 프린트 기술은 회사와 대학에서만 사용되지만, 이제 가격은 더 낮아지고
질은 더 좋아지고 있다. 모든 가정이 미래에 3D 프린터를 보유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
다. 3D 프린트 기술은 복제할 원래의 물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라. 즉, 그
물체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한, 어떤 그림이라도 충분할 것이다. 머지않아 누구나 적절한 디
자인을 만들어 내는 가정용 스케치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가정용 프린터가
진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릴 수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손님을 위
한 정찬용 접시가 충분하지 않다면, 스케치로부터 실제 접시 몇 개를 ‘출력(제작)’할 수 있
다.
[어구]note 주목하다 object 물건 as long as ~하는 한 describe 묘사하다
precisely 정확하게
[해설]정확하게 물건을 스케치하면 3D 프린트 기술에 의해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
을 것이라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③ ‘그리다’가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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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③ [출제의도] 빈칸에 적절한 표현을 추론한다.
[해석]내가 아는 어떤 십 대는 지역 학교 시스템에 의해 이제까지 기록된 가장 높은 지능
지수를 가진 아이였는데, 어느 여름 이웃의 지붕을 다시 칠했다. 그는 페인트 통과 롤러를
가지고 올라가서 칠하기 시작했는데, (지붕의) 맨 아래부터 꼭대기 방향이었다. 지붕의 가장
높은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는 곤경에 처한 것을 알았다. 내려오는 도중에 그는 갓 칠한
페인트에 미끄러져 지붕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는 수학과 읽기를 아주 잘 했지
만 꼭대기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을 떠올릴 수 없었다. 때로는 상식과 실용적 노하우가 지적
능력보다 더 쓸모가 있다.
[어구]bucket 통, 양동이 slip 미끄러지다 common sense 상식 intellectual 지적인
[해설]지능 지수가 아주 높고 수학과 읽기를 잘하는 아이가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칠해가는
실수를 했다는 이야기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는 ③ ‘지적 능력’이 가장 적절하다.
107. ① [출제의도] 빈칸에 적절한 표현을 추론한다.
[해석]Tom은 프로 농구 선수였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결승전 경기에서 실수를 저질러서
팀이 경기에서 지게 되었다. 은퇴 후 수년 동안 그는 그 실수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사람
들이 “왜 늘 우울해요?”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저는 바보였어
요. 제가 어떻게 다른 기분일 수 있겠어요?”라고 대답했다. 사람들이 그에게 바로 자신의
생각 때문에 우울한 것이라고 말해도, 그는 “아닙니다. 저는 실수에 대해 생각하고 있기 때
문이 아니라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실수에 대해 생각을 거
의 안 해요.”라고 말하곤 했다. Tom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으로
보지 않았다.
[어구]retirement 은퇴 depress 우울하게 하다 suffering 고통 evidence 증거
[해설]Tom이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우울해하지만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우울하다는
점을 몰랐다는 사례로 보아, 빈칸에는 ①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08. ⑤ [출제의도] 빈칸에 적절한 표현을 추론한다.
[해석]인간관계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 그것은 고객을 만족시키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비결 중 하나이다. 인간의 모든 상호작용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능력에
의해 향상된다.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자신과, 자신만의 이익과, 그리고 자신만의 세계
를 넘어서서 바라보라. 다른 사람의 과거를 고려하여 어떤 문제를 검토하고 다른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사를 발견하려 노력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것은 강력한 것이다.
[어구]maintain 유지하다 interaction 상호작용 improve 향상시키다 put oneself in
another person’s shoes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다 in the light of ~을 고려하여
[해설]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는 ⑤ ‘다
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09. ⑤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내가 젊었을 때, 이곳에 살던 마지막 늑대가 잡혀 죽었다. 이 땅에 새로 온 사람들은
늑대에 관해 오랫동안 품고 있던 두려움도 함께 가지고 왔다. 그 사람들은 늑대가 죽이는
것을 좋아하고 또 능숙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
다. 그들에게 늑대는 악(惡)이어서 죽여야 하는 존재였다. 그들은 늑대가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먹잇감이 도망갔기 때문에 늑대는 열 번에 아홉 번
은 굶주렸다. 그러나 늑대는 먹이를 잡을 때까지 계속 시도를 했다. 마침내 늑대가 의지력
으로 열 번 만에 성공했을 때 비로소 주린 배를 채웠다. 사람들이 (늑대의) 죽이고 싶어 하
는 욕망이라고 여겼던 것은 사실은 (굳은) 결의였다. 그것은 성공의 비밀이었다. 늑대는 어
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어구] thirst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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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늑대가 사냥에 성공하는 이유는 죽이고 싶어 하는 욕망 때문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
고 계속 시도하려는 굳은 결의(determination)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110. ①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놀이 공원은 새치기할 권리를 팔기 시작했다. 관례적 방식으로는 방문객들이 가장 인
기 있는 놀이 기구를 타기위해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릴 수도 있다. 이제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와 다른 테마파크는 기다림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한다. 표준 입장료
보다 약 2배 비싼 가격으로 그들은 당신에게 줄의 맨 앞으로 갈 수 있는 통행권을 팔 것이
다. Revenge of the Mummy 놀이 기구를 먼저 타는 것은 공항 보안 검사를 우선적으로
받는 것만큼 잘못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부 관찰자들은 그 관행을 건전한 시민
습관을 파괴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불평한다. 한 저널리스트는 “테마파크
줄 서기가 위대한 평등 장치였던 날들은 지나갔다. 그 시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민주적인 방
식으로 그들의 순서를 기다렸다.”라고 썼다.
[해설] 관례적인 줄 서기와 다른 새치기할 권리가 판매되면서, 줄 서기가 모든 사람에게 평
등했던 시대가 지나갔다는 내용의 글이다.

111. ⑤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최근에 행해진 새로운 연구는 사회적 고립이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성이 있는 재정적
결정을 내리게 만든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람들은 사회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낄 때,
종종 만족감을 사려고 한다. 사람들은 거절 당한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수록 좀 더 돈을 문
제 해결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 같다. 홍콩의 공공장소에서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한 어느 실험 결과, 더 많이 거절 당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한 사람들보다 일반적으로 복권, 경마 혹은 카지노에 더 많이 돈을 걸고 더 위험
한 투자 전략을 쓰는 경향이 있었다. 거절은 돈이 더 나은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강
화시켰고, 이러한 믿음은 돈과 관련한 더 위험한 선택의 전적인 원인이 되었다.
[어구] account for ~의 원인이 되다
[해설] 실험을 통해 사회적 고립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위험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게 만든
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112. ②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벌금과 요금의 차이는 무엇인가? 벌금은 도덕적 비난을 말한다. 반면에 요금은 도덕적
판단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대가이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벌금을 부과할 때,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맥주 깡통을 그랜드 캐니언에
던지는 것은 청소비용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는 사회가 지양하고 싶은 나쁜 태도
가 반영되어 있다. 벌금이 100달러일 때, 부유한 어느 도보 여행자가 그 금액이 공원 바깥
으로 빈 깡통을 들고 나올 필요가 없는 편리함의 가치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해 보
라. 그는 벌금을 요금으로 간주하고 그의 맥주 깡통을 그랜드 캐니언에 버린다. 그는 돈을
지불하지만 우리는 그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랜드 캐니언을 값비싼 쓰레기통으로
간주함으로써 그는 그것(벌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어구] disapproval 비난
[해설] 벌금을 요금으로 간주하는 한 도보 여행자를 예로 들어, 벌금과 요금을 구분할 때 도
덕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113. ①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해석] 환경론자들이 우리에게 지구를 구할 필요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그들은 이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낯선 사람들이나 우리를 뒤따를 세대를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 이러한 “다른 사람들”과의 바로 그 거리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돕도록 동기를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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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시도를 방해한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나 심지어 떠올리기도 어려운 사
람들의 생계를 구하는 것에 흥미를 느낄 수 없다. 인간은 철저히 사회적 존재이고 다른 이
들을 도울 기회를 잡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멀리
떨어진 시공간을 넘어서는 지속하기 어려운 상상적 몰입에 달려있다.
114. ②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해석] 몇몇 학습 안내서들은 달력에 상세히 기록하는 것을 옹호하며, 그래야 당신이 전체
학기 내내 매분, 매 시간, 매일 동안 해야 할 일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각 과목
의 학습, 식사, 체육활동 참여, 친구와의 사교활동 등을 할 시간을 배정하도록 할 것이다.
나는 이런 접근 방법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느낀다. 학생들은 이런 일정을 따르는 것을 내키
지 않아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세밀한 계획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러한 일정을 따르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모든 인생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고 느
끼도록 이끌며, 당신은 당신의 학습에 빨리 싫증을 느낄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인
Frederick Nietzsche가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루하게 하기에 우리의 삶
은 너무 짧지 않은가?” 중요한 날짜를 기록하는 의도된 목적을 위해 달력을 사용해라. 시험
이나 학기말 보고서의 제출 기한과 같은 중요한 일들의 날짜를 기록해라.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 일들을 준비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달력이 당신의 삶을 통
제하도록 하지 말아라.
[해설] 해석 참조
[어구] predetermined 미리 결정된
115. ⑤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해석] Richard Thaler의 이론에 따르면 만약 그들의 소유권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면 사
람들은 물건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 전형적인 연구에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졌었던 커
피 잔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요청 받았다. 이 연구의 다른 집단은 커피 잔의 가치를 평가하
도록 요청 받았지만 이 커피 잔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았다. 그 커피 잔을 소유
한 피실험자들은 일관되게 다른 피실험자들보다 그것들을 더 높게 평가했고 몇몇의 경우에
서 그들은 심지어 커피 잔에 대해 돈이 제공될지라도 그들의 커피 잔들을 간직하는 것을 선
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특히 물건에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비슷한 연구에
서 사람들이 커피 잔과 교환될 수 있는 토큰을 제공받았을 때 인지적인 편견은 관찰되지 않
았고 이는 사람들이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가 아니라 구체적 물건에 대해서 애착을 형성한
다는 것을 시사했다.
[해설] 해석 참조
[어구] cognitive 인지적인, bias 편견
116. ③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머지않은 미래에 신발, 카펫, 칫솔과 같은 일상용품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을 포
함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이러한 용품들을 개인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들로
하여금 색과 같은 물리적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당신의 그날그날의 기분에 반응하게 할 것이
다. 그것들은 또한 다른 물건들과 자료를 교환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의 칫솔이 폐암의 조짐을 감지하면 당신의 호흡을
분석하고 의사와의 진료 약속을 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한때는 그저 평범한 물
건이었던 것이 점차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지능화될 것이다. 제조업자들은 당신에게 다른 서
비스들을 팔기 위해, 혹은 “나만의 것이라는 경험”을 높이기 위해 이런 스마트 제품들에 의
해 만들어지는 정보를 사용할 것이다.
[어구] analyze 분석하다 detect 감지하다
[해설] 미래에는 일상용품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지능화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다.
117. ①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당신이 사람들에게 일주일의 요일을 선호도 순으로 순위를 정하라고 요청할 때, 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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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평일이 고 일요일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금요일이 일요일보다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사람들이 놀기보다 일하려고 하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면 왜 사람
들은 일요일보다 금요일을 더 선호하는 것일까? 이유는 금요일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 즉
앞으로 다가올 주말과 우리가 계획해 왔던 모든 활동들에 대한 미래의 가능성을 가져다 주
기 때문이다. 일요일은 휴식의 날이긴 하지만 기대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비록 우리가 공원에 소풍을 가고 시내를 산책할 수 있긴 하지만, 이러한 즐거운 활
동들은 다가올 꽉 찬 평일에 대한 예상에 의해 망쳐진다. 좋든 나쁘든 간에 우리의 감정 상
태는 현재의 세계에 의해 유발되는 감정과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 만들어지는 감정, 두
가지 모두에 의해 결정된다.
[어구] anticipation 기대
[해설] 우리의 감정 상태는 현재의 세계에 의해 유발되는 감정과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내용의 글이다.

118. ① [출제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내가 여러 해에 걸쳐 방대한 장서를 모아왔던 이유들 중의 하나는 책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루고자 희망하는 것을 달성했던 누군가와 대
화를 하는 것 외에, 나의 경험상 서적과 출판물이 문헌화된 연구와 성공을 위한 역할 모델
이라는 면에서 가장 많은 것을 제공한다. 인터넷 또한 빠르게 매우 귀중한 도구가 되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지 간에, 당신이 가고자하는 길을 이미 걸어갔던 사람들을 찾으려
고 하고, 그래서 당신이 그들의 경험을 연구하고, 모범으로 삼고, 벤치마킹할 수 있다. 예전
에 한 대학교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Gary, 자네는 똑똑하지, 그렇지만 자네 이전에도 사
람들은 계속 살아왔다네. 자네가 큰 꿈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은 아니니까, 자네가 다른 사람
들이 배워온 것을 먼저 공부하고, 그런 다음 그들 교훈의 뒤를 이어 행동을 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것일세.”
[어구] go-to 도움을 청할 수 있는 invaluable 매우 귀중한
[해설] 책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배워온 것을 먼저 공부하라는 내용의 글이
다.

4강. 어휘
1. ③ [출제의도] 문맥상 부적절한 어휘를 찾는다. 우리는 흔히 작은 변화들이 당장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그것들을 무시한다. 지금 돈을 약간 모아도, 여러분은 여전히 백만장
자가 아니다. 오늘 밤에 스페인어를 한 시간 동안 공부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그 언어를 익
힌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약간의 변화를 만들어 보지만, 그 결과는 결코 빨리 오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일상으로 다시 빠져든다. 변화의 느린 속도는 또한 나쁜 습관을
버리기 쉽게(→어렵게) 만든다. 오늘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어도 저울 눈금은 크게 움직
이지 않는다. 하나의 결정은 무시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반복적으로 따름
으로써 작은 오류를 나날이 반복한다면,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어낸다. 많은 실수는 결국 문제로 이어진다.
작은 변화들은 그로 인한 결과를

빨리 볼 수 없고, 변화의 속도가 느린 것이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내용이므로 ③ easy(쉬운)를 difficult(어려운)와 같은 단어로 바
꿔야 한다. ignore 무시하다 matter 중요하다 in the moment 당장은 millionaire 백만장자
slide into ~로 빠져들다 previous 이전의, 앞의 routine 일상, 판에 박힌 일 pace 속도
transformation 변화, 변형 unhealthy 몸에 좋지 않은 scale 저울 눈금 decision 결정
misstep 실수 eventually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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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③
내가 막 TV 대본을 다 쓰고 그것을 인쇄하러 갔을 때 내 컴퓨터가 먹통이 되었다. 커서가
사라졌다. 대본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당황한 채 나는 컴퓨터 전문가인
내 친구 Neil을 불렀다. 내 컴퓨터가 악성 스파이웨어에 감염되어 그것이 내 컴퓨터의 고장
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내 기계가 느리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새 툴바가 난데없이
나타났는지와 같은 스파이웨어 증상이 있었는지 물었다. 내 컴퓨터가 어떻게 그것에 감염되
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Neil이 그것을 제거했다. 우리는 정기 점검을 위해 차를 정비
사에게 가져간다. 왜 우리는 우리의 컴퓨터가 그러한 점검 없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는가?
[어구] breakdown 고장 mechanic 정비사
3. ④
성장할 때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의 잘못에 대해 당신에게 화를 냈다면 당신은 어쨌든 자신
이 잘못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당신의 부모가 요구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당신을 야단쳤
을 때 당신은 쓸모없다는 깊은 감정을 가지고 성장했을지도 모른다. 이 모든 부정적 감정은
그러면 당신이 성인이 되었을 때 당신 자신이나 당신 인생에 책임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었다. 비판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을 경우 우리가 갖는 가장 흔한 감정은“난 쓸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런 감정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유리하게(→
불리하게, 바람직하지 못하게) 비교한다. 우리는 더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열등감을 발전시킨다. 이것은 정서적 덫이 될 수 있다.
✎at fault 잘못하여

✎punish 벌하다

✎uselessness 무익, 무용
✎environment 환경

✎negative 부정적인

✎favorably 유리하게, 호의적으로

✎inferiority 열등

✎trap 덫,

함정
´자신보다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훌륭하다고 여기는 것은 유리한 비교
라고 볼 수 없으므로 ④의 favorably는 unfavorably로 고쳐야 한다.
4. ①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주저하지 않고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건넨다. 미국인들이 비행기에서,
가게에서 또는 은행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아주 흔하다. 이
런 종류의 만남과 대화는 (예를 들어, 어디 출신입니까?, 직업이 무엇입니까?, 취미가 무엇
입니까?와 같은) 일반적인 정보만 교환되기 때문에 보통 가볍다.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은
상대방과 평생 친구로 사귀는 것에는 실제로 관심이 없지만 대신에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버스나 비행기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타고 가는 동안에 친절하고 정중하고 싶어할 뿐이다.
그것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삶을 더 재미있
게 만들어 준다.
✎hesitate 주저하다

✎conversation 대화

✎casual 표면적인, 가벼운

✎enjoyably 즐겁

게 ✎variety 다양함, 다양성
´미국인들이 낯선 사람에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아주 흔하여 주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
으므로 (A)에는 hesitate가 적절하다. Where are you from? What do you do? What is
your hobby?는 일반적인 정보이므로 (B)에는 general이 적절하다.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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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시간을 즐겁게 보낸다는 문맥이므로 (C)에는 pass가 적절하다.
5. ④
어떤 이들은 교실에서 계산기가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계산기가 주어졌을 때 학생들 대부분이 수학 개념을 전혀 배우지 못한다고 말한
다. 하지만 종이와 연필로 하는 연습이 학습을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
리는 종이와 연필을 이용하거나, 또는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또는 그 둘을 결합하는 것 중
에서 어느 것이 학습하는 최고의 방법을 제공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각각의 교수
(敎授)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어느 연구에 의하면 일상적인 수학 수업에서 계산기를
사용한 학생들이 계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과제를 더 잘 수행했다고 한다.
그 연구는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을 알아냈다.
∙calculator: 계산기 ∙mathematical: 수학적인 ∙ on a case-by-case basis: 사례별로 ∙
combination: 결합
▶They say that when given calculators to do math, most of students never learn
mathematical concepts.: 밑줄 친 부분은 when이 이끄는 시간의 부사절로 when과 given 사
이에는 they( =most of students) are가 생략되어 있다.
▶We have to consider each teaching situation on a case-by-case basis to determine
if using paper and pencil or using calculators or some combination provides the best
way to learn.: to determine은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
사이다. if는 ‘∼인지’라는 의미로 determin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고 있다.
☞(A) 계산기가 주어지면 수학 개념을 배우지 못하므로 교실에서 계산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맥락이다. 그러므로 ‘금지되다’의 의미인 (be) banned가 적절하다. (be)
allowed는 ‘허용되다’는 의미이다. (B) 학습 방법으로 연필과 종이로 하는 방법이 나은지,
계산기가 나은지, 둘을 결합하는 것이 나은지는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각각의 교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맥락이다. 따라서 consider(고려하다)가 적절하다.
avoid는 ‘피하다’는 의미이다. (C) 최근 연구는 계산기를 사용한 학생들이 과제 수행을 더
잘 했다는 것을 보여주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맥락이므로, positive(긍정적인)가 적절하
다. negative는 ‘부정적인’이라는 의미이다.
6. ④
당신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사실, 우리 대부
분은 고통이 우리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고통을 싫어하며 피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고통
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중요하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신체의 일부가 손상을
입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알 것인가? 예를 들어,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로 발목을 삘 수 있
으며, 따라서 치료를 무시하려고(→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보지 않고
뜨거운 불길에 다가갈 때 우리가 부상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고통은 보
호하는 행동을 취하고 치료를 받으라는 신호의 역할을 한다.
∙sense: 느끼다 ∙sprain: 삐다 ∙treatment: 치료 ∙flame: 불길 ∙serve as: ~의 역할을 하다
∙protective: 보호하는
▶Pain serves as a signal to take protective action and to receive treatment.: 접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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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로 병렬 연결된 to take protective action과 to receive treatment는 a signal을 수식한
다.
☞발목을 삐었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ignore를 seek로 고쳐야 문맥상 적절하다.
7. ③
물고기는 가장 대중적인 애완동물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수족관 안에 전적인 수생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고기가 조용하다고 해서 속지 마라. 물고기를 돌보는 것
은 힘든 일이 될 수 있고, 수족관을 적절히 돌보지 않으면 물고기들은 건강이 좋지 않고 스
트레스가 높아질 것이다. 물고기는 주의를 끌려고 소리치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라. 수족관이나 물고기의 이상한 상태를 알아내는 것을 배우라. 물고기들이 먹
이를 먹고 있는가? 수온은 괜찮은가?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
리지 않는데, 만약 물고기들을 보고 싶지 않다면 당신은 아마도 그것들을 사지 않았어야 했
다.
‧aquarium: 수족관
‧recognize: 알아내다

‧attention: 주의(력)

‧make a habit of: ~하는 습관을 들이다

‧should not have p.p.: ~하지 않았어야 했다

▷ (A) ‘물고기를 돌보는 것은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hard(힘
든)가 적절하다.
▷ (B) ‘수족관이나 물고기의 이상한 상태를 알아내는 것을 배우라’라는 의미이므로,
recognize(알아내다)가 적절하다. forget은‘잊어버리다’라는 뜻이다.
▷ (C) ‘당신은 아마도 그것들을 사지 않았어야 했다’라는 의미이므로, bought가 적절하다.
8. ⑤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라. 음식점, 교실, 강의, 그 외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는, 그것을 꺼 놓거나 무음 상태로 해 놓으라.
이 세상에 당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올바른 예절을 지켜서 목소리를 낮
추어라. 당신의 대화를 듣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저녁식사나 모
임에 나갔을 때에,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어떤 사람들과 통화
하기 위해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라.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과 전화
로 통화하느라고 바쁘다면, 당신은 예절바르다고(→ 무례하다고) 여겨질 것이다.
▶

be respectful of: ~을 존중하다

▷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다면,
그 사람은 무례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밑줄 친 ⑤의 polite(예절바른)를‘무례
한’이라는 뜻의 rude 혹은 impolite로 고쳐 써야 한다.
9. ②
Amy는‘링컨 고등학교 신입생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을 기꺼이 자원하여, 그녀는 2학년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 떠 있었다. 상급생으로서 그녀는“신입생의 친구”로 임명될 것이다. 그
녀의 임무는 우정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친구가 고등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Amy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느꼈
다. 그녀는 그 우정 프로 그램이 고등학교의 신입생 생활을 긍정적인 경험으 로 만들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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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했다.
‧volunteer：자원하다 .participate in：~에 참가하다 ‧junior：(고등학교 3년제의) 2학년인 ‧
upperclassman：상급생 ‧assign：지명하다, 임명하다 ‧adjust to：~에 적응하다 ‧make a
contribution to：~에 기여하다
(A) Amy는 신입생 프로그램에 기꺼이 참가를 자원하여 ‘신나는’기분일 것이므로, excited
가 적절하다. confused는 ‘혼란스러운’이라는 뜻이다.
(B) 상급생으로서‘신입생의 친구’로 임명되는 것은 신입생이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
도록 돕는 일을 ‘포함하고’있으므로, include가 적절하다. exclude는 ‘제외하다’라는 뜻이다.
(C) 그러한 우정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긍정적인 경험이 되도록 하는 데 ‘기
여’한다고 해야 하므로, contribution이 적절하다. distribution은‘분배, 배포’라는 뜻이다.
10.

⑤

자존감은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
람들은 여러 해 전에 일어난 사건 및 경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
는 것을 되돌아보는 것은 무력감을 증가시킬 뿐이다. 부정적인 경험을 재생하는 것은 자기
가치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회복하기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을 뿐이다. 자신을 제한하는 과거
대신에 당신의 무한한 잠재력에 집중하라. 과거의 나쁜 경험은 당신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
칠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현재 자존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당신은 자존감이 회복되게(→ 손상되게) 하는 그러한 경험들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
다.
‧self-esteem：자존감 ‧helplessness：무력함 ‧replay：재생하다 재연하다 ‧self-worth：자아
존중감 자부심 ‧repair：회복하다 ‧potential：잠재력 ‧have an impact on：~에 영향을 미치
다(=affect)
마지막 문장의 those experiences는 과거의 나쁜 경험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의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것에 해당하므로, ⑤의 recover는 suffer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11. ④
모든 문화는 세계를 바라보는 고유의 방식이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문화적 견해를 기억하
는 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 모두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대화의
가치에 대한 생각조차도 문화마다 다르다. 서구 문화는 대화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그것
을 사교적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문화에서 침묵은 부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관심의 부족이나 의사 소통할 의사가 없음이나 수줍음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서구 사
람들은 침묵에 불편해한다. 반면에 아시아의 문화는 대화를 아주 다르게 인식한다. 수 천년
동안 아시아의 문화는 생각과 감정의 구두 표현을 장려했다(→억눌렀다). 일본인과 중국인
은 조용한 채로 있는 것이 적절한 상태라는 것을 믿는다. 동양인에게 수다스러운 사람은 흔
히 불성실하게 여겨진다.
✎unwillingness 내키지 않음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 ✎verbal 말의, 구두의 ✎
talkative 수다스러운 ✎insincere 불성실한
‧서구와 달리 아시아에서는 침묵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이야기하는 것을 장려했다
는 ④encouraged는 discouraged로 바꾸어 써야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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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아의 뼈의 정확한 숫자는 아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태어날 때 보통 약 270개이다. 신체
속에 있는 뼈의 숫자는 성장하면서 변한다! 갓난아이일 때 뼈가 아주 작다. 사실 일부 뼈는
크기가 잔가지를 더 닮았다. 성장하면서 뼈들은 함께 결합된다.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뼈가
하나의 튼튼한 뼈로 자란다. 10대가 될 때쯤 단지 206개의 뼈를 가질 것이다. 그것은 태어
날 때 가졌던 것보다 더 적다. 노인은 여전히 뼈를 잃을 것이다. 90세가 된 할머니는 남은
뼈가 200개 이하가 될지도 모른다.
✎infant 유아 ✎vary 차이가있다 ✎twig 잔가지
‧나이가 들면서 뼈가 줄어든다는 것은 뼈의 숫자가 변하는 것이므로 (A)에는 changes가 적
절하다. 두 개 이상의 뼈가 자라서 하나의 뼈가 된다는 것은 뼈가 함께 결합되는 것이므로
(B)에는 join이 적절하다. 노인이 남은 뼈가 200개 이하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은 뼈를 잃을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C)에는 lose가 적절하다.
13.

⑤

후속 전화가 고용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 Eric은 자신의 디자인 회사의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최종 네 명의 후보자와 면접을 마쳤다. 그는 그 자리에 누가 가장 최선일지 쉽사리 정
할 수가 없었다. 그들 각자는 능숙하고 의욕적으로 보였다. 요컨대 Eric은 한 사람을 고르기
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Eric은 면접 후에 처음 전화를 걸어온 사람을 선택했다. 판
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수년 전에, 한 회사는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는 두 집단의 실적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 집단은 고객들로부터 그다지 좋지 않은 평을 받았지만 두 번째
집단의 만족 지수는 40% 더 높았다.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더 낮은( 높은) 만족도를 보인
집단은 고객과 통화를 한 후 24시간 이내에 일일이 후속 전화를 하는 것을 방침으로 적어
놓았다. 그다지 좋지 않은 평을 받은 다른 집단은 그런 정책이 없었다.
∙ follow-up call: 후속 전화 ∙ make a big difference: 큰 차이를 만들다 ∙ policy: 정책
☞ 후속 전화가 고용이나 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후속 전화를 규정
으로 하는 집단의 전화를 받은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야 문맥상 적절한 흐름이 된다. 따라서
⑤의 lower는 higher가 되어야 한다.
14.

⑤

도시는 오직 농부들이 자신들과 도시 거주민을 위한 충분한 식량을 재배하는 곳에서만 발달
할 수 있었다. 이것은 도시 거주민들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많은 일들을 추
구하도록 허용했다. 그런 일을 온종일 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지식의 성장을 촉진
시켰다. 예를 들어서, 옷감을 짜는 데 모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매우 숙련되었다. 도시
에서 살면서, 그들은 다른 옷감 짜는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들
의 기술과 상품을 더욱 향상시킬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수 있었다. 상인들은 다른 도시와
마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그리고 발명품을 가져 왔다. 물레와 같은 것들은 고대 세
계에서 상인들에 의해서 전파되었을 것이다.
‧encourage: 격려하다

‧further: 더욱이

‧product: 상품

‧spinning wheel: 물레

▷ (A) 농사를 짓지 않아도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기술이 필요한 일에 종
사했을 것이므로 follow(추구하다)가 들어가야 한다.
▷ (B) 한 가지 일에 전념하게 되면, 그 일에 능숙하게 될 것이므로, skillful(숙련된)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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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야 한다.
▷ (C) 상인들이 새로운 발명품을 다른 도시에서 가져왔다고 했으므로, spread(퍼뜨리다)가
들어가야 한다.
15.

③

고대 이집트에는 반은 얼룩말 반은 기린의 조각물이 많이 있었다. 19세기 영국의 무역상들
이 이 조각물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이 짐승을 “아프리카의 유니콘”으로 묘사했다. 그들
은 그것을 상상의 동물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일부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기들이 숲에서 정
확히 그와 같은 동물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 탐험가들은 그것이 이치에 맞다(→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기린은 얼룩말과 절대 짝짓기를 하지 않으며 새끼를 낳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얼룩말은 기린이 좋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
(얼룩말)은 그들(기린)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ancient: 고대의
‧personality: 성격

‧beast: 짐승 ‧imaginary: 상상의

‧exactly: 정확히

‧explorer: 탐험가

‧attractive: 매력적인

▷ 영국인들은 반은 얼룩말 반은 기린의 존재를 믿지 않았으므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숲에서
그것을 보았다는 것을 터무니없다고 생각해야 문맥이 맞는다. 따라서 ③ reasonable(이치에
맞는)을 ridiculous(엉뚱한) 또는 absurd (터무니없는)로 고쳐야 한다.
16.

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 6개월간의 탐험 길에 오르려 하면, 모든 가능한 난관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장비를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계의 곳곳을 탐험해 본 전문
배낭여행자의 경험은 우리에게 그 정반대를 가르쳐 준다. 배낭여행이 길수록, 짐을 더 적게
지녀야 한다. 가벼운 짐을 지니고 4일 정도마다 다시 보충하는 것이 더 낫다. 보통의 배낭
여행자가 10일 이상의 음식을 지니고 다니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므로, 장거리 배낭여행
자는 도중에 계속 다시 보충해야 한다.
assume 생각하다
17.

expedition 탐험

a ton of 많은

gear 장비

unbearable 견딜 수 없는

⑤

자연의 모든 착시 중 가장 흥미 있는 것 하나는 달의 크기이다. 낮은 지평선에 있는 보름달
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크다고 느끼지만 몇 시간 후 달이 하늘 높이 떠 있을 때 우리는 그
크기가 줄었다고 느낀다. 그러나 달의 직경이 언제나 똑같다는 것을 사진들은 보여 준다.
다른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우리가 또한 지평
선에 있는 일부 집이나 나무와 함께 달을 보기 때문에 지평선에 있는 달이 더 크게 보인다
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왜 그 착시가 수평선에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서도 똑같은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가 물건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낮추어야(→
높여야) 할 때 물건들이 더 작게 보이기 때문에 이 착시가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horizon 지평선, 수평선

✎diameter 직경

✎phenomenon 현상

´하늘 높이 있는 달을 보려면 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려야 할 것이므로 ⑤의
lower는 raise가 되어야 한다.

2021학년도 신입생 과제물 영어 정답 및 해석

44

2021학년도 신입생 과제물 영어

45

18. ④
듣기는 제 2언어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습득하는 기술 중 가장 어려운 기술이라고 종
종 말해진다. 읽기와 작문의 경우, 주로 사전에서 어려운 단어를 찾아보거나 문맥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대화에서 원어민 영어 화자의 말을 들을 때, 그가 한 말을 반복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
어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거나 영어로 행해지는 강의에 참석할 때이다. 원어민 화자들의 집
단에서 대화에 참여하는 것도 좌절감을 안겨준다. 예를 들어서, 파티에서 원어민 화자들이
보통의 속도로 말을 하면, 그들의 대화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context: 문맥

�lecture: 강의

�frustrating: 좌절시키는 �normal: 정상의, 보통의

▷ 텔레비전 뉴스나 강연을 들을 때에는 다시 한 번 말해 달라는 부탁을 할 수 없는 때이므
로, ④ possible을 impossible로 바꿔 써야 한다.
19.

④

대부분의 새는 가을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한다. 추운 겨울은 그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낮이 더 짧아지기 때문이며, 이것은 먹이를 사냥할
시간이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새가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해야 하는 에
너지의 양이 증가한다. 낮 동안에 이동하는 육지 새는 시력을 이용하여 강가의 골짜기나 해
안선 같은 것들을 체크지점으로 인식한다. 새는 또한 태양과 별의 위치, 그리고 기온의 변
화를 길을 찾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종종 이동은 새에게 아주 편안하다(→ 위험하다). 예
를 들어, 강력한 바람은 진로를 너무 멀리 이탈시켜 새들이 길을 찾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안개 낀 날 밤에는 빛이 새들을 유혹해서, 새들은 종종 등대나 불이 밝혀진 높
은 건물에 충돌하기도 한다.
�migrate：이동하다 �readily：손쉽게, 쉽사리
능한 �recognize：인식하다

�available：손에 넣을 수 있는, 이용 가

�valley：골짜기, 계곡

�coastline：해안선

�atmospheric temperature：기온�navigate：방향을 찾다, 항해하다
에서 벗어나
켜진

�foggy：안개가 낀�crash：충돌하다

�off course：진로

�lighthouse：등대

�lighted：불이

④ 철새의 이동에 관한 내용으로, 강한 바람이나 빛으로 인해 새가 진로에서 이탈하

거나 건물이나 등대에 충돌하는 등의 이동할 때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
로, comfortable은 risky 등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20.

④

[해석] 모든 날씨는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의 변화는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날씨의 변화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전 세
계에서 정보를 수집한다. 최근 몇 십년 간의 기술적 진보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제 구름의
양, 강수량, 기온 변화, 풍속과 풍향, 태양과 지구로부터의 에너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
집할 수 있다. 자료의 수집은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한 지역의 바
람은 다른 지역의 비슷한(→반대의) 바람과 동반되어진다. 그러므로, 북풍이 어떤 지역에서
극도로 차면, 남풍은 다른 지역에서 비정상적으로 따뜻하다. 바람이 강수량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바람 유형에서의 변화는 강우량에 영향을 미친다.
[해설] similar 대신 opposite가 문맥상 적절하다.
[어구] accompany 동반하다

abnormally 비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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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어법
1. ② [출제의도] 어법상 틀린 표현을 찾는다.
‘먹는 것이 여러분을 만든다.’ 그 구절은 흔히 여러 분이 먹는 음식과 여러분의 신체 건강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여러분은 가공식품, 통조림 식품, 포장 판매
식품을 살 때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 것인지 정말 아는가? 오늘날 만들어진 제조 식품 중
다수가 너무 많은 화학물질과 인공적인 재료를 함유하고 있어서 때로는 정확히 그 안에 무
엇이 들어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다행히도, 이제는 식품 라벨이 있다. 식품 라벨은 여러분
이 먹는 식품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는 좋은 방법이다. 식품 라벨은 책에서 볼수 있는 목차
와 같다. 식품 라벨의 주된 목적은 여러분이 구입하고 있는 식품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② ‘너무 ~해서 …하다’라는 의미의 「so ~ that ...」 구문의 that절을 이끌어야 하므로, which를
that으로 바꿔야 한다. phrase 구절 relationship 관계 physical 신체의 processed food 가공식품
canned food 통조림 식품 chemical 화학물질 artificial 인공적인 ingredient 재료 food label 식품
(영양 성분) 라벨
2. ④
스케이트보딩은 눈이 없을 때 스노우보딩을 대체할 가장 좋은 방법들 중 하나이다. 그것들
은 보드를 타고 보드 위에서 기술을 구사하는 동작이 거의 똑같다. 그러나 차이점은 스케이
트보딩에서는 당신이 넘어졌을 때 아스팔트가 눈보다 훨씬 더 다치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혹 당신의 친구들이 손가락질하며 웃어도, 헬멧, 손목 보호대, 그리고 팔꿈치 패드
와 같은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라. 스케이트 공원은 차가 없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
여. 당신의 보드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준다. 또한, 교차로가 없는 긴 내리막길은 기
본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구] equipment 장비
[해설] ④의 keep은 to keep을 써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3.

②

우리는 모두 비판을 받는 순간에 부딪치게 된다. 성공적인 사람이 될수록, 당신은

더 많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영원히 비판을 받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그것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개발해 낸다면, 비판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Winston Churchill은 Abraham Lincoln의 다음과 같은 말
을 자신의 집무실 벽에 붙였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나는 계속 밀고 나
갈 것이다. 일의 결과가 좋게 판명되면, 나를 반대하여 말해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이다.”Winston Churchill과 Abraham Lincoln은, 오늘날 우리의 공인들 대부분이 그렇듯
이 그들이 살았던 당시에 심하게 비판을 받았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조소할 때에
밀고 나가면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행하려면 큰 용기를 지닌 사람이 필요하다.
.criticism 비판, 비평 .figure 인물

.courage 용기

.howl 악쓰다, 조소하다

´문장의 주어인 those가 복수이므로 remain을 써야 한다. 선행사를 포함하며 is said
against me를 받는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므로 what을 써야 한다. just as most ofour
public figures are severely criticized today를 축약한 것이므로, be동사인 are를 써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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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안전은 중요하다. 불이 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은 당신의 생명

을 구할 수 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당신은 바닥 가까이에 있으면서 건물을 즉시 떠나야
한다. 닫힌 문을 살짝 만져라. 문이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마라. 어떤 것도 가져가기 위해 멈
추지 마라. 불타고 있는 집으로 결코 돌아가지마라. 이웃집으로 가서 소방서에 전화를 하라.
옷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하나? 글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당신은 가능한 한 빨리 뛰어갈지
도 모른다. 그러나 달리는 것은 공기가 불을 더 커지게 만들어서 더 빨리 퍼지게 하기 때문
에 사실 불을 악화되게 만들 것이다. 대신에 당신은 하고 있는 것을 즉시 멈추고 불이 꺼질
때까지 젖은 바닥에서 뒹굴어야 한다.
✎immediately 즉시 ✎fire station 소방서 ✎what if ~? ~하면 어떻게 하나? ✎cause 야
기하다
´「stop＋~ing」은 ‘~하는 것을 멈추다’의 뜻이고「stop＋to부정사」는 ‘~하기 위해 멈추다’의
뜻이다. 어떤 것도 가져가기 위해 멈추지 말라는 문맥이므로 ③의 taking은 to take로 바꾸
어야 한다.
5.

⑤

어떤 왕이 그의 궁궐의 높은 탑에 종을 두었다. 그는 그가 행복할 때마다 그의 신

하들이 그의 기쁨을 알 수 있도록 종을 울리겠다고 알렸다. 그의 신하들은 종소리를 기다렸
지만, 그것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여러 날이 흘러 여러 주가 지나고, 여러 주가 지나 여러
달이 지나고, 여러 달이 지나 여러 해가 지나갔다. 하지만 그 왕이 행복하다는 것을 나타내
는 종소리는 결코 울려 퍼지지 않았다. 그 왕은 아주 나이가 들어 결국 침대에서 죽음을 맞
이하려 하고 있었다. 몇몇 울고 있는 신하들이 그의 주변에 모였을 때, 그는 그가 진정으로
신하들에게 사랑받아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침내 왕은 행복감을 느꼈고, 손을 위로
뻗어 종을 울리는 줄을 당겼다.
∙place: 두다, 놓다 ∙announce: 알리다 ∙subject: 신하 ∙ ring out: 울려 퍼지다
∙indicate: 나타내다 ∙eventually: 결국
☞접속사 and로 연결된 동사 reached와 병렬관계가 성립하려면, pulling을 pulled로 고쳐
야 한다. ① placed는 과거분사로 앞에 있는 명사(a bell) 와 수동의 의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② remain의 보어로 형용사가 오는 것이 옳다. ③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④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다.
6.

④

Tom은 2주 동안 출장을 다녀왔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통해 들어설 때, 그는 문
손잡이의 나사가 헐거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누군가가 집으로 침입하는 것을 쉽게
만들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재빨리 드라이버로 그것들을 조였다. 그의 아내는 같은
문을 통해 매일 집으로 들어왔지만, 그 헐거워진 나사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렇게
주의 깊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 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없었다.
‧screw: 나사 ‧doorknob: 문손잡이 ‧loose: 헐거운 ‧break into: ~에 침입하다 ‧tighten: 조
이다 ‧screwdriver: 드라이버 ‧observant: 주의 깊은
☞(A) 주어가 screws이므로, were가 적절하다. (B) make의 가목적어로 it가 적절하다. 진목
적어는 to break into the house이다. (C) ¡®such+부정관사+형용사+명사’의 어순으로 쓰
이며, so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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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①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었다. 동부에 사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금을 원
했다. 서쪽 캘리포니아로 사람들이 쇄도했다. 그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했다. 1849년에 캘
리포니아로 너무나 많은 금 채굴자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은 “forty-niners”라고 불렸다. 거
의 하룻밤 사이에 샌프란시스코는 아주 작은 읍에서 2만 5천 명이 사는 도시로 변했다. 너
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와서 캘리포니아는 주가 될 만큼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있
었다. 광부들은 차가운 강물에서 금을 찾았다. 그들은 땅속에서 금을 캐냈다. 일부 광부들은
금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광부들은 금을 발견하지 못했다. 몇 년 후에 광부들은 금 찾는 것
을 그만 두었다. 골드러시는 끝났다.
▶

rush: 돌진하다, 쇄도하다

miner: 광부

▷ (A) 금을 찾는 사람들이“forty-niners”를 부른 것이 아니라 “forty-niners”로 불렸다는
문맥이므로 called가 맞다. (B) “너무 ∼해서 …하다”의 뜻을 갖는 “so ~ that...”구문이 되
어야 하므로 that이 맞다. (C) 골드러시가 끝났다고 했으므로 광부들이 금 찾는 것을 그만
두었을 것이기에 looking이 맞다.
8. ⑤
내가 나의 개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에, 때때로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좋은 개들인지
나에게 말한다. 나는 손을 내밀어 내 자신을 소개한다. 우리 인간들이 악수를 하면서 서로
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은 개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아주 신중
하다. 개들은 꼬리를 흔들고 냄새를 맡는다. 나는 악수의 역사가, 자기가 아무런 무기도 갖
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사람이 손을 펼친 상태로 서로에게 다가갔던 시대
인,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을 들었다. 일단 사람의 손을 잡으면, 그것으로 인해
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된다는 설명이 있다. 우리가 개들보다 다른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의심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

sniff: 냄새를 맡다

sniff: 냄새를 맡다

suspicious: 의심 많은

▷ than our dogs are suspicious of others에서 반복되는 어구 suspicious가 생략되었으
므로, ⑤의 밑줄 친 do를 be동사 are로 고쳐 써야 한다. ① <what+(관사)+형용사+명사+주
어+동사>의 감탄문의 어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주어인 The way가 단수이므로, is를 쓴
것은 어법상 적절하다. ③ medieval times(중세 시대)를 선행사로 하는 때를 나타내는 관계
부사 when을 쓴 것이다. ④ that ~는 an explanation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절이다.
9.

③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면 당신은 아마 4월부터 11월까지 내내 창문을 닫은 채 실내에 있
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애완동물, 아이들, 심지어 당신의 신발
까지 모두가 꽃가루를 집안으로 들여올 수 있다. 꽃가루는 카펫과 옷에 잡힐 수 있는데, 거
기서 꽃가루가 당신의 알레르기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다. 꽃가루 알레르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오로지 필요할 때만 창문을 열고 냉방 장치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선
한 공기에 말리기 위해 옷을 바깥에 널지 마라. 이것이 모든 꽃가루를 당신과 함께 실내로
들여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실내로 들어오기 전에 문 바로 밖에서 신발을
벗어라. 아니면 최소한 실외 매트 위에서 신발을 잘 닦아라.
‧trap：가두어 두다

‧allergic：알레르기의

‧response：반응,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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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장치 ‧wipe：닦다
▷ ③ 앞의 open과 병렬 구조를 이루어 to에 이어져야 하므로, running은 동사원형 run으
로 고쳐써야 한다.
10.

③

어느 날, Long Island에 사는 한 남자는 자신을 위해 아주 좋은 기압계를 구입함으로써 자
신의 포부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기압계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바늘이“허리케인”을
가리키며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는 매우 실망했다. 그 기압계를 여러
차례 세게 흔들어보고 나서 그는 그것을 구입한 가게에 편지를 썼다. 다음 날 아침 뉴욕의
사무실로 가는 길에 그는 그 편지를 부쳤다. 그날 저녁, Long Island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 기압계뿐만 아니라 자기 집 또한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했다. 기압계의 바늘이 맞았다.
허리케인이 있었던 것이다!
‧satisfy：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움직일 수 없는, 갇힌

‧ambition：야망, 포부

‧needle：바늘, 지침

‧stuck：

‧point to：~을 가리키다

(A) 전치사 by의 목적어로 쓰이며 동시에 a very fine barometer를 목적어로 취해야 하므
로, 동명사 purchasing이 적절하다.
(B) 동명사 shaking을 수식하는 부사가 와야 하는데 문맥상 ‘힘껏, 세게’라는 뜻의 hard가
적절하다. hardly는 ‘거의 ~ 않는’이라는 뜻의 부사이다.
(C) 뒤따르는 부분이 not only the barometer but also his house를 주어로 삼은 완전한
절이므로,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적절하다.
11. ③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글을 쓴다. 일부 사람들은 왼손을 사용해서 글을 쓴다. 아마
도 어느 누구도 어느 손을 사용해야 할지를 당신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 당신은 오른손잡
이나 왼손잡이로 태어났다. 열 사람 중 한 사람 이상이 왼손잡이이다. 그들은 문을 열고, 스
푼으로 식사를 하고,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일 때 왼손을 사용한다. 과거에 사람들은 왼손잡
이들이 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왼손잡이들이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꾸기를 바랐다. 오른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학생들에게 이상하게 느껴졌더라도 교사들은
학생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랐다. 일부 왼손잡이들은 손을 바꾸었다. 소수의 왼손잡이들은
양손잡이가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양손을 똑같이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most likely 아마 ✎lefty 왼손잡이 ✎switch 바꾸다 ✎ambidextrous 양손잡이의
´「의문사＋명사＋to 부정사」의 구문을 사용해야 하므로 (A)에는 to use가 맞다. (B) 다음 문
장이 완전하고 thought의 목적어가 되어야 하므로 (B)에는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이 맞다. 문맥상 (C) 뒤에 lefties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셀 수 있는 복수 명사와 함께 사용하
는 A few가 맞다.
12. ④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가을에 잎사귀를 밝은 색으로 갈아입는다.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
는가? 봄과 여름에 잎사귀들은 나무를 위한 식량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잎의 부
분에는 엽록소가 들어 있다. 엽록소는 잎사귀에 초록 색깔을 준다. 잎사귀들에는 또한 오렌
지색과 노란색이 들어 있다. 이 색깔들은 초록색에 의해 감춰진다. 날이 더 짧아지고 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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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짐에 따라 잎사귀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잎사귀들은 식량을 만드는 것을 멈춘다. 엽록소
는 분해되고 초록색은 사라진다. 이것은 노란색과 오렌지색이 보이게 해준다. 마침내 잎사
귀들은 죽어서 나무에서 떨어진다. 모든 나무들이 색깔을 변하는 잎사귀를 갖고 있지는 않
다. 상록수는 1년 내내 초록색인 채로 있다.
✎process 과정 ✎contain 포함하다 ✎break down 분해되다 ✎disappear 사라지다
✎evergreen 상록의

✎all year round 1년 내내

‧노란색과 오렌지색이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므로 능동태인 ④의 to see가 아니라
수동태인 to be seen이 되어야 한다.
13. ④
출장 가는 남편을 공항에 내려 주고 집으로 오는 길에 나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다리를 건너
다가 지갑을 집에 두고 왔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통행료를 받는 부스에서 오도가도 못 하
는 처지가 되었고 내 뒤에는 차량 행렬이 이어진 가운데, 잔돈을 좀 발견할 수 있을까 기대
하면서 미친 듯이 앞좌석의 수납함을 찾아보았다. 그 안에서 돈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꽤당황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다음 일은 내 차 뒷차의 남자가 달려
와서 통행료를 동전 통에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감사를 전할 시간을 내기도 전에 그는 자신
의 차로 돌아갔다. 그가 단지 정체되는 것이 싫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빛나는 갑옷을 입은
나의 기사였을까? 어찌 되었든 나는 그의 도움과 관대함에 매우 고마워했다.
∙ toll bridge: 통행료를 받는 다리 ∙ glove box: (자동차 앞좌석 앞에 있는) 수납함
∙ be held up: 정체되다 ∙ armor: 갑옷 ∙ generosity: 관대함
☞④번 문장의 주어는 the next thing이고 동사는 was이다. was 뒤에는 보어가 나와야 하
는데 the man ~ money bin 절이 문장의 요소가 빠지지 않은 완벽한 문장이므로 what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보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와야 한다. ①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은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앞서 일어난 일이므로 had left는 맞는 표현이다. ② 동시동작을 나
타내는 분사구문이다. ③ 주체가 사람이므로 과거분사형 embarrassed는 맞는 표현이다. ⑤
either는 ‘둘 중의 하나’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로 뒤에는 단수명사가 온다.
14. ②
읽기는 학생들로 하여금 문맥 속에서 많은 언어를 반복해서 볼 수 있게 해 주며, 그들이 그
것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사용하도록 돕는다. 그것은 기본적인 단어와 문법 지식을 형성하고
강화시킨다. 읽기는 언어를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학생들이
언어에서 향상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말하기, 듣기, 그리고 쓰기를 연습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적인 학습에 읽기를 더 하는 것은 여러
분의 언어 능력에 몇몇 좋은 효과를 낼 것이다. 읽기가 효과적일 뿐 아니라, 그것은 또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매우 즐거운 방법이 될 것이다. 한번 시도해 보고,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보라.
‧context: 문맥

‧strengthen: 강화시키다

‧vocabulary: 어휘

‧scholar: 학자

‧private: 사적인
▷ (A) 동사 help의 목적 보어로 쓰인 understand, remember와 병렬 관계에 있으므로,
동사원형 use가 나와야 한다.
(B) 문장의 주어가 필요하므로, 동명사인 adding이 나와서, 동명사구 주어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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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ading is not only effective’의 구문이 도치된 것이므로, 형용사인 effective가 나와
야 한다.
15. ④
요리하는 것은 단지 허드렛일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먹는 것과 우리를
연결시킨다.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음식을 만드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
다. 요리를 할 시간이 충분하면, 요리하는 것은 또한 긴장을 푸는 훌륭한 방법이다. 많은 즐
거움이 서두르지 않고 요리를 하는 사실에 있다. 요리하는 것은 거의 명상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음식으로 속도를 늦추는 것은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을 덜 느끼게 만든다. 우리는
음식에 대한 느린 접근이 또한 우리의 관계를 강화한다고 느낀다. 음식을 요리하고 나누는
본질에는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있다.
‧chore: 허드렛일 ‧hurry: 서두르다 ‧quality: 특성, 품질 ‧fearful: 두려운 ‧approach: 접근
‧bond: 유대감
▷ ④ 동명사구인 Slowing ~ food가 문장의 주어이므로 동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making
을 makes로 고쳐야 한다.
▷ 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은 the thing(s) which의 의미로 전치사 with의 목
적어가 되는 명사절을 이끌고 있으므로 맞다.
▷ ② 앞에 있는 명사 way를 수식하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to relax는 맞
다.
▷ ③ the fact와 동격이 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that이 맞다.
▷ ⑤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의 선행사는 something이므로 수의 일치를 이루어 단수형인
forms는 맞다.
16. ④
Greg은 모든 과제에서 만점을 얻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느꼈다. 95점이라는 점수
는 그로 하여금 “어떻게 내가 100점을 받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만들었다. 그
는 완벽을 추구하는 자신의 욕구가 자신을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
을 깨달았다. Greg은 스트레스 관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92점도 여전히 A학점
이다.”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적어놓은 쪽지를 모든 곳에 붙여놓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
각해냈다. 점차로, 생각을 일깨워주는 이 단순한 메모는 Greg으로 하여금 다른 관점을 갖게
하고 자신이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는 여전히
수업에서 “A”학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훨씬 더 적은 압박을 받았다.
* realized는 these simple reminder notes를 주어로 하는 동사가 아니라 ‘allow+목적어+
목적보어’ 구문에서 목적보어인 to have 이하와 and로 연결된 것이므로 realize로 고쳐 써
야 한다.
perfectionism 완벽주의

come up with ~을 생각해내다 reminder 생각나게 해주는 것

pressure 압박, 압력
17. ①
마이클 조던이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전설적인 농구
선수가 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특정한 유전자, 기회와 경험을 가졌다. 그러나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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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이클 조던을 성공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그가 성공한 사람인 이유는 그가 인
생이 그에게 준 것을 잡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했기 때문이다. 마이클 조던과 같은 사람은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가진 것으로 될 수 있는 한 최고가 되기 위해 전력을 다
하기만 하면 그는 또한 최종적으로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이것이 당신의 인생
이고, 당신이 처한 상황이며, 당신의 개인적인 여행임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은 성공자가 되
기 위해 그것에 대해 항상 최선을 다하라.
✎legendary 전설적인 ✎circumstance 환경 ✎try[do] one’s utmost 전력을 다하다
´①의 경우, 마이클 조던이 자신의 삶에서 그에게 ‘주는’상황이 아닌 ‘주어진’상황이 없었더
라면 전설적인 농구 선수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수동형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giving
은 given으로 고쳐 써야 한다.
18.

⑤

직업을 구하고 있다면, 몇 가지 사항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장점을 발견해서 그것에 대해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결국, 당신은 취
업 면접을 보러갈 것이다. 당신은 진정으로 얼마나 유능한 지를 면접관들에게 보이기 위해
한 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준비하는 것이 득이 된다. 또한 당
신을 채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추천해 줄 사람들 같은 우호적으로 접촉하는 네트
워크를 진전시키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을 준비를 하
라. 조사에 의하면, 오랜 기간 동안 실직 상태인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는 데 일주일에 불과
몇 시간만을 쓴다고 한다.
‧keep ~ in mind: ~을 명심하다 ‧strength: 장점 ‧pay: 득이 되다, 좋은 결과를 갖다
‧work on: ~에 종사하다 ‧be prepared to: ~할 준비[각오]가 되어 있다 ‧survey: 조사, 개
관, 측량 ‧only a few: 아주 조금의
▷ 목적절인 that절 안에서 people을 주어로 하는 동사가 와야 하므로, ⑤ spending을
spend로 고쳐야 한다.
19. ③
나의 이모는 100세이며 현재 양로원에서 생활하고 계신다. 이모를 방문할 때마다 나는 그녀
에게 왜 피가 나는지, 왜 긁힌 자국과 멍든 자국이 있는지 묻는다. 나는 그녀의 비타민제가
어디에 있는지, 왜 그것들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 묻는다. 나는 그녀의 불편함을 도와주려
고 하며 간호 직원들에게 그것들에 대해 말한다. 이것이 직원들에게는 성가신 것일지도 모
르지만, 내 의도는 그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다. 내 의도는 100세인 나의 이모를 도와주
려는 것이다. 그들이 방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보
살피려고 하는 것은 나의 이모의 권리이다. 나는 단지 직원들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
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것이다.
‧nursing home：양로원 ‧bleed：피가 나다, 피를 흘리다 ‧scratch：긁힌 자국, 상처
‧bruise：타박상, 멍 ‧discomfort：불편, 불안 ‧staff：직원 ‧annoying：귀찮은, 성가신
‧intent：의도, 의향 ‧disturb：방해하다

‧right：권리

③ 문맥상 이것(This), 즉 할머니의 불편함에 대해 직원들에게 말하는 것이 직원들에게는
‘성가신’ 일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annoyed를 annoy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2021학년도 신입생 과제물 영어 정답 및 해석

52

2021학년도 신입생 과제물 영어
20.

53

④

[해석] 원주민들은 그들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해 전설을 만들
어낸다. 하와이에 있는 Kauai섬의 한 전설은 naupaka 꽃이 어찌하여 특이한 모양을 가지
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그 꽃은 반쪽짜리 작은 데이지처럼 생겼다. 그 전설에 따르면, 그 섬
에 있는 젊은 두 연인의 결혼이 양쪽 부모의 반대에 부딪혔다. 어느 날 그 부모들은 그 연
인들이 해변에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족들 중 한
명이 산으로 가서 그 젊은 연인들을 영원히 떨어뜨려 놓았다. 그 결과, naupaka 꽃은 두
개의 반쪽으로 분리되었다. 한쪽은 산으로 갔고, 나머지 한쪽은 해변에 남았다. 이 이야기는
원주민들이 그들 주변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전설의 좋은 예이다.
[해설] ④ staying을 stayed로 고쳐야 한다.
[어구] oppose 반대하다

6강. 글의 순서 정하기
1).② [출제의도] 글의 순서를 파악한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생각은 문화마다 다르다. (B)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은 정보를 잘 공개하려는 경향이 있고,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를 낯선 이에
게 기꺼이 공개하려는 의향을 보이기까지 한다. 이것은 왜 미국인들을 만나는 것이 특히 쉬
워 보이는지와 그들이 칵테일 파티에서의 대화에 능숙한지를 설명할 수 있다. (A) 반면에,
일본인들은 자신과 매우 친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자신에 관한 정보를 거
의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시아인들은 낯선 이에게 관심을 내보이지 않
는다. (C) 그러나 그들은 조화를 관계발전에 필수적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서로를 매우 배
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외부인이라고 간주되는
사람들이 얻지 못하도록 열심히 노력한다.
appropriate 적절한 tend to do ~하는 경향이 있다 except to ~을 제외하고 in general 일반적으
로 reach out to ~에게 관심을 내보이다 willingness 기꺼이 하려는 의향[마음] be good at ~에
능숙하다 view ~ as ... ~을 …이라고 간주하다 harmony 조화 improvement 발전, 개선 prevent
~ from –ing ~가 …을 하지 못하게 막다 outsider 외부인 unfavorable 불리한, 형편이 나쁜

2). [해석]
대부분의 사전에서 객관성이라는 것은 인식하는 사람의 의식에 속한다기 보다는 마음의 외
적 영역과 관련된다. 즉, 감정이나 견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외적인 대상과 관련된다.
(B)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인들에게 객관성이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질적으
로 객관적 보도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언론인은 자기 자신을 보도 자료의 사실 주장으로
부터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A)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은 보도 자료로부터 모든 가치 판
단을 배제시키는 것과는 같지 않다. 대신 이것은 뉴스 보도에서 사실과 의견이 그 언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C) 이런 이유로 칼럼, 사설, 그리고 다른 형
태의 뉴스 분석은 절대로 객관적 보도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 언론인의 목소리
가 너무 크거나 너무 중심적이어서 그것들은 객관적이지 못하다.
[어휘] objectivity 객관성 editorial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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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전적 의미에서 객관성은 인식하는 사람의 의식의 외부에 있다는 정의에 대해, 언론
인에게 있어서의 객관성은 다른 의미라는 (B)가 이어지고, 보도의 사실과 의견은 언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것이라는 (A)가 나오며, 이 때문에 언론인의 보도 자료는 객관적이지
않다는 (C)가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답]

③

3). [해석]
세계사의 기본 개념은 인간 사회 간의 상호 작용이 당구공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박테리
아 사이의 관계와 닮았다는 것이다. (C) 당구대를 돌아다니는 당구공은 충돌해서 서로의 궤
도에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당구공들은 실제로 서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8개의 공은 심지
어 큐볼에 맞은 다음에도 8개의 공이다. (B) 그러나 박테리아는 상호 작용을 하면서 근본적
으로 서로의 모양을 형성해 간다. 박테리아를 덮고 있는 얇은 막은 구멍으로 가득 차 있어
서, 박테리아는 유전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서로 접촉할 때 심지어 서로의 기본적인 구
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A) 이와 마찬가지로 서로 접촉하고 있는 인간 사회
도 서로의 발전에 영향을 준다. 세계의 역사학자들도 이를 인식하고 사회 내부에서의 발전
과 사회가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 둘 다의 연구를 통해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다.
[어휘] underlying 기초를 이루는, 근원적인 pore 구멍

interaction 상호작용 genetic 유

전적인 billiard ball 당구공 relate to ∼와 관련이 있다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alter

변화시키다 make-up 구성 collide 충돌하다

cue ball【당구】칠 공, 큐볼 process 과정

[해설]
주어진 문장에서 인간 사회 간의 상호 작용이 당구공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박테리아 사
이의 관계로 설명했으므로 당구공에 대해 언급하는 (C)가 온 다음에, 박테리아에 대해 언급
하는 (B)가 오고 박테리아에 설명한 다음 인간 사회 간의 상호 작용을 설명하는 (A)가 오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⑤
4). [해석]
사회화의 많은 부분은 지식과 가치들을 전달하려는 고의적인 의도 없이 사람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한다. (C) 예를 들면, 네 살짜리 아이가 대화중인 두 선생님께 다가가서
“Jones 선생님, Jones 선생님, 저 좀 보세요!”라고 흥분한 상태로 이야기한다. 한 선생님은
“Sally야, 방해하지 마렴. 우린 지금 이야기 중이잖아.”라고 말한다. (B) 이후 같은 날 아침
에 Sally와 그녀의 친구 Tanya는 레고를 하면서 노느라 바쁘다. Sally는 Tanya에게 그 조
각들을 끼워 맞추는 것을 설명해주고 시범을 보이고 있다. Jones 선생님이 블록놀이 코너로
와서는 “얘들아, 지금 하고 있는 걸 멈추렴. 와서 Rene이 학교에 뭘 가져왔는지 좀 보렴.”
이라고 끼어든다. (A) Sally가 그 날 아침에 경험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는 아이
들은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면 안 되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의 대화에 끼어들어도 된다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 예는 의도하지 않은 사회화과정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에 참여하
거나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휘] socialization 사회화

impart 전달하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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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석]
Ohio주의 Canton시에서 전에 거주했던 학생이 자신의 학급 친구들에게 그 도시의 이미지
를 묘사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이 중간 크기 도시에 대한 아무런 이미지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Canton시를 주요 제조 시설들과 도심지 회복
프로그램이 있는 도시로 묘사했다. (B) 그녀의 설명은 그 도시를 아무런 이미지가 없던 상
태에서 부정적인 이미지의 상태로 바꾸었다. 그 학급은 Canton시를 전형적으로 지루한 산
업화된 도시로 결론 내렸다. (C) 그 때 그녀는 갑자기 경험 하나를 생각해냈다. “저는 2차
세계대전 중에 Canton시가 독일군의 주요 미국 표적이었다고 선생님께 들었던 것이 기억납
니다.” Chicago, New York, 그리고 Los Angeles와 같은 도시들 바로 뒤에 Canton시의
이름이 나온다고 상상해보라. (A) 그러한 사실은 갑자기 Canton시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
였다. 만약 Canton시가 파괴된다면, 나라도 무너질 것이다. 그것은 Canton시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 지에 대한 의미와 만족감을 부여하는 이미지이다.
[어휘]resident 거주자

facility 시설, 설비

crystallize 구체화하다

fullness 만족, 충

만
[해설](B)의 Her explanation은 주어진 문장에서 그녀가 Canton시를 학급 친구들에게 주요
제조 시설들과 도심지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는 도시로 묘사했다는 내용을 가리키므로 주어
진 문장 다음에 (B)가 나오고, 그 다음은 그녀의 설명에 친구들이 Canton시를 지루한 산업
화된 도시로 결론 내렸을 때, 갑자기 그녀가 선생님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는 내용이 이
어져야 하므로 (C)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A)의 That fact가 (C)의 마지막 문장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A)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③
6). [해석]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왔던 것을 암기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에게 과거를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탐정처럼 우리는 쉽고, 알려진 정보들로 시작한다. (C)
그런 다음에 그 정보들이 어떻게 서로 들어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리저리 바
꿔본다. 일단 모든 정보들이 들어맞으면, 우리는 완전한 그림을 갖게 된다. 우리가 모든 정
보를 꿰어 맞출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다른 방식을 생
각해 볼 것을 요구한다. (B)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중국의 황제 진시황이 잔인한
통치자였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이것을 사실로 단순히 받아들이겠는가? 아니면 그 말에 대
해서 질문을 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정보나 증거를 찾겠는가? (A) 당신은 더 나아가 “왜 그
는 잔인했을까?” 그리고 “그의 통치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와 같은 질문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읽거나 들은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우
리를 훈련시킨다. 대신에, 그것은 과거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비판적으로 생각하
는 기술을 사용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
[어휘]memorize 암기하다
유로

investigate 조사하다

detective 탐정

get the picture 이해하다, 전모를 알게 되다

statement 진술, 서술

evidence 증거

emperor 황제

hence 따라서, 그런 이
ruler 통치자, 지배자

shuffle 이리저리 바꾸다, 정리하다

put ~

together ~을 모으다, 짜 맞추다
[해설] 이 글은 역사 공부는 역사적 사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
해지는 것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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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의 글이다. 주어진 글은 역사 공부는 탐정처럼 쉬운 정보들로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는 그런 정보들(the pieces)을 이리저리 바꿔보면서 서로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알
아보게 된다는 (C)가 와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한
다는 내용 다음에 올 것은 진시황의 예를 들고 있는 (B)이다. 진시황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
이라고 말해지는 것에 대해 다른 질문을 하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훈련해야 한다는 (A)가 마
지막에 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정답]

⑤

7). [정답] ③
여러 해 전에 여러분은 시골 길을 따라 운전하고 가다가 스스로 열리는 문이라고 일컬어지
는 것을 만날 수 있었다. 여러분이 그 문 앞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면 그 문
은 열리지 않았다. (B) 그러나 여러분이 멈추기 전에 문으로 줄곧 차를 몰고 가면 길 밑에
묻힌 금속 스프링이 그 문을 작동시키고 여러분이 운전을 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문이
열렸다. (C) 많은 면에서 삶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로 바로 다가가서 그것들을
대면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면 흔히 문이 휙 움직여 열리고 우리는 자유롭게 통과할 것이
다. (A)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직면하기도 전에 멈출 때 그 문제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문제들에 도전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 삶에서 벽을 넘거나 통과할 수 있다.
⦁activate 활성화시키다
8). [해석]
Napoleon Bonaparte는 자신의 병사들이 소리 없이,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도 대화할 수 있
게 해 줄 어떤 것을 원했으므로, 비밀 통신 시스템을 요구했다. (C)그 요구에 응하여,
Charles Barbier는, 단어의 철자를 나타내는 종이 표면의 도드라진 점으로 이루어진 암호
를 개발했다. 그러나 배우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것을 거부했다. (B)그래서
Barbier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파리에 있는 국립 시각 장애인 협회로 가져갔다. 거기서 그는
Louis Braille을 만났는데, 그는 시각장애인이었다. Braille은 기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손가
락을 이리저리 옮길 필요가 없도록 Barbier의 체계를 수정하여 그것을 고쳤다. (A)그 새로
운 체계에서는, 어떤 글자든지 여섯 개의 점(왼쪽 줄에 1번부터 3번까지, 오른쪽 줄에 4번
부터 6번까지)으로 구성할 수 있었으며 각 글자 사이에 공간을 두었다. 예를 들어, 글자 M
은 세 개의 도드라진 점 1, 3, 4번으로 이루어진다. Braille 점자의 발명은 수많은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정답] ⑤
9). [해석]
여러분이 상점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정보에 둘러싸여 있다. 단순해 보이는 구매조차도 금
세 인지적 수렁으로 변할 수 있다. 잼 진열대를 보자. (B) 선반을 슬쩍 보기만 해도 온갖 질
문이 떠오를 수 있다. 여러분은 부드러운 질감의 딸기 잼을 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설탕이
덜 들어간 것을 사야할 것인가? 더 비싼 잼이 맛이 있을까? (A) 의사 결정의 합리적 모델은
최고의 상품을 찾는 방법이 이 모든 정보를 고려하고 진열된 서로 다른 상표들을 신중하게
분석하는 것이라고 제시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C) 우리가 슈퍼마
켓에서 생각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스스로를 속여 잘못된 이유로 엉뚱한
상품을 사게 될 수 있다. 잼이나 와인을 고를 때의 더 나은 결정은 무의식적으로 결정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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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감정적 두뇌를 사용할 때 가장 잘 이루어진다.
[어휘]

besiege 둘러싸다, 포위하다

나다

verdict 의견[결정]

[해설]

cognitive 인식의, 인지의

backfire 역효과가 나타

주어진 글의 마지막 문장 Look at the jam aisle.에서 (B)의 A glance at the

shelves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B)에서 던진 질문, 즉 어떤 잼을 사야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점에 진열된 많은 상품의 정보를 분석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A)가 그
다음에 오고, 마지막으로 (B)에서 언급한 상품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의 역효과를 구체적으
로 설명하는 (C)가 이어지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②
10). [해석]
강철 공장의 공장장이 신입 사원에게 공장 견학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들은 녹은 금속이 거
대한 용광로의 쇳물 괴는 곳으로 부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왔다. 각각의 쇳물 괴는 곳은 뜨
거울 때 불처럼 작열하는 반투명한 물질로 만들어졌다. (B) 공장장은 무거운 망치를 집어
양손에 잡고 비어 있지만 아직 뜨거운 쇳물 괴는 곳들 중 하나에 강력한 타격을 가했다. 그
는 되풀이해서 쳤지만 그 거대한 용기에 단지 아주 작은 자국만 만들 수

있었다. (C) 그

다음에 그는 작은 망치를 집어들어 완전히 식은 쇳물 괴는 곳으로 다가갔다. 손목을 짧게
움직여서 그는 차가운 쇳물 괴는 곳을 쳐서 그것을 박살냈다. "쇳물 괴는 곳이 뜨거울 때는
어떤 것도 그것을 부술 수 없지만 그것이 차가울 때는 어느 것이든지 그것을 부술 수 있습
니다."라고 그가 설명했다. (A) 그 다음에 그는 철학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덧붙여 말했다. "
정신이 뜨거운 사람을 부수기는 꽤 어렵지만 그의 정신이 차가워질 때는 작은 것들조차 그
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 것입니다."
⦁foreman : (노동자의) 십장, 공장장

⦁molten : 녹은, 용해된 ⦁translucent : 반투명한

공장장이 신입 사원에게 공장 견학을 안내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 공장장이
뜨거운 쇳물 괴는 곳을 무거운 망치로 쳤다는 내용의 (B)가 나오고 작은 망치로 차가운 쇳
물 괴는 곳을 쳐서 그것을 부쉈다는 내용의 (C)가 나오고, 이 사실을 빗대어 공장장이 교훈
적인 말을 하는 내용의 (A)가 나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정답 : ③]
11). [해석]
많은 경우에 독점은 정부가 한 개인이나 회사에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독점적인
권리를 주었기 때문에 생겨난다. 종종 독점은 독점자가 될 사람의 순전히 정치적인 영향력
으로부터 생겨난다. (B) 예를 들어, 한때 왕들은 그들의 친구와 협력자들에게 독점적인 사업
면허증을 허가했다. 다른 시기에는, 정부가 독점을 승인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적인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허와 저작권 법이 두 가지 중요한 사례들이다.
(C) 한 제약 회사가 신약을 발견할 때, 그것은 정부에 특허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에 정
부가 그 약이 정말로 독창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특허를 승인해 주는데, 특허권은 그 회사
에게 그 약을 20년 동안 제조하고 팔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준다. (A) 마찬가지로, 소설
가가 책을 한 권 완성할 때, 그녀는 그것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 저작권은 어느 누
구도 그 작품을 저자의 허가 없이 인쇄하고 팔 수 없다는 정부의 보증이다. 저작권은 소설
가를 소설의 판매에서 독점자로 만든다. 그러한 보호가 거부되면 소설가들은 혜택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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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에 집필하지 않을 것이다.
[해설] 독점권 부여에 대한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이 (B)이고, (B)에서 언급된 특허와 저작권
에 대한 예시가 (C)와 (A)의 순서로 소개되고 있다.
exclusive 독점적인 sheer 순전한 would-be 장래의, 예상되는 guarantee 보증 grant 수여
하다, 승인하다 patent 특허권
[정답] ③
12). [해석]
우리 모두는 폭풍을 경험하지 않는가? 만일 당신이 지금 한 폭풍 속에 있지 않다면 당신은
나중에 폭풍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단지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C)
성의 탑 사이에 철사 줄을 연결시킨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겠다. 그 이유는 그는 바람이
불 때 그것이 하프 같은 음악을 만들어 낼 기대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곧 정말로 실망했
다. 산들바람이 왔지만 음악은 오지 않았다. “그것은 성공하지 않는군.”이라고 그는 큰 소리
로 외쳤다. (B) 그러나 어느 날 철사 줄이 제거되기 전에 큰 폭풍이 일어났다. 바람은 철사
줄을 맹렬하게 때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장엄한 선율이 들렸다. 그것은 바로 하프 같은 음
악이었다. (A) 어떤 폭풍도, 어떤 도전도, 어떤 시련도, 어떤 시험도 없다면 당신의 삶은 인
정받는 음악을 거의 만들어 내지 않을 것이다.
.humanity 인류, 인간성

.whip 채찍질하다, 때리다

[해설] 일화가 시작되는 (C)가 주어진 글 다음에 와야 한다. (B)의 However에서 (B)는 (C)
다음에 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는 이 이야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교훈이므로 (A)가
마지막에 와야 한다. [정답] ⑤
13). [해석]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의 흠을 잡는 데 너
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 만일 대신에 그들에 관하여 우리가 좋아하는 특성을 찾으려고 노력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더 좋아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들도 우리를 더 좋아하게 될 것이
다. (C) 이런 접근법은 직장 동료와 상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 유익할 수 있다. 나에게는 상
사와 매우 어려운 관계인 친구가 하나 있다. 그들은 거의 눈도 마주치지 않았으며 더 나쁜
것은 그녀가 인간으로서 그를 정말로 싫어한다는 것이었다. (A)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나
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비록 그녀의 상사가 사무실에서 친절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가족에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었으며, 그것은 그녀가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는 것이었
다. 이 특성에 초점을 맞춘 후에 한 번에 조금씩 그녀는 그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다. (B)
어느 날 그녀는 그에게 그가 매우 가정적인 점이 훌륭하다고 말했으며, 이 말은 그녀가 꽤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었다. 놀랍게도 그 다음날 그는 그녀의 사무실에 와서, 그녀에
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주었다.
∙devoted: 헌신적인 ∙genuinely: 진정으로
☞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하면 그들을 좋아할 수 있다.(주어진 글) → (C) 상사
를 싫어하는 필자의 친구에 대해 언급 → (A) 친구가 필자의 조언을 받아들여 상사의 좋은
점에 주목하면서 그 상사를 좋아하게 됨 → (B) 결국 그 상사도 친구에게 유익한 정보를 줌
[정답] ④
14). [해석] 연구원들은 미루는 버릇과 자기 용서의 효과를 추적할 목적으로 대학교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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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그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중간고사 내내 지켜보았다. (B) 그들은 첫 번째 중간고
사 전에 미루는 버릇이 있던 학생들이 스스로에게 관대하면 그들의 두 번째 중간고사 전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게 적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C) 이것은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것
이 더 많은 미루는 습관을 조장할 것이라는 전통적인 가정에 역행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실제로 매우 실용적인 이유로 매우 일리가 있다. 즉 자기 용서는 당신이 실수를 보내고 당
신의 행동을 교정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해준다. (A) 그러므로, 당신이 미루는 습관의
덫에서 스스로를 벗어나게 하고 싶다면 당신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을 멈추고 대신에 약간의
자기 용서를 시도하라. 스스로를 벌하는 것은 단지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너무나 많은 정신
적 짐을 지우는 것이다.
..run counter to：~에 역행하다

..let off easy：용서하다

[해설] 연구원들이 연구를 실시했다는 주어진 문장의 뒤에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을 기술
한 (B)가 나오고, 그것이 전통적인 가정과는 다르지만 일리가 있다는 내용의 (C)가 나오고,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조언을 제시하는 (A)가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 ③

7강 글의 요지 · 주장
1

②

2

⑤

6
11

3

③

②

7

④

12

4

③

5

④

⑤

8

②

13

②

9

⑤

10

⑤

⑤

14

①

1) [출제의도] 필자의 주장을 추론한다.
좋은 생각을 머릿속에 떠돌게 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생
명력을 얻는 유일한 좋은 생각은 적어둔 것이라는 점을 아는 작가 들로부터 조언을 얻어라.
종이 한 장을 꺼내 언젠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꿈이 100개에 이르는 것을 목표
로 해라.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그것들을 시작하도록 상기시키고 동기 부여하는 것을 갖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부담을 갖지 않을 것이다. 꿈을 글로 적을 때 여러
분은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float around (생각ㆍ소문 등이) 떠돌다 ensure 보장하다 come to life (사물이) 생명력을 얻다,
살아 움직이다 record 기록하다 aim 목표로 하다 hit (특정 수량ㆍ수준에) 이르다 reminder 상
기시키는 것, 생각나게 하는 것 motivator 동기를 부여하는 것 get going 시작하다, 착수하다
burden 부담, 짐 put ~ into words ~을 글[말]로 적다[하다] put ~ into action ~을 실행하다
2)해석. 안전벨트는 아동과 유아에게 맞지 않다. 어깨 벨트는 아이들의 가슴에 적절하게 걸
쳐지지 않는다. 허리 벨트는 아이들을 제자리에 붙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당신은 차
안에서 아이들을 그냥 잡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차가 갑자기 멈추면
아이들의 몸이 계속 앞으로 쏠린다. 당신은 더 이상 아이들의 무게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
다. 또한 당신은 아이가 당신의 팔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로 인해 아이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진다. 마치 아이가 수백 파운드의 무게가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
다. 이것이 바로 유아나 아동이 어린이용 안전좌석에 앉아야 하는 이유이다.
3)해석. 편지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낼 때 쓰는 보통의 방법이었다. 그 대신, 오늘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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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이메일을 쓴다. 이메일은 시간을 절약해 준다. 다시 읽어 보기 위해 이메일
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해 둘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이 쓴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준다. 하지
만 편지가 훨씬 좋을 때가 있다. 우편물로 편지를 받는 것에는 무언가 즐거운 것이 있다.
이것은 당신을 특별하게 느끼도록 한다. 이것은 누군가가 당신만을 위해 카드를 골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보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며, 손글씨
는 타자로 친 것보다 좀 더 인간적이다. 당신의 편지를 받는 것은 누군가를 미소 짓게 만들
것이다.
4)해석. 당신은 소중한 관계가 어디에서 시작될지는 알 수 없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당신
에게 이익을 줄 친구나 친척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모임이나 파티에서 누군가
에게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모든 주의를 집중하라. 당신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
는데, 당신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다른 사람을 발견한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은 그
와 이야기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갑자기 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
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5)해석. 우리는 어머니의 가슴에서 젖을 빠는 기본적인 생존 기술만을 아는 상태로 이 세상
에 나온다. 말하기, 먹기, 기어 다니기, 걷기를 포함한 다른 모든 기술은 (후천적으로) 습득
된다. 폭력도 예외가 아니다. 광범위한 연구는 폭력적인 장면들을 보는 것이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이 폭력적인 성향을 갖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부인할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어린이들이 어른들로부터 배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
내에 폭력이 있으면 어린이들은 이 행동(폭력)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그들
은 그것이 받아들일 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6)해석. 인생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고, “나는 모른다.”라고 말할 때 자유로워진
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배울 기회를 우리 자신에게 허락할 수 있게 되며, 거
기에 힘이 있다. 우리는 도저히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성장하고 배울 수 없도록 스스로를 제한한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
람들은 모든 것을 아는 체 하는 사람들보다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자신감을 갖는 경향
이 있다. 그들은 또한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 대해 더 편안해 할 것이고, 그리하여 자신의
무지를 감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
동할 때, 결국 더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
7)해석.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지나친 야심
으로

동기가 급속하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너무 빨리 많은 감량을 하려는 것은 아예 안 하

는 것보다 더 나쁘다. 당신은 지속적으로 작지만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워야 한다. 만약 당
신이 일주일에 5kg을 감량하려고 한다면 이 목표는 건강에 좋지 않거나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 방법은 당신의 몸에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당신은 10kg을 감량하기
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 대신에, 향후 몇 개월에 걸쳐서 일주일에 3～4일 운동을 할 것이라
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 면에서 훌륭한 목표이다. 최종 결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당
신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바꾸어야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은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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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운동해야 할지를 조절할 수 있다.
8)해석.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영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도달할 수 없는 야망이었
다. 이제 우리는 의학과 과학이 수많은 질병을 치료함에 따라 그것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아마도 조만간 우리는 노화를 멈추게 하거나 되돌릴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문제가 병이나 혹은 노령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해 보라.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정신적인 문
제를 갖고 있거나 혹은 배우자가 영생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이 가능해지기 전에 죽고, 그
사람 없이 영원히 남겨진다고 생각해 보라. 당신은 아마도 완전히 미쳐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면 이에 수반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9)해석. “당신은 때때로 게으르게 행동한다”고 말하는 것과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전자는 당신의 게으름이 일시적이라고 말하는 반
면 후자는 영구적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게으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다. 게으른 사람들이
정말 게으른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단지 일시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뿐이다.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은 목표와 목적의 부족이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일을 할 충분히 좋은
이유를 준다면 그들은 그 일을 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
람들은 단지 어떠한 것을 할 충분히 좋은 이유를 찾지 못했을 뿐이다.
10)해석. 나는 한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와 나누었던 대화를 기억한다. 그 십대 소녀는 나에
게 그들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제안을 할 수 있는지를 질문했다. 나의 제안은
그들 둘 다 대답으로 “I know"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 어머니는 그녀의 딸이 이러
한 대답을 사용했다고 불평했다 - 특히 그녀가 그녀의 딸에게 책임감을 상기시킬 때. 마찬
가지로 딸은 그녀의 어머니가 이와 똑같은 대답을 하루에 여러 번 사용한다고 우겼다 - 특
히 그녀가 그녀의 감정을 어머니와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그 둘은 이러한 대답이
사용되었을 때 모두 존중감을 느끼지 못했고, 마치 그들이 서로의 말을 듣고 있지 않은 것
처럼 느꼈다.
11)해석. 어린 아이들이 한 단어로 간단한 요구를 표현할 때 부모들은 기꺼이 부탁을 들어
주는 것에 행복해 한다. 아이들이 더 많은 어휘들을 발달시킬 때 그들은 필요뿐만 아니라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요청하기 시작한다. 나는 비스킷을 원해요. 내 친
구와 같은 장난감을 원해요. 그 순간이 필요와 욕구 사이의 차이점을 가르치기 시작할 최적
의 순간이다. 아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항상 가질 수는 없다고 배워야 한다. 아이들의
요구에 끊임없이 굴복하는 부모들이 후에 아이들이 겪을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는 습관들은 어린 아이시기에 형성되기 때문에 부모들은 “No"라고 말하는 것
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가장 새롭고 최고의 것을 살 여유가 있건
없건 간에 그것을 가지려고 우기는 성인으로 성장할 것이다.
12)해석. 지난 주 통과된 법안은 죄가 없는 시민들의 DNA를 무한정으로 보관하는 것의 종
식일 것이다. 그것은 환영할만한 약속인 듯 보였다. 안타깝게도, 체포되었으나 기소되지는
않은 사람들의 DNA를

확실히 제거하는 대신에, 정부가 DNA 샘플을 익명화된 상태로 보

유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름 및 기타 신상특징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삭제되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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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가에는 보관되어, 정부기관이 자료의 일부를 다시 조합하거나 DNA를 확인하게 된다. 우
리는 이 정보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지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익명화된 DNA를 보관한다
는 계획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13)해석. 현재 수준으로 사회보장 수혜금을 동결시키겠다는 당신들의 계획을 듣고서 당혹스
러웠다. 행정당국이 작년에 수혜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을 때 우리 노인들은 그
약속을 믿었다. 나는 당신들의 급작스런 계획의 변경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세대가 열심
히 일했었고 각종 세금도 납부하였기에 나는 그 인상안이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가 일하는 동안 우리는 사회보장기금을 성실히 적립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작년에 세운
원래 계획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14)해석. 거의 모든 경우, 원작으로 쓰여진 책이 가장 좋다. 위대한 작품을 단순화시킨다는
것은 작품이 덜 위대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당신이 Bambi를 읽고 싶으면 아이들에
게 친근하도록 맞춰진 대중적인 책이 아니라 Felix Salten이 쓴 원작으로 읽어라. 만약 당
신이 Winnie-the-Pooh와 그의 친구들을 알기를 원한다면, Ernest Shepard의 그림이 담긴
Alan Alexander Milne의 원작 이야기 속에서 그들을 만나는 것이 제일 좋다. 대부분의 아
이들은 대중적인 판본으로 출판되어진 고전을 읽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나, 그것들은 흔히
원본과의 유사성이 떨어진다. 원작의 내용이 약화된 책을 읽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원작자에 의해 쓰여진 책을 찾으려고 노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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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석. 대체로 혜성은 상당히 예측 가능하다. 그런데 평소 작고 희미했던 혜성이 최근 정말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에 17P/Holmes 혜성이 갑자기 평소보다 40만 배 더 밝아졌
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혜성이 유별나게 밝아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17P/Holmes 혜성은 가까이 있다고 해도 지구와 태양사이 거리의 2배 만큼 떨어진 곳에 위
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절대로 많은 열을 받지 못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혜성
이 최근에 밝아진 것은 혜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때로부터 5개월 후라는 점이다.
2)해석. 인터넷은 정말 놀랍지 않은가? 사람들은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 게
다가 게임도 할 수 있다. 인터넷은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 미국 정부가 인터넷을 시작했
다. 미국 정부는 다른 장소에 있는 컴퓨터를 연결하고 싶어 했다. 이것은 새로운 생각이었
는데 사람들은 이전에 컴퓨터를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어떻게 연결할지
생각해 내야 했다. 이것은 몇 년이 걸렸다. 결국 각기 다른 도시에 있는 네 대의 컴퓨터가
전화선으로 연결되었다. 그 컴퓨터들은 정보를 공유했다. 인터넷이 탄생된 것이다. 곧 더 많
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었다. 다른 그룹에서도 인터넷에 참여하고 싶어 했다. 과학자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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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컴퓨터를 연결했고, 대학과 사업체도 컴퓨터를 연결했다. 후에 사람들은 가정에서의
컴퓨터도 연결했고, 인터넷은 거대해졌다.
3)해석. Robert Pirsig가 그의 책에서 말하듯이, 당신의 차에 대해 작업을 하는 동안 음악을
듣는 정비사는 믿지 마라. 그가 음악을 듣는 중이라면, 그는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
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는, 스테레오를 껐을 때 더 빨리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글을
쓴다. 한 문장을 만들어내면서 차이코프스키의 한 악절을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가지를
모두 하려고 하다보면, 두 가지를 번갈아하고 있는 셈이 되어, 불가피하게 나의 글이나 생
각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고, 더 많은 실수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음악은 주의
집중이 필요한 정신노동이 요구되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4)해석.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시다면 너무 많은 청바지, 너무 많은 신발, 너무 많은 셔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철 지난 코트, 신지 않는 양말, 그리고 2년 전에 몸이 자라 입지 못
하게 된 의류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옷장은 가득 차 있지만 당신의 몸은 계속 자라고
있어서 매년 맞지 않는 오래된 의류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차고 세일에서 그것을 팔고자 하
는 욕구가 생기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그것을 소중히 여길 사람들에게 기부하
십시오. 노숙자 쉼터는 항상 쓸 만한 의류가 부족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노숙자들이 새로운
옷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당신의 오래된 신발과 재킷을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기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5)해석. 음악 콘서트는 전기에 많은 에너지와 돈을 사용한다. 스피커, 조명, 증폭기 그 모든
것들은 청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 동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청중이 전기를 만들어 낼 수 있
다는 새로운 생각이 고려되고 있다; 콘서트의 모든 청중들이 교대로 전기를 만들어 내는 자
전거 페달을 밟는다.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화석연료를 쓸 필요 없이 콘서트의 전체 전력
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Yokohama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네 대의 자전거가 설치
되어 발전기에 연결되었고 공연 내내 청중이 차례로 무대 위 장비의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
을 도왔다.
6)해석. Baobab 나무는 일년 중 대부분 잎이 없고 뿌리가 공중으로 치솟아 있는 것처럼 보
인다. 어떻게 이 나무가 거꾸로 땅에 박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들 중 하나는 그것이 신에 의해 심어진 후 계속해서 움직여서 신이 그것을
거꾸로 다시 심었다고 전한다. 아프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나무의 위력에 대한 많은
미신들이 있다. 예를 들어 누구든 감히 그 나무의 꽃을 꺾으려는 자는 사자에게 잡아먹힐
것이다. 반면 그 나무의 씨앗이 잠긴 물을 마신다면 당신은 악어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것
이다.
7)해석. 문자 그대로 보면 놀림은 부정적이다. 놀리는 사람은 상대의 단점, 습관, 이상한 옷
차림과 기타 특징을 지적한다. 물론, 우리는 사교와 애정의 표시로 긍정적 의도를 가지고
놀리기도 한다. 그러나, 놀림은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고, 괴롭히고,
의도로 사용될 수 있다.

상처를 주는 부정적인

놀림을 당하는 대상들이 놀림에 대한 인상을 놀리는 사람의 의도

그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갖는다고 이전 연구들은 보여준다. 놀림의 부정적 의도를 완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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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사람들은 몸짓, 얼굴 표정, 목소리 톤을 써서 “야, 농담이야.”라고 말한다. 그러나
놀림을 당한 대상은 놀린 사람의 의도를 더욱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말은 통하지
않는다.
8)해석.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삼키는 것이 소화불량을 일으킨다는 것을 잊지 마라. 수
천 개의 웹사이트, TV채널, 신문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서, 매체에 허우적대거나 매체 중
독자가 되기 쉽다. 살아남을 방법은 있을까? 그 하나는 한 번에 하나의 매체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한 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려 하면, 그것들은 대개 충돌한다.
게다가, 통신의 여러 형태는 한 번에 한 가지씩 할 때 진정 즐겨지게 된다. 두 번째는 어떻
게 매체가 구성되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매체에 휘둘리는지를 이해
하는 방법은 뉴스기사, 광고, 그리고 TV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우는 것이다.
9)해석. 수영장 바닥에 있는 동전이 흔들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본 적 있는가? 이것은
수영장의 물이 동전으로부터 반사된 빛의 경로를 굴절시키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와 유사하
게 별들이 반짝이는 이유는 그들의 빛이 관찰자의 눈에 도달하기 전에 수마일의 지구 대기
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주를 수영장 바닥에서 보는 것과 같다.
우리의 대기는 항상 요동친다. 이러한 교란은 별빛을 좌우로 미세하게 1초에 여러 번 변화
시키는 렌즈나 프리즘처럼 작용한다.
10)해석. 1904년 Picasso가 파리에 등장한 이후로부터 1954년 Henri Matisse가 죽을 때까
지 반세기 동안에, 그 두 예술가들은 국제 전위예술파의 지도자 지위를 두고 경쟁했던 라이
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장 훌륭한 비평가이자 팬이었다. 그들은 라이벌 관계를 통
하여 창의성을 기를 수 있었다. 역사를 통틀어, 그들이 감히 시도해 보지 못했을지도 모르
는 방법을 서로서로 실험해 보도록 부추기면서 서로를 시험하고 가르침을 주고받은 많은 다
른 재능 있는 동시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은 베르디와 바그너, 톨스토이와 도스토예
프스키, 고갱과 반 고흐이다. 비록 그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랐지만, 라이벌 관계를 통
한 경쟁은 더 위대한 혁신적 영감을 불어넣었다.
11)해석. 비록 어떤 연구도 웃음과 통증 사이의 명확한 관련성을 보여 주지는 않았다고 할
지라도, 많은 환자들은 크게 웃은 후에 통증이 감소했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의사들은 그
러한 감소가 혈액 속에서 만들어진 화학물질들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혹은
환자들은 그들의 근육이 좀 더 이완되었기 때문이거나, 단순히 잠시 동안 통증을 잊었기 때
문에 통증을 덜 느끼는 것인지도 모른다. 진실이 무엇이든지 간에, Groucho 형제들의 주장
인 “광대는 마치 아스피린과 같다.”라는 말에 공감할 사람들이 많다.
12)해석. 당신은 배경이 겨울로 설정된 영화가 어떻게 여름에 촬영되는지 궁금해 해 본 적
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특수효과이다. 특수효과는 영화가 보다 사실적으로 보이
도록 만든다. 예를 들어, Hollywood 영화에서는 겨울이라는 착각을 일으키도록 눈을 기계
로 만든다. 하지만 관객들은 영화에서의 눈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 1946년에 만들
어진 연휴에 즐겨보는 고전영화 Wonderful Life는 특수효과를 통해서 만들어진 눈을 보여
준다. 그 영화는 실제 여름에 촬영되었다. 또 다른 예는 비인데, Hollywood 영화에서 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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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보다는 좀 더 흔하게 특수효과로 만들어진다. Hollywood에서는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직접 비를 만든다.
13)해석. 당신이 집에서 일을 하면 당신의 집은 더 이상 성이 아니다. 그곳은 당신이 성가
신 고객들로부터 전화를 받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종이 더미로 어지르는 장소가 되기도 한
다. 당신은 의뢰인이나 고객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도 있다. 당신의 가족, 애완동물, 생활 방
식, 심지어 더러운 세탁물조차도 낯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생
활을 포기하는 것은 단 하나의 결과일 뿐이다. 당신은 또한 당신의 공간의 일부를 잃을 수
도 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가족은 집 전체를 사용했다. 이제 당신은 하나 또는
두 개의 방을 사업을 위해 사용해야만 한다.
14)해석. 당신은 많은 시간, 노력, 그리고 돈을 광고에 쏟아 넣는다. 물론 그 광고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 지를 알고 싶어 한다.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광고 전후의 수입을 추적하는 것
이다.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 광고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때로는 더 구체
적인 증거를 원할 수도 있다. 신문 광고에 할인 쿠폰을 포함시킬 수 있다. 회수된 쿠폰의
수를 셈으로써 결과를 상세히 추적할 수 있다.
15)해석. 우리는 도시 생활이 인구 과밀과 공해로 인하여 건강에 좋지 않다고 종종 생각한
다. 특히 질병과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당신의 조
상이 도시에 살았는지 아니면 시골에 살았는지가 전염병에 대한 저항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과밀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면역체계를 발달시켜
야만 했다.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밀접하게 섞여 살아야 했기 때문에 시골에 사는
것보다 질병과 전염병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았다. 수세기 동안 이루어진 질병에 대한 노출
이 사람들의 유전자 속에 더 강한 저항력을 길러주게 되었다.
16)해석. 상실은 고통스럽다. 우리가 상실한 것을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상실로
인한 공허함을 메우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공허함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채우는 데 더 오
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통스런 감정을 한
쪽으로 치워 놓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실을 무시하거나 잊으라는 것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삶을 누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상실
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계속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상실
한 것 마저 존중하게 된다.
17)해석.

새들은 그것을 한다. 벌들은 그것을 한다. 심지어 Blue

-green 박테리아도 그것

을 한다. - 철새이동, 수분, 그리고 박테리아가 하는 모든 일의 유발을 돕는 생체시계 덕분
에 시기를 구별하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신의 신체도 생체시계를 따른다는 것이다.
좋은 수면, 혈압, 운동 중 체력유지, 즉 모든 생물학적 과정에 관한 능력은 일종의 매일 또
는 계절별 리듬을 고수한다. 그 의미는 만약 당신 신체의 매일, 주별, 계절별 주기의 힘을
활용할 줄 안다면,

당신은 특별한 노력없이도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

어, 치과마취의 진통제 효과는 오후가 아침보다는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충치치료는 오
후에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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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해석. 사막에 가본 적이 있는가? 많은 구름을 보았는가? 일반적으로 사막에는 구름이 거
의 없다. 공기덩어리가 사막에 도착할 때 즈음, 그것은 대부분의 습기를 잃어버려서, 구름은
거의 형성되지 않는다. 햇빛을 가릴 구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햇빛은 곧바로 이미 건조한
토양을 내리 쬐고, 뜨겁게 달구고, 완전히 마르게 해서, 그것을 사막상태로 유지시킨다. 사
막에 구름이 없는 것은 왜 낮 동안 온도가 높은지를 설명한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왜 밤에
사막이 아주 추워지는지를 설명하도록 도와준다. 열기를 보관할 구름이 없다면, 뜨거워진
공기는 아주 빠르게 대기 중으로 빠져 나가고 사막은 빠르게 냉각된다.
19)해석. 전자책을 사용하고 있는 독자들은 그들이 읽은 것을 덜 흡수하는 것 같다. 왜냐하
면 그 정보가 명료한 글씨체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깔끔하고 읽기 쉬운 형
태와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 장치들은 뇌가 게을러지도록 만들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
게 만든다고 한다. 그 발견들은 가독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보를 배우고 기억하는 것이 더
쉽다는 전통적인 지혜에 반대된다. 예를 들어, 비록 선생님들은 가독성이 아이들로 하여금
정보를 배우고 기억하기 쉽게 만든다고 가정하지만, 이상한 글씨체와 번지고 급하게 쓴 필
체가 읽는 사람에게 더 잘 흡수되기 쉽다. 연구에 따르면 겉으로 보기에 더 이해하기 힘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학습의 과정을 심화시키고 더 나은 암기를 촉진시킨다고 한다.
20)해석.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예의를 지니고 있다.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그것을 함양하
는 것이다. 이것은 자전거를 타는 일과 약간 비슷하다. 당신이 일단 배우면, 그 능력은 선천
적인 것이므로 그것은 당신과 함께 있게 된다. 그렇지만 만약 당신이 결코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선천적인 능력을

절대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들이라고들 한다. 사람들이 멕시코나 라틴아메리카를 방문하고 돌아오면, 그들
은 항상 그들이 경험한 친절함에 대해 언급한다. 나는 그것이 친절함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
한다.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그리고 관습에 의해 예의 바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9강. 연결사
1. ①. 신문은 대개 하루가 지나면 버려진다. 하지만, 잡지는 몇 주 혹은 몇 개월 동안 집이
나 사무실에 머문다. 잡지는 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으로 전해질 수 있다. 따라서 그
속의 광고는 읽히고 기억될 가능성이 더 많다. 잡지는 또한 화려한 사진과 삽화를 허용한
다. 그것들은 광고업자들이 고급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게다가, 이
제는 많은 잡지가 전국 단일판 대신에,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판을 출
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타임지는 세계적으로 357가지의 다른 판을 출판하고 있다. 거기에
는 의사, 교육자, 그리고 대학생을 위한 특별판도 포함되어 있다.
2. ①. 학교 실험실에서 과학을 하는 것은 과학에 관하여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울 수
있다. 하지만 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 규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어떤 일
이 언제 잘못될 지를 예측할 수 없다. 차를 타고 여행 중인 사람을 생각해 보라. 누군가 차
를 타고 어딘가에서 운전을 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자동차 충돌과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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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그러나 안전하기 위해서 운전자와 탑승자는 항상 안전벨트를 매야한다. 마찬가지로
실험을 하든 지켜보기만 하든 실험실에서는 항상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어
떤 실험이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3. ①. 술집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훌륭한 피아노 연주자였고 사람
들은 그의 연주를 들으려고 왔다. 그러나 어느 날 밤, 한 손님이 그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했다. 그 피아노 연주자는 “나는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손님은 끈
질기게 요구했다. “그의 피아노 연주는 이제 듣기 싫어. 난 그의 노래가 듣고 싶어.”라고 그
손님은 바텐더에게 말했다. 바텐더는 소리쳤다. “이봐, 돈 벌고 싶으면 노래를 부르라고!”
사람들 앞에서 한번도 노래한 적이 없던 피아노 연주자는 난생 처음 노래했다. 그날 밤 Nat
King Cole(피아노 연주자)이 노래한 방식의 Mona Lisa를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날 밤의 노래로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예인 중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 이름 없는 술집에서, 무명의 피아노 연주자로 나머지 생을 보냈을 지
도 모른다.
4. ①. 내가 열 네 살 때, 나는 친구에게 그 친구도 아는 사람에 대한 욕을 하고 있었다. 그
런데 나는 내가 험담하고 있는 그 사람이 모든 욕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 사람은
상처받았고, 나는 당황했다. 이것은 내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 실수는 오늘날의 내가 되도록 도왔던 수 천 가지의 것들 중 하나였다. 나는 어느 수
업에서 배웠던 것보다 그 실수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저지른다.
만약

당신이 실수들을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여긴다면, 당신은 어려운 시

간을 더 쉽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당신은 실수를 덜 할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당
신에게 상처를 주는 실수를 했다면, 당신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 결과 더욱
편안하고 자신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10강. 문단 요약
1)③. 어떤 코치들은 선수들에게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반면 다른 코치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 는가? 서투른 코치는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 주고 나서 다시
는 그러지 말라고 말할 것이다: “공을 떨어뜨리지 마라!”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당신이 머릿속에서 보게 되는 이미지는 당신이 공을 떨어뜨리는 이미지이다! 당연히, 당신
의 마음은 그것 이 들은 것을 바탕으로 방금 “본” 것을 재현한다. 놀랄 것도 없이, 당신은
코트에 걸어가서 공을 떨어뜨린다. 좋은 코치는 무엇을 하는가? 그 사람은 개선될 수 있는
것을 지적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할 수 있 는지 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할 것
이다: “이번에는 네가 공을 완벽하게 잡을 거라는 걸 알아.” 아니나 다를까, 다음으로 당신
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당신이 공을 ‘잡고’ ‘득점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마지막 생각을 현실의 일부로 만들지만, 이번에는, 그 “현실”이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다.

선수의 실수에 초점을 맞추는 유능하지 않은 코치와 달리, 유능한 코치는 선수들이 성공적
인 경기를 상상 하도록 격려함으로써 그들이 향상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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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②. 당신은 라디오에서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다가 (나중에) 당신의 마음을 끌기 시작
한 노래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이것은 사람, 장소, 심지어 제품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동
안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점점 그들을 좋아하게 되고 때로는 그들의 친구가 되기까지도 한다.
기업들은 때로는 제품의 특징이나 그 제품이 주는 혜택은 제공하지 않은 채 제품의 사진 혹
은 이름을 반복해서 광고한다. 그러면 당신은 반복해서 그 광고를 본다. 어느 날 당신은 자
신이 그 제품을 손에 들고 가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것에 더 많이 노출됨에 따라, 그것은 우리에게 더욱 매력적이게 된다.
3)①.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쓸모없어 보이는 신체 기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충수는 잘 알
려진 예이다. 실제로 우리는 이 작은 벌레 모양의 기관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연
구는 충수가 소화 기능을 도와주고 해로운 박테리아를 없애는 유익한 박테리아의 안전한 장
소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랑니는 숨겨진 힘을 가진 신체 부위의 또 다른
예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니가 다른 치아들을 밀어내거나 염증이 생기기 전에
뽑아버린다. 그러나 수백만 년 전에 인간의 얼굴은 오늘날과 같이 평평한 형태가 아니어서
입안은 사랑니가 위치할 공간이 있었다. 우리의 조상은 그것들로 날것을 잘게 씹을 수 있는
혜택을 누렸을지도 모른다.
4)①. 우리가 멜로디를 듣고 있지 않을 때 그 멜로디가 어떻게 소리 나는지를 우리는 어떻
게 아는가? 우리는 그 멜로디에 대한 정보를 우리 기억으로부터 청각 피질로 보낸다. 그러
면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경험한다. “Happy Birthday”는 오직 생일에만 불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싶을 때 그 노래는 대개 들리지 않는다. 만약 우리의 귀가 청각 피질에
그 노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기억에서 얻어야 한다.
기억에서 보내진 그 정보는 우리로 하여금 가상의 청취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듣고 있지 않을 때에도 그 노래에 관한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

우리가 귀로 실제 노래를 듣고 있지 않을 때, 우리 (A) 기억에 있는 멜로디에 대한 정보가
청각 피질로 보내지게 되고 우리는 (B)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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