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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답 : 

    해설 :  

16. 정답 : 

    해설 : 

17. 정답 : 

    해설 : 

          

18. 정답 : � 글의 목적 파악

    해설 :  전체 글의 목적은 두괄식과 미괄식에서 학비지원에 대한 요청 승인에 감사드리고 있으므로  글의 

목적에 해당하는 정답은 �번이 되어야 한다.어휘)tuition학비, appreciate 감사하다

19. 정답 : �필자의 심경변화

    해설 :먼저 전체 글은 전반부에서는 진땀 빼고 두렵고 염려되나 후반부에서는 정신력도 강화되고 성공적

이며, 두려움도 극복하였으므로 정답은 염려하고 걱정되었다가 자신감을 갖게 된 �번이 필자의 심

경변화로 가장 적절하다.

어휘) sweat 진땀(흘리다), mental strength 정신력
    overcome 극복하다

20. 정답 : �필자의 주장 파악

    해설 :  먼저 선택지를 살펴보면 계획수립과 관련된 내용이 암시되고 있으며, 두 번째 문자에서 다른 경우

는 앞 경우와 대조되어 역접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직관력 언급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셋

째 문장의 접속사 If 는 예를 들고 있으므로 그 앞 문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미괄식에

서 직관에 따라 내적 목소리에 대한 민감도(행동)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했으므로   필자의 주장으

로 정답은 �번이 된다.

어휘) planning 계획(수립), intuitive 직관력 있는,

     intuition 직관

21. 정답 : �글의 제목 파악

    해설 : 먼저 선택지를 살펴보면 전체 글은 Balloon과 관련된 내용이 암시되고 있으며 본무에서 다루고 있

는 내용이 Internet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글의 제목은 �번이 정답이 된다.

어휘) access 접근, transmit 신호 따위를 전달(송)하다,
    balloon 기지국, 풍선, 기구

22. 정답 : �글의 제목 파악

    해설 : 먼저 선택지와 관련지어 보면 전체 글은 Inflation과 연관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두괄식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미래 문제가 미래계획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였고 넷째 문장의 예시연결사를 미루어 그 앞 문장이 중

요하므로  글의 제목으로 정답은 �번이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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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concern 관심사, concerning ~에 관하여,
     roughly 대략, 
     make both ends meet 수입과 지출을 맞추다

23. 정답 : ⑤[주제추론]

    해설 : [해설] 여행은 다양한 지역과 문화의 사람들이 만나 서로의 차이점과 유사점, 새로운 맛과 사고방

식을 배울 수 있고, 지역의 토종 공예품을 팔아서 지역의 삶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⑤

번 `여행의 문화적이점(cultural benefits of tourism)`이 정답이다.

24. 정답 :⑤[도표내용 불일치]

    해설 : Daily Deal apps에 소비되는 시간은 2011년 20%, 2012년 13%인데 비해 Other apps(기타)에 소비

되는 시간은 2011년 8%, 2012년 9% 로서  가장 적다. 따라서 ⑤‘Daily Deal apps에 소비되는 시간

이 가장 적다’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5. 정답 : ④[내용일치]

    해설 :교황 Julius II의 무덤은 Michelangelo가 디자인하고 최초 작업 후 일년이 되지않아서 자금부족으로 

중단된적이 있고, Moses는 가장 유명한 무덤 조각상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교황 Leo X 는 그 

project가 지속되는 것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④‘교황 Leo X 는 그 project가 지속되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일치하지 않는다.

26. 정답 : ③[안내문내용일치]

    해설 :‘2015년 전국 에세이 경연대회’안내문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숲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를 주

제로 1인당 한편씩만 제출가능하고, 2015년 7월 15일까지 마감, 그리고 e-mail로 만 접수받는다. 따

라서 ③번 ‘1인당 한편의 에세이만 제출할 수 있다.’가 내용과 일치한다.

27. 정답 : ⑤[안내문내용불일치]

    해설 : Eugene Farm Tour 에 관한 안내문에서 예약은 필수(Reservations are required)이므로, 정답은 ⑤

‘예약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다.’가 내용과 불일치한다.

28. 정답 :③

    해설 : 문장의 구조에 관한 문제로서, ③번 restricting 이 포함된 문장에서 주어는 To make인데 동사가 없

다. 따라서 restricting을 동사 restricts로 고쳐야한다.

29. 정답 :②[어법]

    해설 : 

(A) 사막 메뚜기는 식량이 부족해질 때 위장색깔을 띄고 solitary(홀로) 살아간다 

(B) 드문 우기가 많은 초목들을 생산 했을 때 처음에는 혼자 지내며 abundant(풍부한) 식량을 즐긴다.

(C) 식량이 고갈되어 없어지기 시작할 때 사막 메뚜기는 밝은 색을 띄며 동료들과 어울리며 위장하지 않고 무

리지어 그들의 포식자들을 overwhelm(제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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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정답 : ⑤

    해설 :    ①②③④는 Ellie를 지칭하고 ⑤는 Miss Smith를 지칭하는 말이다.

31. 정답 : ④

    해설 : 문학이 작가와 독자 출판사에게 문화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학 번역의 붐의 역학을 했다. 

하지만 영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지지만 다른 언어에서 영어로 번역되는 경우가 드물어 거대

한 미국 시장에서 불균형(imbalance)을 이끌고 있다.   

32. 정답 : ③

    해설 : 시간을 얻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것은 오히려 느리게 만든다. 그래서 시간이 덜 주어질 뿐만 아니

라 기쁨과 이익을 빼앗아 간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 조금 느린 행동에 의해 우리의 삶의 특정한 영

역은 강화되어 질 수 있다. 

33. 정답 : ④

    해설 : 자신의 소리가 녹음된 것을 들을 때 이상한 소리로 비난 받기 쉽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적인 것으

로 전달되는 소리 신호는 그들이 소리를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가수들은 코치

나 목소리 지도자의 의견을 들어야만 한다. 반면에 바이올린 연주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는데 연

주하는 소리는 그것이 내는 소리와 정확히 같기 때문이다. 

34. 정답 : ①연결어 추론 

    해설 : 문제는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A)앞은 합리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고 (A)뒷 내용은 비합리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in 

contrast가 적절하다. (B)뒷 내용은 성공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으므로 

결론의 내용으로 따라서인 Hence가 가장 적절하다. 

35. 정답 : ④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해설 : 학교 프로그램은 균형 잡힌 다양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①번은 팀스포츠의 장점을 ②번은 

하지만으로 연결하여 학교 대부분 2인 스포츠 프로그램이 지배적이라는 내용이고 ③번은 ②번에 대

한 문제점 언급이다. ④번의 내용은 야구가 인기있는 방송되는 스포츠라는 내용으로 학교 체육프로

그램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⑤번은 다시 한번 주제의 언급이다.(균형잡힌 스포츠의 필요성)

36. 정답 : ②순서추론

    해설 : 문화적 특징은 부모에서 아이뿐 아니라 말이나 글에 의해서도 개인에서 또다른 개인으로 전해진다

는 내용이 주어져 있다. (A)의 내용은 전염성 있는 감염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관습이 매우 빠르게 

미디어를 통해 전파된다는 내용으로 앞에 감염에 대한 내용이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B)의 내용은 몇몇 문화들은 매우 빠르게 채택되고 감염과 비슷하다고 언급하며 플루와 감기

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함으로써 (A)번 앞에 위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C)의 내용은 역접 접속사

를 사용하면서 다른 깊에 뿌리내려진 문화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야 함으로 

정답은 (B)-(A)-(C)가 가장 적절하다. 

37. 정답 : ④순서추론

    해설 :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의 타이밍이 매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주어져 있다. (A)의 내용은 

연구가 나타내는 것은 너는 아니다라는 것과 사람들은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더 끌린다는 

내용이다. (B)의 내용은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친절함으로 시작한 사람이 그러지 않은 사람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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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다라는 내용으로 (A)의 뒷받침 이유라 볼 수 있다. (C)의 내용은 영향력의 반영을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 너에게 처음에 친절한 사람과 멍청하게 구는 사람을 제시하며 멍청하게 구는 것으로 시

작하는 사람이 매력적이겠냐고 물어본다. (C)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이 (A)에 있으므로 (C)가 가

장 앞에 위치하영 하므로 (C)-(A)-(B)가 가장 적절하다. 

38. 정답 : ④문장위치

    해설 : 주어진 문장의 내용은 95°C 뜨거운 수프 한 스푼이 한 주전자가 발에 상처를 입히는것보다 낫다는 

내용이다. 열과 온도는 혼돈스러운 두가지 이다라는 내용으로 95°C로 가열하는 수프를예로 든다. ①

다음 내용은 수프 한스푼 ②번 뒤는 주전자에서 한스푼을 덜어내도 같은 온도라는 것 ③번 뒷 내용

은 수프를 입에 가져다가 발에 떨어뜨리는 내용이 나온다. ④번 뒷 내용을 보면 한스푼과 한주전자 

두 경우 다 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아 한 스푼을 떨어뜨리고 주전자에 

대한 언급이 있는 주어진 문장이 나온 후 ④번 뒤 내용이 적절 하므로 정답은 ④번이 가장 적절하

다. 

39. 정답 : ③문장넣기

    해설 : 주어진 문장은 같은 유형의 물건의 전체를 골라낸다는 내용이다. 사람들이 이미지를 찾기위해 광범

위한 사용을 한다는 내용으로 작은 철물류를 작은 항아리들에 정리하는 예를 보여준다. ①번 뒤의 

내용은 무작위를 집어 하나씩 알맞은 항아리에 넣는 것 ②번 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르게 한다

는 내용 ③번 뒷내용은 그것들을 항아리에 넣고 다시 돌아가 다른 종류도 그렇게 한다는 내용으로 

③번 앞에 다른 방법의 언급이 필요하고 주어진 문장이 분류하는 다른 내용으로써 ③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40. 정답 : ②

    해설 : 기업 조직에 2가지 유형의 매니저들의 다른 역할과 자질의 차이점을 언급하며 기능적 매니저들은 

하나의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을 (a) 분석하고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모든 요소들을 (b) 결합하는데 초

점을 둔다는 글  

41. 정답 : ①

    해설 : 이 글은 우리의 식습관이 원치 않는 음식일지라도 접시에 있는 모든 음식을 남김없이 다 먹도록 

강요받았던 구식의 식습관이 좋지 않다는 글 이다

42. 정답 : ①

    해설 : 아이들에게 접시에 있는 음식이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먹도록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부정적 표현의  ① 번 counterproductive (역효과의) 가 정답

43. 정답 : ⑤

    해설 : 할아버지가 은행대출을 받아 추가로 200에이커의 땅을 샀지만 갚을 돈도 없고 목화가격까지 폭락

했기 때문에 (D)에서 그 결과 아빠가 일하러 가게 되었던 내용이 와야 하고 (D)에서 Louisiana에서 

철로 놓는 일을 했다가 일이 끝난 후 다시 철로 놓는 일을 하러 다시 Louisiana 에 갔다는 내용다

음에 (C)에서 아빠가 Louisiana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다음이고 가족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땅을 가져야 한다는 아빠에 말에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며 마지막 (B)에서 아빠는 언젠가 내

가 이해하게 될 것 이라고 말하며 끝남

44. 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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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a) 는 grandpa (할아버지)이고 나머지b),c),d),e)는 papa (아빠)를 지칭 하므로 ① 번이 정답

45. 정답 : ③

    해설 : ③ 번에 ‘big mama'는 60대에도 20대여성처럼 일하곤 했다고 했으므로 틀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