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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18.� 정답 :� 목적 정답 3번

� � � � 해설 :� 필자의 의도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이다.� 50주년을 맞이하여 더 나은 혜택을 주고자 발송한 편지임

을 알 수 있다.� So� we� would� like� to� offer� you� further� benefits에서 정답을 알 수 있다.

19.� 정답 :� 심경변화 정답 1번

� � � � 해설 :�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심경을 언급하는 부분을 찾는 문제이다.� 앞부분에서 ‘~she� wondered.� 'How�

can� I� open� my� heart� ~'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담가를 만나기 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하

는 부분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서 ’I'll� definitely� see� you� online� again!'에서 만남이 잘 이뤄졌고 다

시 만나고자 하는 만족감이 느껴지므로 정답은 1번 doubtful(의심하는)� ->� satisfied(만족하는)이다.

20.� 정답 :� 주장 정답 1번

� � � � 해설 :� 주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을 숙지하여 중반부 이하에서 의도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 두 문장에

서 ‘We� need� more� screenplays� and� novels� that� present� scientists� in� a� positive� light'에서 나타났

듯이 매체에서 과학자를 긍적적으로 묘사해야 한다는 1번이 정답이다.

21.� 정답 :� 함축 의미 정답 2번

� � � � 해설 :� 주제 혹은 빈칸과 비슷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밑줄이 포함된 문장에서 최대한 근거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 첫 문장에서 ‘일하는 습관에서 당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창의적인 일을

먼저하고 반응하는(reactive)� 일을 그 다음에 하는 것이다’에서 주제문을 찾을 수 있다.� 뒤에서 언급하는

구체적인 내용에서 보인 것처럼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상황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 보다는 몇몇 사

람들을 포기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이다’에서 필자의 의도가 드러났다.� 밑줄 친 empty� box는 나

에게 온 모든 메일(요구 사항)을 다 들어 주고 비어 있는 메일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attempting� to� satisfy� other� people's� demands� (다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려 시도하기’이

다.

22.� 정답 :� 요지 정답 4번

� � � � 해설 :� 중후반부에서 주로 필자의 의도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 문장에서 ‘A� well-developed� plan� does� not�

guarantee� that� ~.� It� does,� however,� greatly� improves� its� chances'� -� 잘 만들어진 계획이 모든 것

을 보장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을 놓일 수 있다’에서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정답은 4번 ‘면밀한 계획 수립은 일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이다.

23.� 정답 :� 주제 정답 4번

� � � � 해설 :� 첫 문장에서 소재를 파악하고 그 소재의 속성을 찾아 정답을 찾는 문제이다.� 아이들이 놀이와 이야기로

의 몰입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어릴 적 놀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적용이 된

다는 내용이다.� Instead다음에 필자의 의도문장을 찾아 정답은 4번 ‘continued� engagement� in�

altered� forms� of� play� after� childhood'이다.�

24.� 정답 :� 제목 정답 1번

� � � � 해설 :� 첫 문장에서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인식(social� perception)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손실이 있을 수는 있

지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는 부분에서 필자의 의도를 찾아야 한다.� 권위자의 언급을 이용해 두 번

째 문장을 보고 정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나이에 대한 언급과 첫 문장에서 언급된 사회적 인식이라

는 표현을 모두 포함하는 1번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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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답 :� 도표 정답 2번

� � � � 해설 :� 50~64에 응답자 중 print� book을 읽었다고 한 사람은 59%이고 같은 답을 한 65세 이상의 집단에서

의 응답은 63%이므로 전자가 더 적었기 때문에 higher가� 아니라 lower가� 되어야만 한다.

26.� 정답 :� 내용일치 정답 3번

� � � � 해설 :� 1952년 올림픽에 참여했고 기록을 깼다고 나오므로(breaking� Olympic� records)� 정답은 3번이다.

27.� 정답 :� 안내문 정답 5번

� � � � 해설 :� 공장 안에서 사진 촬영이 허락되지 않는다(No� photography)고 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28.� 정답 :� 안내문 정답 5

� � � � 해설 :� 쉬운 유형의 문제로 선지의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가면서 일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5번 아이스크림과

핫도그가 현장에서 판매된다는 내용을 본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Ice� cream� and� hot� dogs� are�

sold� on� site.

29.� 정답 :� 어법 정답 5

� � � � 해설 :� and� 다음 밑줄은 병렬구조를 물어보는 문제이므로 주어진 단수동사 discovers와 병렬을 이루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앞에서 언급된 to부정사 to� see와 병렬을 이루기 때문에 to가� 생략된 동사원형인 discover

로 바꾸어야 한다.

30.� 정답 :� 어휘 정답 4

� � � � 해설 :� 전반적인 해석능력을 물어보는 문제로 문장과 문장사이의 연결을 논리적으로 판단하여 해결할 수 있다.�

4번 앞 문장에서 ‘과거와의 애착이 강하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에 대한 결과로(As� a� result)� 효율,� 생

산성이 증가한다(increase)라는 표현의 정답여부를 찾아야 한다.� 이어지는 문장에서의 예시(For�

example)에서 ‘클럽의 색깔을 바꾸려는 제안이 과거와의 연결을 깨뜨리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이므로 효율은 떨어지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 따라서 정답은 4번 increase를 decrease로 바꾸어

야만 한다.�

31.� 정답 :� 빈칸 정답 3

� � � � 해설 :� 빈칸에서 언급된 주어(주체)의 속성을 본문에서 찾아 가장 적합한 표현을 골라야 한다.� 부정적 뉘앙스의

'mere;� 겨우/단지‘라는 말과 함께 수집이 일어난다고 했고,� 앞 문장에서 ’사물을 수집하는 것이 더 이상

최신 기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3번 secondary(부차적인)의 되어야 한다.

32.� 정답 :� 빈칸 정답 2번

� � � � 해설 :� 빈칸 문장의 주어는 ‘현재에 편향된 사람들(present-biased)’이므로 그러한 사람들의 속성을 찾아야 한

다.� 'Please� let� me� know� the� risks� -� tomorrow'� /� 'Please� tell� me� what� I� need� to� know� -�

tomorrow'라는 표현을 통해 미래에 해를 끼칠 수 있지만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의 상황에 만족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빈칸에 있는 avoid라는 반대의 내용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현재의 활동을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정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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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답 :� 빈칸 정답 2번

� � � � 해설 :� 추상적이고 비문학의 정수를 이루는 어려운 유형이다.� 어려운 내용일수록 꼼꼼한 해석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필자의 의도를 찾아내야 한다.� 빈칸 문장 주변에서 최대한의 단서를 찾으면,�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우리 인간들이 사자(자연)가� 어디에서 밥을 먹을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했으므로 인간이 자연

생태계에 개입한다는 내용을 찾으면 된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인간에 의해 정해진다’가� 정답이다.

34.� 정답 :� 빈칸 정답 4번

� � � � 해설 :� 실험 결과를 읽고 빈칸의 내용을 추론해야 하는 문제이다.� 유럽의 울새는 이웃(neighbor)인지 낯선 이

(stranger)인지를 자신이 살고 있는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의 여부에 따라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4번 ‘익숙한 노래와 장소(locality)를 연관지운다’가� 정답이다.

35.� 정답 :� 흐름 정답 4번

� � � � 해설 :� 1번 문장 이전에서 주체와 속성을 찾고,� 이어지는 문장들에서 주체나 속성을 벗어나는,� 즉 관련 없는 문

장을 찾아내야 하는 통일성/일관성에 관한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여겨져 온 대가족의 개념이 시대가 변하

게 됨에 따라 굳이 같은 장소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자주 만나고,� 전화 통화하며 다양한 도움을 제공한

다는 점에서 ‘modified� extended� family의 개념의 탄생을 설명하는 글이다.� 하지만 4번에서는 가족의

첫 번째 구성원이 가족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다는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관계없

는 문장은 4번이 된다.

36.� 정답 :� 이어지는 글의 순서 ➀ (A)-(C)-(B)
� � � 해설 :� 이 지문은 ‘landmark’가� 일으키는 공간기준점으로써 일으키는 거리감각의 오류를 설명하는 글이다.� 주어

진 문장에서 먼저 주제를 언급한 뒤 (A)� 단락에서는 이것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이어서 (C)� 단

락에서는 연구의 결과물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 단락의 내용에서 ‘Pierre’� house’와 ‘Eiffel� Tower’� 사이의

거리가 시작 지점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평가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내용을 (B)단락의 ‘This� asymmetry�

of� distance’로 지칭하여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있다.

37.� 정답 :� 이어지는 글의 순서 ➄ (C)-(B)-(A)
� � � 해설 :� 이 지문은 경제학적 개념인 ‘multiple� equilibria’를 설명하는 글이다.� 이 개념을 조선업과 철강업의 투자

결정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어진 문장에서 조선업의 측면을 소개하고

이것이 (C)단락으로 이어진다.� (C)�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관점이 철강업의 측면으로 넘어가며 이것은

(B)단락에서 설명된다.� (B)단락의 마지막에 ‘multiple� equilibria’가� 언급되며 이 것이 (A)단락에서 구체화

된다.

38.� 정답 :� 주어진 문장의 위치 ➁
� � � 해설 :� 이 지문은 조직의 관리자들이 관리 대상자들과 물리적 거리가 멀어졌을 때 생기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

의 해결방법으로 ‘360� degree� evaluation’을 제시하고 있다.� 주어진 문장의 경우 관리자가 직원들과 근

무지가 멀리 떨어져서 부하직원들의 업무수행을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을 문제로 최초 제기하는 문장이다.�

따라서 지문의 맥락이 바뀌는 부분이며 관리자들이 업무수행을 관찰할 수 없음을 언급하는 문장이 나오

기 전인 ➁ 위치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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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정답 :� 주어진 문장의 위치 ➄
� � � 해설 :� 이 지문은 동물의 ‘수면’이 진화 상 수행한 역할과 그 의의를 다루고 있다.� 우선 지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반부는 수면이 신진대사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후반부는

수면이 ‘고래류’의 사례를 통해 ‘수면’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종들에게서도 ‘수면’이 발견되는 것을 근거

로 ‘효율성’이상의 또 다른 이점을 ‘수면’이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주어진 문장은 ‘수면’의 한 측면이

‘환경에 대한 감소된 반응성’이라는 것을 근거로 이전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다.� ‘고래류’에게 ‘감소된 반응

성’이란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측면을

➄ 이후의 this� potential� price로 지칭하고 있다.�

40.� 정답 :� 글의 요약문 완성:�➂
� � � � 해설 :� 이 지문은 영국 귀족들의 조림활동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는 글이다.� 본문의 L.6� ~� L.� 8에서

‘permanence’와 L.� 9� ~� L.� 11에서의 ‘preserved� and� continued� from� age� to� age’를 통해 (A)에 들

어갈 표현은 ‘lasting’으로 특정된다.� 그리고 L.� 13� ~� L.� 15에서 ‘advantage� ~� patriotic� act’를 통해

‘exhibition’을 답을 특정할 수 있다.

41.� 정답 :� 복합 유형 � 글의 제목 ➂
� � � � 해설 :� 이 지문은 ‘the� right� to� privacy’의 해석 또는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했고,� 이에 따른 문제점 또는 어

려움을 언급하고 있다.� 글의 대의파악의 관점에서는 1� 문단의 해석 이후 2� 문단이 위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다루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1� 문단의 L.� 5에서 ‘However~’부터 이전과 현대의

‘privacy’의 개념이 변하였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privacy’에 대한 위협들로 인해 ‘right� to�

privacy’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새로운 문제가 되었음을 설명한다.� 따라서 지문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함

축할 수 있는 제목은 ➂ “The� Right� to� Privacy:� Evolving� Concepts� and� Practives”가� 타당하다.

42.� 정답 :� 복합유형 � 어휘 판단 ➁
� � � � 해설 :� 이 글은 ‘privacy’의 개념이 변화하면서 ‘the� right� to� privacy’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새로운 문제가

되었음을 설명한다.� 따라서 (b)� ‘easier’는 잘못된 표현이며,� ‘harder’� 또는 (more)� challenging’�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43.� 정답 :� 복합유형 � 글의 순서 ➂ (C)-(D)-(B)
� � � � 해설 :� 이 지문은 ‘Mia’,� ‘Rebecca’,� ‘Sophia’� 세 친구가 래프팅을 하면서 겪은 일을 서술하고 있다.� (A)� 단락은

세 친구가 래프팅을 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으며 마지막에 ‘Mia’가� ‘Sophia’에게 두렵지 않은지 묻고 있

다.� 따라서 이 질문에 ‘Sophia’가� 대답하는 한편 래프팅이 끝나고 주변 경치에 감탄하는 (C)� 단락이 다음

에 이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는 Mia가� ‘Colorado’에서 하는 래프팅이 최고라는 감탄에 대해서

‘Rebbeca’가� 동의하는 (D)� 단락이 이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Mia’가� ‘Sophia’에게 물을 두려워하

는 줄 알았다고 하자 ‘Sophia’가� 자신이 래프팅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마지막

으로 ‘Sophia’의 이야기에 ‘Rebecca’가�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이는 (B)단락이 이어질 수 있다.

44.� 정답 :� 복합 유형 � 지칭 대상 ➁ (b)
� � � � 해설 :� 이 글에서 (b)는 ‘Rebecca’를 가리키는 반면,�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Sophia’를 가리킨다.

45.� 정답 :� 복합 유형 � 내용 일치 ➄
� � � � 해설 :� (D)� 단락의 L.� 4� 이후의 내용을 보면 ‘Sophia’는 대학 졸업 전에 모험을 하고 싶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➄ “‘Sophia’는 용기를 시험할 모험을 대학 졸업 후에 하길 원했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