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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유형 및 난이도] 설명 추론 (하)

역 (홀수형)

[어휘] symptom 증상

정답 해설 [1번-17번] 듣기, 말하기 문제

dizziness 어지러움
cold sweating 식은땀이 남
result in ~라는 결과를 낳다

1. [문제유형 및 난이도] 그림 찾기 (중)
[어휘] a good selection 선택할 좋은 것

throw up 토하다

a square table 직사각형 테이블

be exposed to ~에 노출되다

a round one 둥근 모양 것

rock (동) 흔들거리다

rest for the back 등받이

suffer from ~으로 고통을 겪다

seat 좌석

prevent 막다
up to ~까지

[해설] 그림을 고르는 문제는 조건을 고르는 문

not necessarily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제이다.

prescription 처방전

(1) round one이라는 조건, (2) rests for the
back 그리고 (3) four seats를 가진 것을 조건을

[해설] 적절한 약을 찾기 위해서는 방송이 설명

따라가면 ③번 모양의 테이블이 선택된다.

하는 증상에 집중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어째서

정답 : ③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설명하고 있다. 흔들거리
는 운동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고, 자동차, 배,
비행기로 여행할 때 생기는 증상이라고 하니, 이

2. [문제유형 및 난이도] 심정 추론 (하)

증상은

[어휘] pick up the phone 전화를 받다

‘멀미’(carsickness,

seasickness,

airsickness)가 분명하다. 따라서 약도 ‘멀미

keep calling 계속 전화하다

약’을 선택할 수 있다.

complete 끝마치다

정답 : ②

due at 5 p.m. 오후 5시가 마감이다.
didn't work 작동하지 않다

4. [문제유형 및 난이도] 할 일 추론 (하)

lost my patience 인내력이 바닥나다
a combination 조합

[어휘] memorable 기억할만한

deadline 마감시간

city tour 시내 관광

frustrated 좌절한

by the way 한편

jealous 질투하는

representative 대표자

indifferent 무관심한

be supposed to ~할 예정이다; ~해야 한다.

grateful 감사하는

a welcome sign 환영 표지판

[해설] 심정을 찾는 문제는 전체적인 대화의 요

[해설] 해야 할 일을 선택할 때는 대화의 마지막

지만 알아도 정답이 찾아진다.

에 집중해야 한다. 상황은 ‘대만에서 학생들이

남자가 적어준 비밀번호는 ol3456인데, 여자는

방문’을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여

이것을 013456으로 받아 들였기에 비밀번호가 옳

자는 학교의 대표로 공항에 그들을 만나러 가야

지 않아 남자가 보내준 파일을 열지 못하고 있

한다고 말하고, 그래서 여자는 환영 표지판을 만

다. 게다가 작업을 마쳐야 하는 마감시간이 30분

들어서 나가야 하는데, 남자가 바쁜 여자를 대신

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부터 작업을 해도 시간 내

하여 그 일을 해준다고(I'll make one for you)

에 마치지 못하는 처지이다. 따라서 여자의 심정

하니 남자의 할 일은 ‘환영 표지판’을 만드는

은 무척 좌절한 상태이다.

것이다.
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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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제유형 및 난이도] 요지 추론 (중)

5. [문제유형 및 난이도] 요금 계산 (상)
[어휘] standard fare 표준 요금

[어휘] temperature 온도

per person 한 사람 당

a heater 난방기기

senior citizen 노인들

an electric blanket 전기담요

go ahead with the reservation 예약을 계속 진

whenever you wants 네가 원할 때마다

행하다.

[해설] 두 사람이 난방기기를 찾는 다는 것은 쉽
게 들린다. 그리고 여자가 제안하는 '담요’(a

[해설] 계산 문제로 3점이 배당되었다. 지불할

new blanket)에 대해서도 남자가 ‘전기담요’가

요금을 묻는 문제가 늘 그러하듯이 구매할 티켓

좋겠다고 응답하니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는

이 몇 장이며, 각 티켓은 기본요금에서 얼마만큼

데, 약간의 함정이 있다. 여자가 남자에게 오늘

이 할인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기본요

‘쇼핑몰’에 간다고 했으니 거기서 사오라고 부

금은 한 사람 당 $100이다. 어른 2명에 아이 1명

탁한다. 그래서 정답이 ④ to buy an electric

의 티켓을 원한다. 먼저 아이의 티켓은 40%가 할

blanket 인데, ‘쇼핑몰’에 간다는 것에서 ②의

인되는데 여자의 아이는 할인 범위 (2살~11살)에

‘인터넷’ (from the Internet) 구매로 잘못 오

해당되지 않는 13살이다. 그런데 어른 중 한명은

인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는 직접 가는 쇼핑몰이

노인이래서 경로 할인 10%을 받을 수 있다. 결론

니 인터넷 쇼핑이 아니다.
정답 : ④

적으로 3명 모두 어른 기본요금을 내야하는데,
노인 한명만 경로할인 10%을 받으니 $270를 내게
된다.

8. [문제유형 및 난이도] 장소 추론 (하)
정답 : ⑤

[어휘] reporter 기자
photographer 사진기자

6. [문제유형 및 난이도] 말의 목적 (중)

article 신문 기사

[어휘] facility 시설

deadline to meet 맞추어야 할 마감시각

not have to ~할 필요가 없다

daily morning edition 매일 조간신문 판

belongings 소지품

dynamic place 역동적인 장소

located ~에 위치한
main entrance 정문

[해설] 장소를 찾는 문제는 추론 문제로 비교적

present 제시하다

쉬운 유형이다. 우선 견학을 온 학생들이 미래

charge 비용

‘기자’, ‘사진기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

make good use of ~을 잘 이용하다

고 설명하고 장소들이 ‘기사’를 쓰는 장소이
고, ‘조간 판’의 인쇄 시각을 묻는 것으로 보

[해설] 말의 목적을 묻는 문제인데, 엄밀하게는

아 틀림없이 신문사의 기사를 쓰는 곳이다.
정답] ②

소개하는 시설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의 성격이
다. 이 시설로 인해 ‘코트와 가방을 가져 올 필
요가 없다’(you will not have to carry your

9. [문제유형 및 난이도] 관계 추론 (중)

coats and bags)고 하며, 이 시설은 1층 정문에

[어휘] do a scene 장면을 찍다

서 오른쪽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공연 전에 이

main actor 주인공 배우

곳에 자신의 소지품을 맡겨 둘 수 있는 물품 보

be supposed to ~할 예정이다

관소임을 알 수 있다.

to perform 실행하다
정답 : ⑤

in place of ~을 대신하여
lift your face up 주름살을 펴다
glue (동) 풀을 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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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d 턱수염

서 조건을 줄여 가는 것이다. 남자는 목요일이

fall off 떨어지다

불가능하고, 여자는 토요일이 안 된다고 했으니

make-up 화장

두 요일을 지우고, 남자와 여자는 pre-show talk
에서 감독을 만나자고 (let's meet the director

[해설] 두 사람의 직업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단

in the pre-show talk even though it's not

서가 되는 부분이 아주 뚜렷하게 표시되고 있다.

free)했으니 조건에 맞는 날짜는 13일(Friday)

남자는 주연배우(main actor)를 대신하여 건물의

밖에 없다.
정답 : ③

지붕에서 떨어진다고 하며, 또 위험한 일이라고
하니 ‘스턴트 배우’가 분명하고, 여자는 남자
에게 풀로 수염을 붙여준다고 하고, 또 더 많은

12. [문제유형 및 난이도] 내용일치 (상)

화장을 원하는지 묻는 것으로 보아 ‘분장사’가

[어휘] category 범주, 부문

틀림없다.

qualifying round 예선전
정답 : ②

participant 참가자
compete for ~을 위해서 경쟁하다

10. [문제유형 및 난이도] 결론 찾기 (하)

according to ~에 따라서

[어휘] put on a magic show 마술 쇼를 펼치다.

past winner 지난번 우승자

make a bird disappear 새를 사라지게 하다

grand prize 최고상

cage 새장
[해설]
[해설] 할 일을 찾는 문제는 언제나 마지막에 정

내용일치는 비교적 어려운 문제이다. 보기의 내

답을 들려준다. 그러니 전체적인 상황만 이해하

용도 조금씩 내용과 다르게 만들어서 착각을 일

면서 마지막 대사를 기다려야 한다. 남자와 여자

으키기 쉬운 3점 난이도 문제로 간주해도 좋을

가 할아버지 생일을 위해서 ‘마술쇼’를 하기로

것 같다. ① 세 부문 참가는 쉽게 찾았고, ② 15

했다는 사실까지만 따라 오면 된다. 마지막에 남

개국에서 대표하는 60개 팀이 나왔다. 15는 나라

자가 ‘의상을 빌려야 한다’고 하니 여자가

의 숫자이고 60은 팀의 숫자이다. ③ 심사 기준

‘그 일을 대신해 준다’(I'll do that)라고 말

은 자명하다. ④ judges는 past winners라고 했

한다. 따라서 여자가 할 일은 마술 의상 빌려오

다. ⑤ 결선 진출자에게는 World Tea Rating이

기가 된다.

주어지고,
정답 : ④

최종

한

명의

우승자에게는

Tea

Master 호칭이 주어진다. 따라서 ⑤의 내용이 약
간 틀리게 되어 있다.
정답 : ⑤

11. [문제유형 및 난이도] 날짜 고르기 (중)
[어휘] what's on stage? 무엇을 상연하고 있니?

13. [문제유형 및 난이도] 그림에 적절한 대화 (하)

can't make it (약속)을 지키지 못하다
even though ~임에도 불구하다

[해설] 수영장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적절한 대

reserve 예약하다

화를 고르는 쉬운 문제, [1점]짜리이다. 수영장
[해설] 달력에서 적절한 날짜를 고르는 문제, 달

에서 일어날만한 대화는 ⑤번 밖에 없다.

력에 표시된 정보를 우선 먼저 파악해야 한다.

① 여 : 이 의자가 얼마인가요?

Pre-Show

Talk가

진행되는

요일은

Friday,

Saturday이다. 그리고 Post-Show Discussion이
이루어지는 때는 Wednesday, Thursday, Sunday이

남: 세일해서 $10입니다.
② 여 : 나무 꼭대기의 저 고글을 봐.
남: 누군가 떨어뜨렸음이 틀림없어.
③ 여: 당장 호각을 부는 것을 멈춰.

다.
달력에서의 정보 찾기가 끝났으면 대화를 들으면

남: 알았어. 그만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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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여: 네 손에 들고 있는 책을 내게 보여줘.

또 남자의 의문 ‘같은 모델의 모니터를 써야 하
는가’에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며 창고에

남: 알았어. 여기 있어.
⑤ 여: 당신은 수영 모자를 써야 합니다.

서 남는 모니터가 있다고 한다. 남자는 당연히

남: 죄송해요. 쓰는 것을 잊었어요.

‘가서 찾아볼게’ (Thanks for the tip. I'll
정답 : ⑤

go see if I can use it.)라고 해야 적절하다.
정답 : ④

14. [문제유형 및 난이도] 응답 찾기 (중)
16. [문제유형 및 난이도] 응답 찾기 (중)

[어휘] package 소포
be sold out 다 팔리다

[어휘] how to get there 그곳에 도착하는 방법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recommendation 권장, 추천

check it out 점검해 보다

take three hours 세 시간이 걸리다
three times cheaper 세배가 더 싸다

[해설] 응답을 찾는 문제는 대부분 ‘문제의 발
생, 또는 선택의 문제, 또는 어떤 제안에 대한

[해설] 선택을 하는 대화이다. 여자가 교통편에

의견’으로 대화의 내용이 구성된다. 여기서는

대한 선택을 고민하고 있고, 남자가 정보를 전해

게임 DVD가 프랑스어로 되어 있어서 영어판이 필

주고 있다. 이 정보에 따라서 여자가 선택하는

요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

것이 무엇인지 고르면 응답이 된다. 여자는 ‘요

는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면 된다. 남자는 게임회

금이 싸고 시간이 적게 걸리는 교통편’을 원한

사들이 언어지원(language support)을 웹사이트

다. 우선 열차가 2시간 30분 소요되며 비행기가

에서 할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여자 역

1시간이 소요되어 비행기를 선택한다고 하나, 남

시 이 회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인지 다른

자의 추가 정보에 따르면 공항게 가는 시간이 2

언어지원을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여자

시간이 걸리니 결국 비행기를 이용하면 3시간이

의 응답은 ‘I'll go to the website right

걸린다고 한다. 또한 요금도 열차가 3배나 싸다

now.'가 적절하다.

고 하니 여자가 선택할 교통편은 당연히 기차일
정답 : ②

것이다. ‘열차를 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네’
(I think taking the train will be better for

15. [문제유형 및 난이도] 응답 찾기 (중)

me.)가 정답이다.
정답 : ③

[어휘] drop by 들르다
pick up the budget report 예산 보고서를 가져

17. [문제유형 및 난이도] 상황의 말 찾기 (하)

가다
how come ~ ? 어째서

[어휘] puppy 강아지

write up 작성하다

be not worth treating 치료할 가치가 없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survival 생존

statistics program 통계 프로그램

becomes deeply saddened 심하게 슬퍼하다

storage room 창고

precious 귀중한

tip 충고; 제안

deserve ~할 자격이 있다.
be touched 감동을 받다

[해설] 여기서는 제안에 대한 두 사람의 대화 끝

even though ~임에도 불구하고

에 나오는 응답을 찾는 문제이다. 남자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모니터에 열어놓고 작업

[해설]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할 말을 찾는 문

을 하고 있자, 여자는 두 개의 모니터를 쓸 것을

제인데, 오늘의 문제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매우

제안한다. 여자의 설명에 따르면 두 개의 모니터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너무 약해서 찾아간 동물

가 하나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으면 가능하고,

병원에서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강아

정보에듀 외국어영역 홍기하, 박상준, 서정학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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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Julie가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다. 이를 본

[해설] 평이한 문제로써 문두에, 편지를 받자마

아버지가 감동을 받아서 강아지를 살리는데 딸을

자 flattering이라는 단어가 잘못되었고 부정적

돕고 싶어한다.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는 멀리 있

의미를 가질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제 3

는 다른 병원에 가서 강아지를 치료받게 하자고

문에서 should have used some word 라는 표현으

말하려고 한다고 상황이 제시된다. 가능성 있는

로 단어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유감스러워 하는 문

많은 말이 있겠지만 보기는 직선적인 답을 제시

장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목적은 단어를 잘못

한다. ‘Cheer up. Let's take it to another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문임을 알 수 있다.
정답 : ③

hospital.'
정답 : ②

21. [문제유형 및 난이도] 선택형 어법문제 (난이도 상)
18. [문제유형 및 난이도] 지칭추론 (난이도 중하)

[어휘]furnish 공급하다
dependent 의지하는,의존하는

[어휘] enforceable 집행할수있는
right 권리

[해설] (A)에는 동사의 능동태와 수동태를 묻는

compensation 배상,보상

문제로 뒤에 the nighttime separation of baby
[해설] 마지막 문장을 우선 독해한다는 리딩스킬

(아기를 밤 시간에 따로 분리하는 것)이라는 명

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최근 출제성향을

사구가 타동사 encourage의 목적어가 되기 때문

그대로 보여준 형태로써 제3문과 4문을 독해하

에 능동태로 표현되어야 하며, has encouraged가

면, 서로간의 동의에 의해 만들어지고, 한쪽이

맞다.(현재완료+능동태)

제안하고 한쪽이 받아들이며, 어느 한 쪽이 약속

(B)에서는 명사 a child 뒤에 who / whom의 선택

을 유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보상해야 한다는

문제는 관계대명사의 격의 문제로 관계 대명사절

내용이므로 this가 가리키는 것은 계약임을 알

이 주어가 없이 동사 sleeps로 시작했기 때문에

수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맞다.
정답 : ①

(C)는 형용사와 부사의 선택문제로 작년에 출제
되었던 것이 다시 출제 되었다. 명사 Cultures

19. [문제유형 및 난이도] 지칭 대상이 다른 것 고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diverse가 와야 한
다.

르기 (난이도 중)

정답 : ①

[어휘] encyclopedia 백과사전
[해설] 마지막 지칭 대상이 다른 하나는 처음 두

22. [문제유형 및 난이도] 선택형 어법문제 (난이도 상)

개의 인칭 대명사가 중요한데 1번과 2번의 대명

[어휘] accurate 정확한

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둘 다 주인공임을 알 수

geographical 지리학의

있다. 문단 중간에 주인공의 아버지가 새로운 등
장인물로 나오면서 4번 선택지에서 백과사전에서

[해설] ①번은 than 뒤에 밑줄이므로 비교대상의

정보를 찾아 숙제를 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일치 문제다. 앞에 missions(복수)가 비교대상이

“he added” 에서 he는 아버지가 된다.

므로 ones(복수)로 표현한 것은 맞는 표현이다.
정답 : ④

②번은

수와

양의

표현으로

of뒤에

명사

equipment가 단수이므로 much는 맞는 표현이다.

20. [문제유형 및 난이도] 글의 목적 (난이도 중하)

③번은 and 뒤에 밑줄이 들어가 있으므로 병렬구

[어휘] flattering 아첨하는,알랑거리는

조를 묻는 문제이다. 앞에 to 부정사가 없으므로

negative 부정적인

to place를 placing으로 고쳐야 한다.

complimentary 칭찬하는

④번은 도치문의 수의 일치에 해당된다. 주어가
a computer 이므로 단수동사 is는 맞는 표현이

정보에듀 외국어영역 홍기하, 박상준, 서정학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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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목표였으나, 빈칸 앞에 however 뒤를 읽어보면

⑤번 as뒤에 주어동사가 나와 접속사 as는 맞는

다른 방식으로 의학을 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

표현이다.

급해서 23번과 같은 비평문의 단락구조를 띠고
정답 : ③

있다. 따라서 이글의 주제는 환자의 특성을 고려
해서 다른 처방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추론이 가

23. [문제유형 및 난이도] 무관한 문장 고르기 (난

능하고 따라서 빈칸은 patient individuality가
들어가야 한다.

이도 중)

정답 : ②

[어휘]disappear 사라지다
rub 문지르다

26. [문제유형 및 난이도] 빈칸추론 (난이도 상)
[해설]이 유형은 문두에서 주제를 파악해야 하는

[어휘]reverse 역,반대

데 주제가 습관을 깨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을 찾
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부연설명에

[해설]빈 칸이 마지막 문장에 위치한 추론문제로

서 긁는 습관을 대신하는 것으로 손바닥에 로션

이 문항은 전체적으로 내용파악에 다소 어려움이

을 문지르거나, 두드리는 것을 제시했는데 ④번

있어 주제파악이 명확히 안 될 수 있고, 따라서

선택지에 내용은 기계를 사용하라는 내용이므로

추론이 어려운 고난도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에 어긋난 내용이 된다.

주제는 사람은 자신에게 친숙한 것들을 좋아한다
정답 : ④

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사례로 사진현상을 두 가지 방식으

24. [문제유형 및 난이도] 빈칸추론 (난이도 중상)

로 하면 본인은 매일 아침에 거울에서 보는 사진

[어휘]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을 좋아하고 친구는 일반적인 시간에서 더 잘 나

discomfort 불쾌,불안

온 사진을 선호한다는 문장이므로, 빈칸 안에는
세상이 보는 사진(the one the world sees : 일

[해설] 빈 칸이 마지막 문장에 위치해 있는 유형

반적으로 더 잘나온 사진)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 : ③

은 주제를 찾아서 추론하면 된다. 이 단락의 주
제는 현대인들이 즉각적인 결과와 만족을 기대한
다는 문제점을 비판하는 비평문의 형태로 빈칸

27. [문제유형 및 난이도] 빈칸추론 (난이도 상)

바로 앞에 역접 연결사 but 뒤에 문장이 주제문

[어휘]auditory 귀의,청각의

이 된다. 만족감을 미루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나

psychologist 심리학자

왔으며, 이를 바꾸어 말하면 인내심이 중요하다

static 정적인

는

것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해설] 빈 칸이 첫 번재 문장에 있는 유형은 부

Patience가 된다.
정답 : ②

25. [문제유형 및 난이도] 빈칸추론 (난이도 중상)

연문(예시, 상술, 인용, 실험등)을 토대로 주제
를 추론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단어와 문장의

[어휘] conventional 전통적인

수준이 높아 내용파악이 어렵고 선택지의 독해또

effectiveness 유효,효과적인

한 어려워 고난도 문항이다. 사이사이 잡음과 문

recognition 인식,인정

장을 섞은 레코드 테입은 다른 인지 경로를 가지
고 있어 사람들이 식별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해설] 빈 칸이 중간에 위치해 있는 유형도 주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인지능력에 대한 그 자신

를 찾고 빈칸 뒤에 내용이 집중하면 쉽게 추론이

만의 버전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한 ③번

가능하다. 이 글의 주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이 되어야 한다.

약과 치료절차를 적용시키는 것이 의학의

정보에듀 외국어영역 홍기하, 박상준, 서정학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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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문제유형 및 난이도] 빈칸추론 (난이도 상)

31. [문제유형 및 난이도] 어휘 선택문제 (난이도 중)

[어휘] interpretation 해석,설명

[어휘] reputation 평판,명성

alienation 정신이상

coverage 적용범위

commentary 논평,설명

conduct 행동하다, 이끌다

[해설] 주제파악이 어렵고 주제를 말 바꾸기 식

[해설] 박스 안에 단어 자체가 모두 수능 기출로

으로 표현한 문장에 빈칸이 들어가 있어 상당히

구성되어 있으며, 문장내용파악도 그다지 어렵지

고난도 유형에 해당된다. 작가는 극장에서 무대

않았기 때문에 평범한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 연극을 단순한 즐거움을 제공할 목적 보다

설문지에 대한 반응은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는 교훈을 이끌어 낼 목적이 있으므로 관객은 무

다는 내용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A)에서 항공사

대 위에 실제 공연으로부터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에 대한 명성은 비행기 추락하고 후에 피해를 입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는다(damaged)가 맞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B)의
정답 : ③

선택박스가 나왔으므로 favorable가 맞다. 마지
막에 중립적인 환경에서는 보다 명확한 조사가

29. [문제유형 및 난이도] 분위기 (난이도 하)

행해질 수 있다가 적절함으로 (C)에서는 valid가
적절하다.

[어휘]log 통나무,무감각한것

정답 : ③

cross-legged 다리를포갠
[해설] 분위기 문제는 사람묘사냐 장면 묘사냐에

32. [문제유형 및 난이도] 연결사 문제 (난이도 중)

따라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 문제는 장면묘사중

[어휘] relevance 적절,타당성

심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임을 문두에서

reconciliation 화해,조정

부터 알 수 있어 다소 난이도가 떨어진 문제라고
[해설] (A)를 중심으로 앞에서는 과거에는 독립

볼 수 있다.
정답 : ①

적이기 때문에 전쟁과 폭력에 대해서 적절성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으며, 뒤에서는 오늘
날 상호 의존적이므로 전쟁의 개념이 구시대적이
라고 했다. 따라서 역접의 연결사 However가 적

30. [문제유형 및 난이도] 그림 설명문 (난이도 중상)

절하다.
(B)는 앞에서 전쟁을 부정하는 내용이 언급되고

[어휘] dew 이슬

뒤에서 폭력에 대한 개념은 어울리지 않다로 나

transmitted 보내다

왔으므로

intensity 강렬,집중

인과관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Therefore가 적절하다.

[해설] 그림이 다소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나, A와 B를 비교해 보면 레이져로 쏘았을

정답 : ②

33. [문제유형 및 난이도] 주제 찾기 (난이도 중)

때 표면에 반사되는 빛을 수신가가 받을 때 B그

[어휘] overwhelming 압도적인,저항할수 없는

림은 바닥이 불규칙해서 반사 빛이 흩어지고 있

elaborate 공들인,정교한

으므로 수신기에 의해 관측된 빛의 강도는 감소
해야 맞다. 따라서 increases를 decreases로 바

[해설] 문두에서 가장 좋은 반응은 무엇인가? 로

꾸어야 한다.

묻고 바로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정답 : ⑤

남김으로써~ 가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 글의 주제
는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기 위한 침묵의 중요성
이 된다.
정답: ⑤

정보에듀 외국어영역 홍기하, 박상준, 서정학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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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문제유형 및 난이도] 주제 찾기 (난이도 중)

proper 지역, 특성
organic 유기농

[어휘]ecosystem 생태계
integral 없어서는 안될
photon 광자

[해설] 일반적인 일치, 불일치 문제와 마찬가지

interdependence 상호의존

로 지문의 내용과 보기의 순서가 일치되게 배열
되어있다. Chattanooga지역이 여러 개의 동굴들

[해설] 문두에서 생태계의 모든 요소는 다른 요

의 발견과 더불어 탐험가들을 불러 모은다는 내

소에 의존한다는 단정적인 문장이 언급되어 있어

용이다.

주제를 ‘자연요소의 연계성’으로 쉽게 판단할

(proceeding)"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에 완성

수 있다.

되었다(completed last year)"는 부분이 본문의
정답: ①

다만

강변복구사업이

"진행되고

내용과 다르므로 4번이 정답.
정답 : ④

35. [문제유형 및 난이도] 도표 불일치 문제 (난이
38. [문제유형 및 난이도] 글의요지

도 중)
[어휘] period 기간

[어휘]

productivity 생산성

vagueness 모호함
issue

(명령을) 지시하다

[해설] 노동 생산성의 성장률과 근무시간의 성장

clarity 명확함

률을 연도별로 비교한 도표이다. ⑤번 도표를 보

specificity 구체적 서술

면 1995-1999년 마지막 도표에 검정부분이 노동
생산성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가장 높다고 표현되

[해설] 글의 요지 및 주장하는바 등이 갖는 일반

었으나, 1960-1969년의 막대를 보면 검정색 부분

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문제이다. 서두

이 2.73으로 가장 높다.

부분에서 제시한 것과 일치되는 결론이 내려지는
정답: ⑤

첫

번째

유형과

서두부분과

상반된

내용을

however, but, nevertheless등의 역접의 접속사
를 통해서 뒤집는 두 번째 유형중 전형적인 두

36. [문제유형 및 난이도] 일치 문제 (난이도 중)
[어휘] solitary 혼자의,외로운

번째 유형에 속하는 문제이다. 서두에서는 소방

dorsal 등,지느러미의

업무와 같이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의
사소통에 있어서 오해를 통한 혼선이 없어야 하
The

기 때문에 상사가 부하에게 명확한 명령을 내려

smallmouth has a serises of dark vertical

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처럼 실용적인 일

bands along its sides(검은 수직밴드가 옆쪽을

이 아니라 소방서의 벽면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따라 있다)는 표현이 나오므로 일치하는 것은 ⑤

같은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면 일일이

번이다.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보다는 다소 모호하게 지시

[해설]

글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정답: ⑤

를 내리는 것이 상상력에 대한 여지를 남길 수
있다고 필자는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초반에
서 언급된 것보다는 초중반부터 언급되어 결론까

37. [문제유형 및 난이도] 불일치문제
[어휘] before long 곧

지 다다른 “모호한 말의 유용성”이 글의 전체적
인 요지에 해당된다.

within an hour's drive of ~ ~에서 한 시간 거
리에 있는
peddle 노를 젓다.(보트를 타다)

정보에듀 외국어영역 홍기하, 박상준, 서정학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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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문제유형 및 난이도] 글의요지

시도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다.”인데 이 문장을

[어휘] Old habits die hard 오래된 습관은 없애

보았을 때, 보기 문장 앞의 내용은 “지리학적으

기 힘들다.

로 중요한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했다”임을

Time waits for no man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

유추할 수 있고, 뒷 문장은 문화적 중심에 놓였

지 않는다.(시간을 소중히 여기자)

을 때의 상황이 서술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③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백짓장도 맞들

이 정확히 답이 될 수 있다.
정답 : ③

면 낫다.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s 행동이 말보

41. [문제유형 및 난이도] 글의 제목

다 중요하다.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

[어휘] property 재산, 특성

내 것을 소중히 여기자.

give away 거저 주다

measure up to~ ~에게 잘 들어맞다.

consist in~ ~에 위치하다

no more A than B B보다 더 A 한 것은 없다.

abandon 버리다

yield 만들어 내다.

contemporary 동시대의, 현대의

in terms of ~ ~의 관점에서 볼 때

exhibition 전시
requirement 요구사항

[해설] 글의 요지 및 주장하는바 등이 갖는 일반

unresolved 풀리지 않는

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문제이다. 서두
부분에서 제시한 것과 결론부분의 내용이 같은

[해설] 글의 제목에 해당하는 문제는 항상 매력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문제이다. 말이 갖는 다

적인 오답이 숨어있는데 이번 문제의 경우도 예

양한 해석의 특성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의 전달

외가 없다. 시간에 촉박해서 문제를 풀다보면 구

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에 있어서 차라리

시대와 현대의 예술의 차이를 서술한 것으로 보

리더는 명령이라는 말보다는 본인 스스로의 역할

일수도 있기 때문에 ③번의 오답을 선택할 수도

모델(전형적인 예)을 보여줌으로써 효과적으로 집

있다. 하지만 글 전체의 내용은 단순한 시대적

단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결국 백 마

배경에 따른 예술의 차이나 갈등이 아니고 예술

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효과적이라는 4번

의 가치가 “예술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나” 아니

속담이 본문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면 “만들어진 작품에 있나”에 초점이 맞춰지고
정답 : ④

있다. 결국 예술을 평가할 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②번이 답이

40. [문제유형 및 난이도] 문장삽입

다.
정답 : ②

[어휘] now that ~이기 때문에
centrality 중심(성)
namely 즉(다시 말해서)

42. [문제유형 및 난이도] 글의제목

draw on 이끌어 내다

[어휘] vivid 생기발랄한

notion 개념

strikingly 눈에 띄는
companion 동료, 친구

[해설] 보기의 주어진 문장에서 지시사 또는 접

the lonely 외로운 사람

속사를 통해서 보기문장의 앞내용과 뒷내용을 유

assure 확신을 주다

추하고 들어가야 하는 대표적인 문제이다. 보기
문장의 내용이 “그러나 이제 경제라는 것은 실질

[해설] 글의 제목에는 본문에서 쓰인 주요어휘가

적인 물건에 의하기 보다는 정보의 교류에 의해

가급적이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동의어로 제

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리학적으로 중심에

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정답일 확률이 크다. 3살

위치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중심에 놓이고자 하는

반 된 아이가 만들어낸 그 아이만의 상상속의 친

정보에듀 외국어영역 홍기하, 박상준, 서정학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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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있다고 해서 이 아이가 혼자서 노는 외로운

주장하는 바를 제시하고 결론부분에서 다시 한

아이는 아니며, 오히려 상상력이 풍부하며 우수

번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 즉 서두부분에서

한 아이라고 필자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주장하

필자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고 있다. 결국 본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상

어께를 두드려주거나 포옹하는 것 없이 어떻게

상”이라는

“친구”라는(companion,

친밀감을 상대방이 느끼게 대화를 할 것인가에

playmates, friend) 어휘가 들어간 ④번 “아이가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본문에서 상

만들어낸 상상의 친구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대방을 이름을 마주했을 때보다도 더 자주 불러

있나”가 정답이다.

주면서 대화를 하라고 명확히 해결책을 제시하고

어휘와

정답 : ④

있다.( Just use your caller's name far more
often than you would in person. ) 결국 정답

43. [문제유형 및 난이도] 글의 순서

은 ⑤．
정답 : ⑤

[어휘] favor
single out

45. 문장요약

batter 반죽

[어휘] except for ~ ~을 제외하고
[해설] 문장의 삽입 문항과 마찬가지로 글의 순

upright 위로 세운

서를 배열하는 문제는 역시 지시사와 접속사가

challenging 힘든

중요하고, 여기에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서술된

not so A as to B A해서 결국 B하지 않기 위해

문항이라면 말 그대로 시간적 순서에 따른 인과

서

관계를

deliberately 고의로

생가하면

문제가

좀

더

수월해진다.

Rosalyn의 부모는 아이들을 공평하게 항상 다루

A on the one hand and B on the other

고자 노력하고 있고 Rosalyn의 생일이라고 해서

(hand) 한편으로 A하고 또 다른 한편으론 B

예외는 아니여서 생일 케익까지도 같은 크기로

alternately 번갈아서

Rosalyn의 자매들에게까지 만들어 준다는 내용이
다. 보기의 주어진 부분은 Rosalyn이 좋아하는

[해설]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고 핵심적인 내

케익을 생일날 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이고, (A)는

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유형의 문제이다. 한

생일 케익을 받자마자 Rosalyn이 실망했다는 내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단지 고리던지기 게임만

용이고, (B)는 Rosalyn의 어머니가 Rosalyn만을

놓인 방에 있을 때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이 놀

위한케익은 만들어 줄 수 없다는 내용, (C)는 하

이는 하는데 고리를 끼우기 위한 막대의 위치를

지만 결국 케익을 만들어 주었다는 내용이다. 그

너무 멀게 해서 스스로 좌절할 정도로 하지도 않

러므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처음에는 Rosalyn만

고 너무 가까워서 지루해지지도 않을 정도의 거

을 위한 케익 만들기 거절(B), 그러나 결국 만들

리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결국 좌절과 지우함의

어 줌(C), 그러나 Rosalyn은 케익을 받자마자 실

중간에서 적당한 긴장감을(tension) 유지하기 위

망(A)로의 연결이 가장 자연스럽다.

해서 고리와 막대의 거리를 적당히 조절한다는
정답 : ③

(balance) 내용이므로 정답은 ②.
정답 : ②

44. [문제유형 및 난이도] 필자의 주장
[어휘] closeness 친밀감

46~48. [문제유형 및 난이도] 장문독해

pat (가볍게) 두드리다

장문독해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문제로 글의 순서

shower A with B A를 B로 흠뻑 적시다

배열, 빈칸 또는 필자의 주장, 글의 내용 일치,

manipulative 조작된, 인위적인

불일치중에서 글의 배열과 빈칸문제, 글의 일치
로 이뤄진 유형이다. 일치 불일치 문제가 있음을

[해설] 서두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본론에서

유념해서 글을 읽어가야 두 번 반복해서 읽는 실

정보에듀 외국어영역 홍기하, 박상준, 서정학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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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줄일 수 있는 유형이다. 또한 불일치 문제

homely 못생긴

이므로 보기를 빠른 속도로 읽어봄으로써 본문의

crooked 구부러진

내용을 짐작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이점이 생긴다.

odd-looking 이상하게 생긴
chop 썰다

46. [해설]주어진 단락 (A)에서 필자의 집 거실에
액자에 들어있는 글귀가 있는데 “길가(다른 사람

[해설] 문제가 요구하는 바는 필자(I)에 관한 내

또는 다른 새로운 것과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위

용이므로 ④번의 토마토를 파운드당 99센트에 팔

치한 집에 살며, 타인(아는 사람이나 또는 낯선

았다는 것은 식료품가게에 관한 내용이므로 옳지

사람)에게 친구가 되자.”이다. 필자의 집은 실제

않다.
정답 : ④

로 길가에 위치해 있지만 지리적으로 외딴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친숙하게 지낼 수
없음을 서두부분에서 얘기하고 있고 바로 사람들

49~50. [문제유형 및 난이도] 장문독해

과 친숙해지고자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 상황을

49. [해설] 필자의 친구 커플이 겪은 예를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독해를 해나간다. (A)를 제외한

필자가 생각하는 바를 서술하고 있는 형태의 문

(B),(C),(D)글의 첫 문장을 훑어 읽어 나가보면서

제이다. 다소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본

첫 단락을 찾아보아야 한다. 순서 배열상 (B)번

문에서 반복적으로 필자의 생각이 서술되고 있어

에 나오는 “that value(그 가치)”라는 어휘는 앞

서 논지를 찾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 즉,

글에서 이미 언급되어야만 “that”이라는 지시사

미래의 것만을 기대하거나 과거의 것을 추억하는

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올수 없다.

행동은 현재의 삶을 즐길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D)번의 첫 문장에 나오는 구부러진 당근과 이상

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주의가현재의 것이 아닌

하게 보이는 토마토가 식료품점에서는 매력이 없

그 밖의 것(과거나 미래)에 집중된다면 당신은

다는 내용 또한 글 (A)뒤에 이어지기에는 비약이

“현재하고 있는 훌륭한 경험조차도(even good

크다. 결국 (C)단락이 첫 번째로 오고 못생긴 그

experiences) 다른 것들과 비교하게 된다.”(현재

러나 건강한 음식인 야채들도 가치가 있다라는

에 만족하고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것을 찾는다.)

(D)단락이 오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

라는 ③번이 정답이다.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필자의 생각인 (A)단락이

정답 : ③

오는 것이 적합하다.
정답 : ④

50. [어휘] spectacular 멋진, 장엄한
take on ~ ~한 특성을 띄다.

47. [해설] 앞서 언급한 필자의 이루고자 했던 바람

[해설] 현재의 삶을 즐기고 충실하게 살자는 것

은 타인과 친숙한 친구가 되는 것이었고, 필자의

이 필자의 주장이므로 ①번 “현재를 가장 충실하

농장의 채소를 통해서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내

게 살자”가 정답.

용이 적합하므로 ①번 new friends가 정답이다.

정답 : ①

정답 : ①
*******총평*******

48. [어휘] framed 액자에 끼워진
quotation 인용구
exotic 이국적인
convince 확신을 주다
charge (요금) 부과하다
bumpy 울퉁불퉁한
longing 갈망

새로운 신 유형의 문제가 등장하지는 않았고 이미
예고 된 바와 같이 A, B 대립된 의견을 보여주는 문
항은 출제되지 않았다. 어휘의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
에서 이뤄지고 있고, 어법문제 또한 평이한 수준의
일반적인 문제들이 출제 되었다. 하지만 변별력을 높
이기 위한 추상적인 내용의 지문들이 꽤 많이 보이
는 관계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

정보에듀 외국어영역 홍기하, 박상준, 서정학 선생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