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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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의도] 짧은 응답 고르기
[해석]
남: 여보, 나 집에 왔어요. Lucy는 학교에서 돌아왔나요?
여: 아니오,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 당신 온통 젖었네요! 밖에 비가 오고 있나요?
남: 예. 방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Lucy가 우산을 갖고 갔나요?
여: 아니오. 제가 그 애에게 우산을 가져다줄게요.
[풀이]
남자가 Lucy가 우산을 갖고 갔느냐고 물었으므로 ② ‘아니오. 제가 그 애에게 우산을
가져다줄게요.’가 여자가 할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① 예, 제가 그 비옷을 사겠습니다.
③ 와. 날씨가 아주 맑네요.
④ 좋아요. 우리는 일찍 집에 와야 해요.
⑤ 동의해요. 오늘 밤에 나가서 외식을 해요.
[Words and Phrases]
raincoat 비옷, 레인코트 eat out 외식하다
2. [출제 의도] 짧은 응답 고르기
[해석]
여: 오늘 오후에 어디에 있었니, 민수야? 너 학급 회장 회의에 빠졌잖아.
남: 뭐라고? 나는 그 회의가 오늘인 줄 몰랐어.
여: 으음.... 우리 모두가 지난주에 선생님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
남: 그것은 사실이야. 그렇지만 나는 그것이 내일이라고 생각했어.
[풀이]
남자가 회의가 오늘인 줄 몰라서 학급 회장 회의에 빠졌다고 하자 여자가 지난주에
선생님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으므로 ⑤ ‘그것은 사실이야. 그렇지만 나
는 그것이 내일이라고 생각했어.’가 남자가 할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① 좋아. 내가 그 수업을 들을게.
② 물론이지. 내가 내 교과서를 갖고 올게.
③ 좋아. 너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어.
④ 네 말이 맞아. 모임은 성공적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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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and Phrases]
class leader 학급 회장

text message 문자 메시지

leave a message 메시지를

남기다
3. [출제 의도] 담화의 주제 찾기
[해석]
남: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곤충 날개의 기능에 대해 공부했습
니다. 오늘 우리는 주제를 옮겨서 동물 꼬리의 몇 가지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이 기능 중 하나는 의사소통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개는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꼬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꼬리는 또한 보호 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은 해충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꼬리를 사용하고 악어는 그들의 꼬리를 무기로 사용해서 공격자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합니다. 꼬리의 다른 기능들도 또한 있습니다. 다람쥐는 균형을 잡기 위해 꼬
리를 사용하고 원숭이는 꼬리로 나무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짧게 녹화된 동영상을 봄으로써 더 자세히 그것들을
공부해 봅시다.
[풀이]
Today, we’re going to move on to look at some functions of animals’ tails.
와 그 이하의 구체적인 예에서 ① ‘동물 꼬리의 다양한 기능’이 남자가 하는 말의 주
제로 가장 적절함을 알 수 있다.
[Words and Phrases]
function 기능

insect 곤충

serve as ∼의 역할을 하다

communication 의사소통

wag (개가 꼬리를) 흔들다

keep away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다

crocodile 악어

hold on to ∼에 매달리다, 꼭 잡다 video clip 짧게 녹화된 동영상
4. [출제 의도] 의견 찾기
[해석]
남: Sara, William 선생님의 문학 수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여: 음, 처음에 그 모든 독서에 익숙해지는 것이 어려웠어.
남: 그래, 독서가 많아.
여: 그렇지만 학기가 계속됨에 따라 그 모든 단편 소설과 장편 소설을 즐겨왔어.
남: 정말? 어떻게 해서 그것들을 즐기기 시작했니?
여: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내 자신이 그만큼 더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았거든.
남: 무슨 말이니?
여: 예를 들어, 책을 읽을 때 나는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생겼는 지와 다음에 무슨 일
이 일어날 지를 상상하거든.
남: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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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래, 그리고 내가 읽는 모든 이야기에 대해 나는 창의적인 새로운 생각과 아이
디어를 계속 찾아내거든. 그것은 내 상상력을 계발하는데 정말로 도움이 돼.
남: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내 상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니?
여: 나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
[풀이]
남자가

‘Do

you

think

reading

literary

works

will

help

improve

my

imagination?’이라고 묻자 여자가 ‘I definitely think so.’라고 대답한 것에서 ⑤ ‘문
학 작품 읽기는 상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가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literature 문학

get used to ∼에 익숙해지다

character 등장인물

semester 학기

novel 장편 소설

come up with ~을 생각해내다, (해답 등을) 찾아내다[내놓다]

literary work 문학작품 definitely 분명히, 틀림없이
5. [출제 의도] 대화자의 관계 파악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남: 여보세요, Mike Watson입니다.
여: 안녕하세요, Mike. Smart World Books의 Julia예요.
남: 오, Julia. 무슨 일이예요?
여: 제가 당신에게 이야기했던 출판 계획 기억하세요?
남: 물론이지요. 또 다른 여행 서적 말씀이었죠, 그렇죠?
여: 맞아요. 그리고 당신의 지난 번 책이 너무나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당신이
이번 것도 또한 저희를 위해 집필했으면 해요. 관심이 있으신가요?
남: 물론이지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 그 말씀 들으니 좋네요. 집필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편집자들과 만나실 수 있으
세요? 혹시 다음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저희 사무실이 어떠세요?
남: 예, 좋습니다. 회의를 위해 제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여: 그 책을 위한 가능한 주제 목록을 가져 오실 수 있으세요?
남: 그럼요. 다른 것은요?
여: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있으면, 저희 편집자 중 한 명이 당신에게 연
락할 겁니다.
남: 좋습니다. 그 때 뵐게요.
[풀이]
여자는 남자에게 새로운 책의 집필을 부탁하기 위해 전화를 하고 있다. 지난번에 남
자가 쓴 책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말로 미루어 보아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② ‘작가 ― 출판사 직원’이다.
[Words and Phr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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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ing plan 출판 계획

editor 편집자

theme 주제

contact 연락하다, 접촉

하다
6. [출제 의도] 그림과 일치하지 않는 것 고르기
[해석]
여: 그 사진은 뭐니, Jake?
남: 우리 캠핑 여행에서 찍은 가족사진이야.
여: 멋진 사진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 나에게 좀 더 말해 줄 수 있니?
남: 물론! 사진의 아래쪽 왼편에 있는 남자 보이니?
여: 바비큐 그릴에 있는 사람 말이니?
남: 그래. 그는 나의 삼촌이야. 그는 우리가 캠핑을 갈 때면 우리를 위해 요리하기를
좋아해.
여: 너무 멋지다! 그럼 텐트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누구니?
남: 텐트 폴을 잡고 있는 사람 말이지? 그는 나의 아빠야.
여: 알겠어. 나무 밑에 앉아 있는 여자는?
남: 그녀는 나의 엄마야.
여: 그녀는 그 모자를 쓰고 있어서 멋져 보인다!
남: 고마워. 그리고 연못 바로 옆에서 풍선을 들고 있는 소녀는 나의 사촌이야.
여: 너무 귀엽다! 그럼 사진의 중간에 있는 소년은 누구니?
남: 벤치에 앉아 있는 소년 말이니? 그는 내 동생이야. 그는 헤드폰을 쓰고 음악 듣
는 것을 좋아해.
여: 우와. 모두가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 같구나.
[풀이]
대화에서는 연못 옆에 있는 소녀가 풍선을 들고 있다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개와 함께
놀고 있으므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Words and Phrases]
barbecue grill 바비큐 그릴

balloon 풍선

have a good time 즐거운 시간을 보

내다
7. [출제 의도] 부탁한 일 고르기
[해석]
여: Mark, 네 부모님의 결혼 50주년 기념일 파티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니?
남: 아주 잘 되고 있어요, Susan 고모님. 그러나 제가 너무 바빠서 아직 끝내지는 못
했어요.
여: 초대장은 보냈니?
남: 예, 보냈어요. 그리고 현수막도 또한 만들었어요.
여: 잘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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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그러나 아직 케이크는 주문하지 않았어요.
여: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제과점에 갈래?
남: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고객과의 회의가 있어요. 어쨌든, 제 아내와
제가 내일 제과점에 갈게요.
여: 밴드를 부르는 것이 어떨까? 너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잖아.
남: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좋은 밴드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 아마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구나. 내가 지역에 있는 좋은 밴드를 알고 있
거든. 그들이면 완벽할 거야.
남: 잘됐군요! 그들에게 연락해 시간이 되는지 알아보실 수 있으세요?
여: 그렇게 할게.
[풀이]
부모님의 결혼 50주년 기념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 남자는 밴드를 부르고 싶지만 좋
은 밴드를 찾을 수 없다고 여자에게 이야기하고 여자는 지역에 있는 좋은 밴드를 알
고 있다고 말한다. 남자는 여자에게 그 밴드에 연락해 시간을 낼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밴드
에게 연락하기’이다.
② 식당 예약하기
③ 웨딩드레스 찾아오기
④ 초대장 보내기
⑤ 케이크 만들기
[Words and Phrases]
wedding anniversary 결혼기념일

invitation 초대장

banner 현수막

available

시간을 낼 수 있는, 이용 가능한
8. [출제 의도] 이유 파악하기
[해석]
남: Annie, 경주 역사 유적지 탐방에 관한 소식 들었니?
여: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
남: 그 여행이 날씨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에서 다음 주 토요일로 일정이 변경되었어.
여: 무슨 뜻이야?
남: 일기 예보에 의하면 이번 주 토요일에 폭우가 올 예정이래.
여: 오, 안 돼. 그러면 난 이번에는 여행에 참가할 수 없을 거야.
남: 왜 그래? 넌 항상 경주에 가기를 원했잖아.
여: 그래, 하지만 학교 뮤지컬을 위한 예행연습이 다음 주 토요일에 시작 돼.
남: 오, 그것에 대해 내가 잊고 있었구나. 우린 널 그리워할 거야.
여: 알아, 하지만 난 뮤지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미안하지만 너희들과 함께 갈 수
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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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전적으로 이해해. 넌 예행연습에 있을 필요가 있어.
여: 고마워. 다음 번 여행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을 거야.
[풀이]
여자는 학교 뮤지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다음 주 토요일에 시작되는 예행연
습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로 연기된 경주 역사 유적지 탐방에 참가
할 수 없다. 따라서 여자가 변경된 날에 역사 유적지 탐방을 갈 수 없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뮤지컬 예행연습이 있어서’이다.
[Words and Phrases]
historic site 역사 유적지

reschedule 일정을 변경하다

weather forecast 일기

예보 rehearsal 예행연습 totally 전적으로
9. [출제 의도] 숫자 정보 파악
[해석]
여: 안녕하세요. Arizona 놀이 공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남: 안녕하세요. 일반 이용권 가격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여: 그럼요. 어른은 30달러이고 어린이는 20달러입니다.
남: 좋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죠?
여: 테마 공원에서 놀이기구를 무제한으로 타는 것이 포함됩니다.
남: 좋습니다. 그리고 슈퍼 이용권도 있네요. 그것은 뭐죠?
여: 슈퍼 이용권으로는 놀이기구를 무제한 탈 뿐만 아니라 물놀이 미끄럼틀과 수영장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인당 10달러가 더 추가됩니다.
남: 재밌겠네요. 내 아이들이 수영을 아주 좋아합니다. 슈퍼 이용권으로 세 개, 어른 하나 어
린이 둘로 하겠습니다.
여: 그러니까 어른 한 명과 어린이 두 명에 해당하는 세 개의 슈퍼 이용권이군요.
남: 네, 그리고 잠깐만요. 제게 가족 할인 쿠폰이 있습니다.
여: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멈춤] 좋습니다. 총 가격에서 10%를 할인받으시겠습니다.
남: 아주 좋네요! 여기 제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풀이]
슈퍼 이용권으로 어른 한 명($40)에 어린이 두 명($60)으로 합계가 100달러인데, 여
기서 10%가 할인되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⓷ ‘$90’이다.
[Words and Phrases]
amusement park 놀이 공원

pass 이용권, 통행권

구 slide 미끄럼틀
10. [출제 의도] 언급 유무 파악
[해석]
남: 뭘 보고 있니, J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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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mited 무제한의

ride 놀이기

여: 신문에 난 ‘헌혈의 날’ 캠페인 광고야. 6월 20일이 그날이야.
남: 흥미로운데. 오, 이번 토요일 아니니?
여: 맞아. 캠페인의 슬로건은 “헌혈합시다, 생명을 구합시다!”야.
남: 멋진 슬로건이네. 광고에 의하면 행사가 Lincoln Center에서 개최될 예정이네.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여: 그다지 멀지 않아. Victoria 가에 있는 소방서 알지? Lincoln Center는 그 옆에 있어.
남: 오, 맞아. 우리 참여하는 게 어때?
여: 좋은 생각이야. 남을 도울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남: 동감이야. 그리고 광고에 의하면 헌혈한 사람에게는 기념품으로 티셔츠를 제공한대.
여: 아주 좋은데! 함께 가서 헌혈하자.
[풀이]
날짜(June 20th), 슬로건(“Give blood, save lives!"), 장소(the Lincoln Center), 증
정품(a T-shirt as a gift)은 언급했지만 참여 자격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⓸가 정
답이다.
[Words and Phrases]
advertisement 광고 donor 기증자 be held 개최되다 participate 참여하다
11. [출제 의도] 내용 불일치 파악
[해석]
여: 안녕하세요, 박물관 방문객 여러분! 다가오는 특별 행사에 관하여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
다. 저희의 예술 박물관 박람회에서 잊지 못할 오후 시간을 저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
다. 1995년에 시작된 이 행사는 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의 목적은 저희 지역
의 지역 예술가를 후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후원하는 예술가들은 저희 지역
사회에서 창의성과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술 박람회는 여름마다
개최되는데, 올해에는 7월 19일 일요일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Central Garden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박람회 입장료는 20달러입니다. 행사에는 패션쇼, 예술 작품 전시,
그리고 민속 댄스 공연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곳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
합니다.
[풀이]
The Art Museum Fair is held every summer라고 했으므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
는 것은 ③이다.
[Words and Phrases]
announcement 발표

regarding ~에 관하여

upcoming 다가오는

unforgettable

잊을 수 없는 fair 박람회 sponsor 후원하다 entrance fee 입장료 exhibition 전시
12. [출제 의도] 특정 정보 파악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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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보, 이 전단지를 보세요. 이번 주에 냉장고를 대규모 할인 판매하네요.
여: 정말요? 새로운 것을 사야 하는데 참 잘 됐네요.
남: 그래요, 전단지에서 다양한 모델들을 보여주네요. 우리가 얼마나 써야 한다고 생
각하나요?
여: 음, 1,000달러 넘게 쓰고 싶지는 않아요.
남: 맞아요. 그렇다면 이 모델들은 어떨까요?
여: 음.... 저장 공간이 최소한 500리터 되는 것을 사고 싶어요.
남: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500리터가 넘으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음식이
쉽게 들어갈 거예요. 문이 두 개 있는 것과 네 개 있는 것 중 어떤 것을 살까요?
여: 난 문이 두 개 있는 모델은 좋아하지 않아요. 문이 네 개 있는 냉장고에 물건들
을 넣어서 정리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남: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둘이 있어요.
여: 아, 나는 특히 가전제품의 경우에 보증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 좋아요. 그렇다면 보증 기간이 더 긴 것을 삽시다.
여: 좋아요!
[풀이]
가격이 1,000달러를 넘지 않고, 저장 공간이 500리터가 넘어야 하며, 문이 네 개 달
려 있는 것들 중에서 보증 기간이 더 긴 것을 사기로 했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Words and Phrases]
flyer 전단지

refrigerator 냉장고

storage 저장 공간, 저장고

organize 정리하

다, 체계화하다 warranty 보증 기간 electronic product 가전제품
13. [출제 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해석]
여: 이봐, Brian, 지난 주말에 한 중고 물품 판매 행사는 어떻게 되었어?
남: 그것은 아주 성공적이었어!
여: 잘 됐구나! 너의 물건들을 다 팔았니?
남: 응, 거의 다 팔았어.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물건들을 처분하여 약간의 돈을 벌어
서 기분이 좋아.
여: 한 번에 두 가지 이익을 얻은 것 같구나. 나도 중고 물품 판매 행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
남: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네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해.
여: 정말? 어떤 거?
남: 음, 팔 물건들을 골라낸 다음에 지역 신문에다 광고를 내야 해.
여: 그 외에 다른 일은?
남: 너는 또한 마당을 청소하고, 물건들을 진열하기 위한 탁자를 설치하고, 물건들에
가격표를 붙여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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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휴. 난 그게 그렇게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어.
남: 맞아. 그것은 매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풀이]
중고품 판매 행사를 위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고 한 여자의 말에 대한 남자의 응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맞아. 그것은 매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해볼 만
한 가치가 있어.’이다.
② 내 방을 아직 청소하지 못해서 미안해.
③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차고에 내 차를 주차한 거야.
④ 맞아. 중고 물품 판매 행사는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어.
⑤ 나도 오늘 신문을 받지 못했어.
[Words and Phrases]
garage sale 중고 물품 판매 행사 advertisement 광고 display 진열하다
14. [출제 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해석]
여: Peter,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봐. 분명히 수천 명은 될 거야!
남: 알아.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좌석을 가득 채운 것 같아.
여: 우리가 이 콘서트의 입장권을 얻은 것은 아주 행운이었어.
남: 그래, 입장권 판매가 시작될 때까지 컴퓨터 앞에서 기다린 것은 시간 낭비가 아
니었어. 하지만 나는 아직도 내가 입장권을 구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여: 여기에 있기 위해서 그렇게도 많은 팬들이 그렇게도 많은 돈을 지불하리라는 것
을 나는 전혀 예상치 못했어.
남: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할 거야. Justin Kelly는 십대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가수들 중 한 사람이며 이것이 그의 고별 콘서트야.
여: 네 말이 맞아. 우리는 그의 마지막 콘서트를 놓칠 수 없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를 직접 본다는 것은 꿈만 같아.
남: 나도 그래. 그의 사인을 받고 그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좋겠어.
여: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진다.
[풀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의 사인을 받고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남자의 말
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③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진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너는 노래를 멋지게 부른다.
② 내가 너에게 내 전화번호를 알려줄게.
④ 네가 떠난다는 말을 들으니 섭섭하다.
⑤ 가서 우리 입장권을 환불 받자.
[Words and Phr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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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ewell concert 고별 콘서트, 송별 연주회

in person 직접, 몸소

autograph

(유명인의) 사인
15. [출제 의도] 짧은 응답 고르기
[해석]
남: Matilda는 Ashton 고등학교 수영팀의 감독입니다. Tony는 그 팀의 구성원입니
다. 그는 그녀의 사무실로 가서 어지럽고 약간 아픈 기분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
의 체온을 잰 이후에, Matilda는 그에게 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운동하러 가는 대신에 집에 가서 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Tony
는 그 수영팀의 주장입니다. 그는 특별히 그들에게 다음 목요일에 중요한 수영
경기가 있어서 팀 동료들을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Matilda는 그
에게 어떤 것도 그의 건강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Matilda는 Tony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Matilda: Tony야,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건강이야.
[풀이]
팀원들을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프더라도 연습을 강행하려는 Tony에게
Matilda는 어떤 것도 Tony의 건강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Matilda가 Tony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건강이
야.’이다.
① 수영은 인기 있는 스포츠야.
② 네 체온이 그다지 높지는 않아.
③ 팀워크로 그 경기에서 승리할 거야.
④ 너는 지금 연습을 위해 준비해야 해.
[Words and Phrases]
dizzy 어지러운 fever 열 competition 경기, 시합
[16-17]
[해석]
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Grand Pacific 대학의 교수인 Michelle Brown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앞으로의 전공에 대한 맛보기(짧은 경험)를 제공하도록 계획된 저
희의 특별한 프로그램인 Grand Pacific Open Campus Day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선, 여러분은 저희 대학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
는 영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심을 끄는 전공을
간단히 소개하는 네 개의 강의실 중 하나로 각자 이동할 것입니다. A 강의실에서
는, 경제학과에서 ‘올해의 경제학자’인 James Lee 박사의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생물학과에서는 B 강의실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사회학과 학생들이 C 강의실에서 여러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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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D 강의실에서, 제가 건축학과를 대표해서 간단한 구조물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번 경험이 여러분이 전공뿐만 아니라 앞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주저하지 말고 질문해주시고, 멋진 시간을 보
내십시오.
16. [출제 의도] 목적 파악
[풀이]
여자는 예비 전공 체험 프로그램인 Grand Pacific Open Campus Day에서 참가자
들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강의실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안내하고 있
다. 따라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17. [출제 의도] 세부 내용 파악
[풀이]
경제학과와 생물학과, 사회학과, 그리고 건축학과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언급되었지만,
화학과는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Words and Phrases]
design 계획하다
를 제공하는
하다

taste 맛보기(짧은 경험)

preview 간단히 소개하다

major 전공

informative 유용한 정보

arrange 마련하다, 준비하다

session (특정한 활동을 위한) 시간

conduct 행

demonstrate 보여주다, 설명하다

hesitate 주저하다
18. [출제 의도] 목적 파악
[해석]
Johnson 씨께
회사에서 제 대학 등록금을 지불해 달라는 제 요청을 승인해 주셔서 귀하께 감사드리
고 싶습니다. 귀하께서 (등록금) 지불에 대한 제 요청에 서명해 주셨다고 인사 부서에
서 저에게 오늘 알려 주었습니다. 이 재정상의 (부담) 완화가 제 인생에서 커다란 차
이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귀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제 일을 더 잘 할 수 있고, 회사에 더 많이 기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등록금에 대한 귀하의 지원과 저에 대한 귀하의 신뢰에 다
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Warwick Smith 드림
[풀이]
첫 문장인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approving my request that the
company pay for my college tuition.에 이 글을 쓴 목적이 잘 드러나 있다. 따라
서 ①이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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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ition 등록금, 수업료

financial 재정의

relief 완화

contribute 기여[공헌]하다

appreciate 감사하다
19. [출제의도] 심경 변화 파악
[해석]
마이크로 다가가면서, Gabby는 땀이 자신의 얼굴과 목에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자신의 이름이 불렸을 때, Gabby는 많은 청중 앞에서 연설한다는 것을 더 두려워졌
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똑같은 두려움을 서서히 극복해낸 여자가 “두려움, 빠른 심장
박동, 가쁜 호흡 그리고 땀이 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신체가 선언하는 것입니다.”라고 한 말이 갑자기 생각났다. 이것을 상기하면서,
Gabby는 진정했고,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또렷하게 생각해 냈다. 자신감이 생긴
Gabby는 미소를 지으며 연설하기 시작했다. 말은 물처럼 흘러나왔고, 그녀의 고동치
는 심장으로 인해 그녀는 정신력이 더욱더 강해졌다. 과업 수행(연설)은 성공적이었
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해냈다.
[풀이]
많은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해야 하는 Gabby가 두려움에 땀을 흘리고 심호흡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다가 똑같은 두려움을 극복해낸 여자가 한 말을 생각하면서 진정되고
자신감이 생겨 연설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⑤ ‘걱정하는 →
자신감 있는’이 Gabby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하다.
① 기대에 부푼 → 무서워하는
② 무관심한 → 상쾌한
③ 질투하는 → 기뻐하는
④ 불안해하는 → 당황한
[Words and Phrases]
heartbeat 심장 박동

declaration 선언

recall 상기하다

assured 자신 있는, 확

신이 있는 deliver (연설을) 하다
20. [출제의도] 필자의 주장 파악
[해석]
계획 수립에는 논리적인 사고를 지배하는 뇌의 절반만이 관련된다. 뇌의 나머지 직관
적인 절반은 이런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배제된다. 언제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직관적인 자아와 그것이 제공하는 내적인 기쁨으로부터 단절
시키게 된다. 계획 수립의 중독을 깨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한 번의 자유를 허락해보
라. 호기심을 유일한 안내자로 해서 공원이나 이웃을 답사하는데 하루를 쓰도록 결정
하라. 다음에 누군가에게 이끌림을 느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
라.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될 것이다. 자신의 직관력을 따르는 자유를 자기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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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으로써, 마음의 목소리에 대한 감성을 계발하게 된다. 삶을 모험으로 만들 수 있는
조용한 메시지를 듣는 것을 배우게 된다.
[풀이]
논리적인 사고와 관련된 계획 수립에만 치우치지 말고, 한 번씩은 자신에게 직관력을
따르는 자유를 주어서 마음의 목소리에 대한 감성을 계발하라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
서 ⑤가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involve 관련시키다

intuitive 직관적인

insist on –ing ~을 주장[고집]하다

addiction 중독 explore 답사하다 attract (주의 · 흥미 등을) 끌다 sensitivity 감성
21. [출제의도] 제목 파악
[해석]
요즘 인터넷이 정말로 전 세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 인구의 절반이 안 되는 사
람들이 그것에 접속한다. 약 40억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인터넷으로) 연결되지 않았
다. 금년 봄에 정보통신 기술 엔지니어들이 모든 사람에게 인터넷을 제공해 주기 위
한 원대한 계획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4G 장치를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4G LTE 신호를 퍼부어줄 높은 고도의 풍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각) 지역의 전기 통신 회사들이 신호를 풍선으로 전송하고, 그런
다음 각 풍선들이 그 신호들을 직경이 수마일인 지상(에 있는 지역)으로 중계할 것이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외딴 지역에 있는 농부들이 날씨 자료에 접속할 수 있을 것이
고, 시골의 아이들은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금년 말까지 엔지니어들은
약 13마일의 높이에 100개의 풍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풀이]
4G 장치를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4G LTE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높은 고도의
풍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② ‘세계를 연결하는 풍선’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일기예보를 위한 풍선
③ 풍선을 타고 하는 일일 여행
④ 농부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⑤ 4G: 가장 빠른 접속
[Words and Phrases]
shift 이동하다

phase (발달 · 변화의) 단계

device 장치

relay 중계하다 diameter 직경 pursue 수행하다
22. [출제의도] 제목 파악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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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t 전송하다

인플레이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삶의 주요한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가정
이 장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미래의 문
제들’이 자주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계획을 변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생아의 부모가 아이의 대학 교육비를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이 정기적으
로 저축하기 시작해야 하는가? 인플레이션이 평균 2%라면, 물가는 36년마다 대략 두
배가 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8%까지 되면, 물가는 9년마다 대략 두 배가 된다.
따라서 현재 10만 달러가 드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비는 오늘 태어난 아기에게는 결
국 50만 달러가 들게 될지도 모른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연금을 받고 퇴직한 수
백만 명의 근로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밀어 올려 자신들이 예상
했던 경비를 훨씬 넘어서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그저 수입과 지출
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동 인구에 다시 들어가야 했다.
[풀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삶의 주요한 걱정거리인 인플레이션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
래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게 만든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② ‘인플레이션은 미래의 계획
에 영향을 미친다’가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무엇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가?
③ 물가상승률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
④ 실제 이익이 예상 경비를 초과한다
⑤ 물가상승률은 얼마나 빨리 오를 수 있는가?
[Words and Phrases]
concern 걱정, 염려; 관심
미리 계획하다
infant 유아

household 가정

plan ahead 장래의 계획을 세우다,

newborn 신생아; 갓 태어난

pension 연금

expense 경비

end up –ing 결국 ~하게 되다

workforce 노동 인구, 노동자

make

ends meet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다
23. [출제의도] 주제 파악
[해석]
관광은 그저 휴가를 보내는 것 이상을 위해 중요하다. 관광은 다른 장소와 문화로부
터 온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하여 관광객과 관광지의 지역사회
가 서로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 배운다. 그들은 또한 새로운 취향과 사고방식을
배우는데, 그것이 관광지에 사는 사람들과 관광객들 사이의 보다 나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 관광의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는 그것이 한 사회의 문화, 특히 그 문화의
예술 형태의 생존을 위해 제공하는 도움이다. 관광객들에게 고유의 미술품을 팔거나
그들을 위해 민속춤을 공연할 기회는 지역 예술가들에게 전통적인 예술 형태를 보존
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지 제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야
자수 깔개와 조개껍질로 만든 장신구를 돈벌이가 되는 관광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그
들은 또한 민속춤과 불 속 걷기 공연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소득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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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관광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알게
해 주며, 한 사회의 문화가 생존할 기회를 제공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므
로 주제로 적절한 것은 ⑤ ‘관광의 문화적 이점’이다.
① 현지인과 관광객 사이의 오해
② 관광 상품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
③ 문화적인 교류의 부정적인 영향
④ 전통적인 문화의 소실
[Words and Phrases]
tourism 관광
보존하다

similarity 유사점

artwork 미술품

palm mat 야자수로 만든 깔개

folk dance 민속춤

preserve

shell jewelry 조개껍질로 만든 장신구

fire walking 불 속 걷기
24. [출제의도] 도표의 내용 파악
[해석]
위 그래프는 2011년 12월과 2012년 12월에 쇼핑 앱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다양한 쇼
핑 앱 부문에 걸쳐 사용한 시간의 분포를 보여준다. 여섯 부문 중에서 소매업자 앱은
2011년 12월의 15%에서 2012년 12월의 27%로, 사용된 시간의 비율이 가장 크게 증
가했다. 반면에 온라인 시장 앱에 사용된 시간의 비율은 2011년 12월의 25%에서
2012년 12월의 20%로 감소했다. 구매 도우미 앱 비율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퍼센트 포인트 감소했다. 2011년 12월의 가격 비교 앱의 비율은 2012년
12월의 그것과 동일했다. 일일 거래 앱은 2011년 12월과 2012년 12월 모두에 있어
서 가장 작은 사용 시간 비율을 보였다.
[풀이]
일일 거래 앱의 비율은 2012년 12월에는 13%로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지만,
2011년 12월에는 20%로 두 번째로 컸으므로 ⑤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진
술이다.
[Words and Phrases]
distribution 분포

app(=application) 앱, 응용 프로그램

category 부문

share

비율, 몫 purchase 구매 deal 거래
25. [출제의도] 내용일치 파악
[해석]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무덤을 만드는 프로젝트는 원래 1505년에 미켈란젤로에게 주어
졌지만 그 무덤은 154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완공되었다. 그것은 교황이 요청한대로
미켈란젤로에 의해 직접 설계되었다. 그 설계는 40개의 동상을 필요로 했고, 그 무덤
은 거대한 구조물이 될 예정이었다. 무덤에 대한 초기의 작업이 시작되고 나서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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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도 되지 않아 그것은 자금 부족 때문에 중단되었다. 교황 율리우스 2세가 1513
년에 죽었을 때, 그는 그의 무덤을 완성하기 위한 돈을 남겼고,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몇 년간 조각을 한 후에, 그는 그 무덤의 가장 유명한 조각상들
중 하나인 Moses(모세)를 완성했다. 하지만, 다음 교황인 레오 10세는 그 사업을 계
속하는 것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의 규모는 줄어들었고, 그
무덤을 위한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수정되었다.
[풀이]
율리우스 2세의 후임 교황인 레오 10세는 프로젝트를 계속하는 데 거의 관심이 없었
다(had little interest in continuing the project)고 했으므로 ④가 글의 내용과 일
치하지 않는다.
[Words and Phrases]
originally 원래

request 요청하다

call for 요구하다

statue 동상

scale 규모

revise 수정하다
26. [출제 의도] 실용문의 세부 내용 파악
[해석]
2015 전국 에세이 대회
Evergreen 재단은 2015 전국 에세이 대회를 위한 작품 제출을 부탁드리게 되어 매
우 기쁩니다! 이 대회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더 의식해
주기를 권장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대회 주제
Ÿ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숲을 보존할 수 있는가?
요구 조건 및 제출 가이드라인
Ÿ 고등학생만 가능
Ÿ 학생 1인당 1편의 에세이만 가능
Ÿ 에세이는 1,500에서 2,000 단어 사이여야만 함.
Ÿ 2015년 7월 15일까지 마감
올해의 대회 수상자는 2015년 8월 15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에세이는 이메일로 제출된 것만 접수됩니다.
(이메일: 2015essay@evergreeners.org)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evergreeners.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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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조건 및 제출 가이드라인에서 학생 1인당 1편의 에세이만 가능(Only one
essay per student)하다고 했으므로 ③이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Words and Phrases]
contest 대회
출

foundation 재단

aware 의식하는, 알고 있는

call for ~을 부탁하다, 요청하다
theme 주제

submission 제

requirement 요구 조건

announce

발표하다 submit 제출하다
27. [출제 의도] 실용문의 세부 내용 파악
[해석]
Eugene 농장 견학
주말에 가볼 만한 특별한 어떤 곳을 찾고 계십니까? 오셔서 Eugene 농장을 방문하
시어 우리의 아름다운 들판과 축사 그리고 치즈 판매장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견학 일정
Ÿ 견학은 2015년 6월 14일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오전: 매우 다양한 농작물과 동물을 보십시오.
- 점심 (오후 12:30~오후 1:30): 저희가 대접하는 것은 모두 저희 농장에서 재배됩니다!
- 오후: 저희의 치즈 판매장을 방문하시면, 치즈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입장료 (점심 포함)
Ÿ 11세 이상 30달러
Ÿ 3세에서 10세까지의 어린이 20달러
Ÿ 2세 이하 무료
예약
Ÿ 예약은 필수이며, 저희의 웹사이트(www.eugenefarm.com)에서 2015년 6월 11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예약하셔야 합니다.
[풀이]
예약은 필수(Reservations are required)라고 했으므로, ⑤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는다.
[Words and Phrases]
look for ~을 찾다

barn 축사, 헛간

a wide variety of 매우 다양한

admission

fee 입장료
28. [출제 의도] 문맥 속 문법성 판단
[해석]
독립 예술가는 아마도 무한한 창조적인 상황과 가장 가까이서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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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은 예술가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왜 해야 하는지에 관한 외적인 요구로부터
상당한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예술가들이 일반적으로 재료와 표
현 형식에 대한 선택에 의해 자신을 상당히 강력하게 제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고도의 기술이나 색깔을 사용하지 않고 암석에서 특정한 형상을 깎아냄으로써 감정을
표현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예술가를 상당히 제약한다. 그러한 선택은 창의성을 제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가능할
때 창의성은 어떤 긴장도 갖지 않는다. 창의성이 이상한 것은 아무리 제약을 받을지
라도 어떤 종류의 상황에서든 자기의 갈 길을 찾아내기 때문인데, 이는 똑같은 양의
물이 탁 트인 바다를 가로지를 때보다 좁은 해협을 통과할 때 더 빠르고 더 세게 흐
르는 것과 같다.
[풀이]
To make the choice ~ colors의 to부정사구가 문장의 주어이므로 그 뒤에는 분사가
아니라 동사가 나와야 한다. 그러므로 ③의 restricting을 restricts로 고쳐야 한다.
[Words and Phrases]
independent 독립된, 구애받지 않는, 남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정되지 않은
다, 조각하다

considerable 상당한

unbounded 무한한,

requirement 요구, 필요조건

restrict 제약하다, 제한하다

carve 깎아내

significantly 상당히, 크게

cultivate

기르다, 함양하다, 개간하다
29. [출제 의도] 문맥 속 어휘 추론
[해석]
사막 메뚜기는 식량원의 입수 가능성과 지역 메뚜기 개체군의 밀도에 따라 현저히 다
른 두 가지 방식으로 산다. 그들이 원래 사는 사막의 서식지에서 보통 그렇듯 식량이
부족할 때는 메뚜기들이 위장을 위해 고안된 색채를 갖고 태어나며 혼자 살아간다.
그러나 드물긴 하지만 상당량의 비가 내리는 기간이 와서 초목이 크게 성장하게 되
면, 모든 것이 변한다. 처음에는 그 메뚜기들이 그저 풍부한 식량 공급량을 맘껏 먹
어치우면서 계속 혼자 산다. 그러나 그 여분의 초목이 죽어 없어지기 시작하면, 메뚜
기들은 자신들이 (수가 많아져서) 서로 혼잡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갑자기, 밝
은 색을 띠고 함께 있기를 선호하는 새끼 메뚜기들이 태어난다. 서로를 피하고 위장
과 무활동을 통해 포식자들로부터 몸을 숨기는 대신 이 메뚜기들은 거대한 떼를 짓
고, 함께 먹으며, 순전히 숫자를 통해 자기네 포식자들을 압도한다.
[풀이]
(A) solitary는 ‘혼자의’라는 뜻이고, social은 ‘사회생활을 하는’이라는 뜻이다. 이어
지는 문장 그다음에서 the locusts continue to be loners라고 했으므로 (A)에 가장
적절한 낱말은 solitary이다.
(B) insufficient는 ‘불충분한’이라는 뜻이고, abundant는 ‘풍부한’이라는 뜻이다. 앞
에서 when rare periods of significant rain produce major vegetatio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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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언급했으므로 (B)에 가장 적절한 낱말은 abundant이다.
(C) overwhelm은 ‘압도하다’라는 뜻이고, overestimate는 ‘과대평가하다’라는 뜻이
다. 메뚜기들이 거대한 떼를 지어 자기네 포식자들을 압도한다는 의미가 되어야 문맥
이 자연스러우므로 (C)에 가장 적절한 낱말은 overwhelm이다.
[Words and Phrases]
remarkably 현저히

availability 입수 가능성

vegetation 초목, 식물

density 밀도

loner 혼자 있는 동물[사람]

scarce 부족한

feast off 맘껏 먹어치우다

predator 포식자 inactivity 무활동, 움직이지 않음 vast 거대한, 광대한
30. [출제 의도] 지칭 대상 파악
[해석]
Ellie는 새 신발을 신고 학교로 걸어갔다. “그 신발 마음에 들어. 멋져.”라고 Megan
이 속삭였다. Ellie는 기분이 좋았다. 그녀는 Megan에게서 칭찬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 자신의 미소를 숨길 수가 없었다. 그 두 친구는 뒤쪽에 책상을 나란
히 하고 있었다. “너희 두 명, 그만 말해. 끝마쳤으면 너희 책을 내게 갖고 와.”라고
Smith 선생님이 말했다. Ellie는 Megan을 뒤따라 교실 앞으로 나갔다. 그녀는 항상
Megan을 먼저 가게 했다. Smith 선생님이 화가 나면 그녀는 겁이 났다. Smith 선
생님은 그녀의 새 신발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학교에 적절하지 않아.”라고 그녀가 말
했는데 목소리는 차가웠다. Ellie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가게에 검은색 신발이 없
었어요, Smith 선생님.”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나왔다.
“교복에는 검은색이나 짙은 청색의 신발을 신어야 해. 적절한 신발을 신고 내게 오렴.
월요일에.”라고 Smith 선생님이 말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외치는 목소리로 말했고
Ellie는 몸을 떨었다.
[풀이]
⑤는 Miss Smith를 가리키고 나머지 넷은 Ellie를 가리키므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
지 넷과 다른 것은 ⑤이다.
[Words and Phrases]
whisper 속삭이다; 속삭임
난, 기분이 안 좋은

compliment 칭찬, 찬사

notice 알아차리다, 주목하다

follow 뒤따르다

upset 화가

take a deep breath 숨을 깊이

들이쉬다 shiver (추위·두려움·흥분 등으로 몸을) 떨다, 전율하다
31. [출제 의도] 빈칸 추론
[해석]
점점 더 세계화되는 세상에서, 번역 문학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점점 더 작가,
독자, 출판업자들은 특히 서양 사회와 아랍 사회 같은 문화 간의 가교로서 문학에 관
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이처럼 커지는 관심은 번역의 호황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아마 놀라운 일도 아닐 것인데, 대부분의 번역 작품은 영어에서 다른 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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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고 아랍어와 같은 다른 언어에서 영어로 된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거대한 미
국 시장은 그런 불균형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서점은 20세기
중엽의 카이로의 삶과 상인 가족에 대해 대가답고 사실적으로 그린 노벨상 수상 작가
Naguib Mahfouz가 쓴 ‘카이로 삼부작’ 이외의 작품을 좀처럼 갖추어 놓지 않는다.
서양 독자들은 Mahfouz가 쓴 더 실험적인 작품이나 그의 정치적·종교적 우화나 그의
사극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는 미국과 세계의 다른 나라 사
이에서 한쪽 방향만 비추는 거울 같은 것이다.
[풀이]
번역 작품 대부분이 영어에서 다른 언어로 된 것이고 아랍어와 같은 다른 언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불균형’이다.
① 평등
② 다양성
③ 상호작용
⑤ 불확실성
[Words and Phrases]
literature 문학

translation 번역

이다, ~에 의지하다
3부작

publisher 출판업자

boom 호황, 붐

masterful 대가다운, 능란한

huge 거대한

turn to ~에 관심을 기울

stock 갖추다, 채우다

account 기술, 이야기, 말

trilogy

merchant 상인

historical drama 사극 imbalance 불균형
32.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얻는 방법은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하
지만 속도를 내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급하게 집을 나가다가
결국 열쇠와 지갑을 식탁에 두고 온 것을 깨닫게 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러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줄어드는 것은 비단 효율성만이 아니다.
우리가 의식을 덜하거나 ‘유념을’ 덜 하게 되어 경험의 질도 또한 악화된다. 아무 것
도 맛을 느끼지 못한 채 식사 전체를 끝내 본 적이 있는가? 서두르는 것은 우리에게
더 적은 시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그 시간으로부터 즐
거움과 혜택을 또한 빼앗아 갈 수 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서두름은 삶의 한 방
식이다. 우리 중 몇몇은 그것(서두름)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긴장감(스릴)을 즐기는 반
면 다른 사람들은 끊임없는 압박으로 미칠 지경이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까지
자신의 삶의 속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느낀다. 어느 쪽이든, 약간 천천히 가는 행동에
의해 향상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거의 틀림없이 있다.
[풀이]
급하게 서둘러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오히려 일의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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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③ ‘약간 천
천히 가는 행동에 의해 향상될’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① 일시적인 수난에 의해 영향을 받을
② 일관성이 없는 행동에 의해 방해를 받을
④ 느리지만 꾸준한 행동에 의해 복잡해질
⑤ 약간 빠른 의사 결정에 의해 지배당할
[Words and Phrases]
assume 추정하다, 가정하다

efficiency 효율성

mindful 유념하는, 염두에 두는

pressure 압박
33.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
청중은 전적으로 공기 중에서 생성된 진동을 통해서 소리 신호를 수용하는 반면에,
가수의 경우에는 청각적 자극의 일부가 가수 자신의 뼈를 통해서 귀로 전달된다. 소
리를 전달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은 다양한 소리의 주파수에서 상당히 다른 상대적인
효율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소리의 질이 상당히 다를 것이다. 아마도 여러분
은 테이프에 녹음되어 있는 상태로 혹은 장내 방송 설비를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러한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그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열악한 전
자기기’ 탓으로 돌리기 쉽지만, 이것은 오직 부분적으로만 정당화된다. 그 주된 효과
는 여러분이 자신의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듣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듣는다는 사
실 때문에 생긴다. 이는 가장 뛰어난 기량을 지닌 가수들조차도 ‘자신의 목소리가 어
떻게 들리는지’에 관해 성악 지도자나 발성 지도 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반면
에 콘서트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전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주된 이유들 중 하나
이다.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있어서 연주하는 소리는 곁에 서 있는 다른 사람에게 들
리는 것과 거의 정확하게 똑같이 들린다.
[풀이]
가수의 경우 청중들이 듣는 소리와 가수 자신이 듣는 소리가 다르지만, 바이올린 연
주자의 경우 청중들과 연주자가 듣는 소리가 동일하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④ ‘연주하
는 소리는 (곁에 서 있는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것과 거의 정확하게 똑같이 들린다’
가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① 성악 지도자들이 (곁에 서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
② 소리가 (곁에 서 있는 다른 사람에게보다) 훨씬 더 넓게 퍼져나간다
③ 청중의 반응이 (곁에 서 있는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⑤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곁에 서 있는 다른 사람에게보다) 더 중요하다
[Words and Phrases]
audience 청중

vibration 진동, 떨림

auditory 청각의

transfer 전달하다, 옮기

다 public address system 장내 방송 설비 accomplished 기량이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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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출제의도] 연결사 추론
[해석]
문제는 그것들이 합리적인지 혹은 비합리적인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합리적인 문
제는 단계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종류이다. 크로스워드 퍼즐(십자말풀이)이 이
런 성격이다. 충분한 어휘가 주어지면 빈 공간을 하나씩 채울 수 있다. 그에 반해, 비
합리적인 문제는 누군가가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어떤
‘속임수’나 ‘함정’을 과업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다룰 수 없다. 이런
특성은 ‘상황이 겉보기와는 다르다’라는 인식 없이 진행되는 단계적인 과정은 어느 것
이든 방해한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성공적인 문제 해결은 속임수의 성격
에 대한 통찰을 그 사람이 습득해야 함을 요구한다. 수수께끼가 그런 통찰 문제의 아
주 흔한 사례를 제공하는데,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제기했던 고전적인 수수께끼
같은 것이다.
[풀이]
(A) 합리적인 문제와 비합리적인 문제를 대비시켜 말하고 있으므로 in contrast(그에
반해)를 써야 한다.
(B) 빈칸 앞에서 제시한 원인에 대한 결과를 빈칸 뒤에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Hence
(그러므로)를 써야 한다.
[Words and Phrases]
catch 함정, 올가미

feature 특성

insight 통찰

riddle 수수께끼

commonplace

흔한 pose (문제 등을) 제기하다
35. [출제의도]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해석]
학교 체육 프로그램은 어린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의미 있고 즐길 만한 평생 활동의
능력을 계발하게 해 주는 균형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균형은 단체 스포
츠, 듀얼 스포츠, 개인 (평생) 스포츠 중의 어떠한 체육 프로그램에도 존재해야 한다.
농구와 축구 같은 단체 스포츠는 학생들이 기술을 계발하고 팀으로서 함께 활동하고
경쟁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많은 학교 체육 프로그램에서
는 팀 스포츠가 테니스, 수영, 배드민턴, 골프와 같은 다양한 개인 스포츠와 듀얼 스
포츠를 희생시키며 교육과정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학생들은 성인 시절 내
내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기술을 계발할 기회를 잃게 된다. (특히 야구는
텔레비전에서 자주 방송되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들 중 하나이다.) 단체 스포츠, 듀
얼 스포츠, 개인 스포츠의 균형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고르게 균형을 갖춘 개인
을 기르는 것이 가능하다.
[풀이]
학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 시간에 균

22

형 잡힌 다양한 유형의 스포츠를 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야구
가 텔레비전에서 자주 방송되는 인기 스포츠라는 내용의 ④번 문장은 전체 글의 흐름
에서 벗어난다.
[Words and Phrases]
at

the

expense

of

~의

희생으로,

~의

비용으로

broadcast

방송하다

well-rounded 고르게 균형을 갖춘, 다방면의
36.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해석]
문화적인 특징은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전하는 말이나 글을 통해
어느 한 개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전달될 수 있다. (B) 그래서 일부 문화적인 변화
는 전체 인구에 의해 상당히 빠르게 채택될 수 있다. 문화의 전달은 전염병의 전염과
다소 비슷하다. 유행성 독감과 감기는, 특히 현재 사람들이 서로 갖는 접촉의 양이
많은 상황에서, 매우 빨리 퍼진다. (A) 그러한 전염병들처럼 대중음악의 선호와 의상
의 유행 같은 문화적인 관습은 오늘날 특히 라디오와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통해 매
우 빠르게 퍼질 수도 있다. (C) 그러나 민족과 민족적 하위 집단의 다른 뿌리 깊은
문화적인 특징은 변화시키기가 훨씬 더 어렵다. 이것들은 변화에 너무나 저항적이어
서 선천적인 것처럼 보이는 문화 양상이다.
[풀이]
문화가 개인에서 개인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 다음에, 문화의 전
달은 전염병의 확산과 비슷한 면이 있다는 내용의 (B)가 오고, 그러한 전염병처럼 문
화가 대중 매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내용의 (A)가 온 다음, 하지만 뿌리
가 깊은 문화적인 특징은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내용의 (C)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infectious 전염성의, 전염되는

preference 선호

media 매체

transmission 전

달, 전파 alteration 변화 inherent 선천적인, 내재하는
37.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해석]
긍정적 행동 대(對) 부정적 행동의 타이밍은 매력도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득
실 효과라 불려 오던 것이 몇몇 연구에 의해 확인되었다. (C) 이 효과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이동할 때 매력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반영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상호작용 초기에는 여러분에게
매우 친절해 보이지만, 그 후에 얼간이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얼간이일 때보다 그 사람에게 더 끌리게 될까? (A) 연구는 당신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사람들은 초기에는 긍정적으로 행동한 후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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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으로 바뀌는 사람들보다 일관되게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더 끌린다. (B)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초기에 친절한 사람들은 우리의 기대를 부풀리고, 따라서 그들이 친절하
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실망은 그들이 처음부터 나쁘게 행동했을
때보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풀이]
득실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한 주어진 글의 마지막 문장 다음에, 이 효과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C)가 오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A)가 온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B)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loss-gain effect 득실 효과

initially 처음에

letdown 실망, 낙심

interaction 상

호작용
38. [출제 의도] 주어진 문장 넣기
[해석]
열과 온도는 쉽게 혼동될 수 있는 두 가지 양(量)이다. 닭고기 수프를 아주 큰 솥에
담아 요리용 난로 위에 올려놓고 요리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꽤 뜨거운 온도인 섭씨
95도가 될 때까지 그 수프를 가열한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은 숟가락을 움켜잡고는
맛을 보기 위해 한 숟가락의 수프를 뜬다. 솥에서 수프 한 숟가락을 떠낼 때, 그것(한
숟가락의 수프)은 더 큰 샘플(솥에 담긴 수프)과 같은 온도를 지니고 있다. 운이 나쁘
게도, 여러분이 그 수프를 맛보려고 입으로 가져올 때,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맨발에 (숟가락에 담겨있던) 내용물이 쏟아지게 된다. 여러분의 발에 떨어진 섭씨 95
도의 수프 한 숟가락은 고통을 주지만, 여러분이 뜻하지 않게 섭씨 95도의 수프가 담
긴 솥 전체를 발에 쏟을 때만큼 심하지는 않다. 수프 한 숟가락과 수프로 가득 찬 솥
둘 다 같은 온도를 지니고 있다면, 왜 더 큰 샘플이 피부에 닿을 때 더 큰 피해를 줄
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온도와 열의 차이에 있다.
[풀이]
섭씨 95도의 수프 한 숟가락이 발에 떨어져 고통을 주지만, 그 고통은 같은 온도의
수프가 담긴 솥 전체를 발에 쏟을 때만큼 심하지는 않다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 앞에
는 한 숟가락의 수프가 발에 쏟아지는 상황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주어진 문장
다음에는 왜 그런 고통(피해)의 차이가 생기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야 자연스럽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의 위치로 ④가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spoonful 한 숟가락 (가득한 양)

accidentally 뜻하지 않게

(단단히) 움켜잡다

content 내용물

taste 맛보다

촉하다 lie in ~에 있다
39. [출제 의도] 주어진 문장 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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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re 전체의

grab

come in contact with ~와 접

[해석]
사람들은 탐색상을 폭넓게 활용한다. 한 가지 예상 밖의 상황은 분류하기이다. 여러분
이 작은 철물, 즉 나사, 못, 기타 등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작
은 단지 안에 정리해 넣기로 한다고 가정해 보라. 여러분은 그 물건들을 탁자 위에
쏟아 놓고 그 물품들을 일관성 있는 집단으로(같은 형태로) 분리하기 시작한다. 개별
적인 물건들을 하나씩 무작위로 집어, 각각을 식별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적절한
단지로 옮김으로써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이 하는 바는 매우 다르
다. 그들은 재빨리 같은 형태를 한 일련의 모든 물품을 골라내는데, 이를테면 작은
나사를 한 움큼 쥔다. 그들은 그것들을 단지에 넣고, 그러고 나서 되돌아가 다른 물
품에 대해 똑같이 한다. 그래서 분류 순서는 무작위가 아니고, 단 한 가지 형태로 된
물품을 연속적으로 만들어 낸다. 그것은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기법인데, 향상된 효
율성의 많은 부분은 탐색상의 활용에 기인한다.
[풀이]
주어진 문장의 내용은 대부분 사람들이 탐색상을 활용하여 물품을 분류하는 순서의
처음에 해당하므로, 골라 낸 물품을 단지에 넣는 그 다음 순서를 언급하고 있는 문장
의 앞부분인 ③에 주어진 문장이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Words and Phrases]
extensive 폭넓은
sort 분류하다

searching image 탐색상(探索像: 찾고자 하는 대상의 이미지)
hardware 철물

separate 분리하다

coherent 일관성 있는

identify 식별하다 appropriate 적절한 sequence 순서, 차례 efficient 효율적인
40. [출제 의도] 요약문 완성
[해석]
기업 조직에는 기능형 관리자와 사업형 관리자라는 두 유형의 관리자들이 있다. 두
유형의 관리자들 모두 서로 다른 역할과 자질을 지니고 있다. 기능형 관리자들은 마
케팅이나 엔지니어링 같은 한 회사의 부서 중의 하나를 이끌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전문가들이다. 그들은 어떤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을 더 작은 요소들로 쪼개
는 데 능숙하고 자신들이 담당하는 각각의 작업의 세부사항들에 관한 것을 알고 있
다. 반면에, 사업형 관리자들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직장생활을 시작한다. 사업형
관리자의 지위로 승진될 때, 그들은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애벌레에서 여러 분야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나비로 바뀌어야 한다. 그들은 각각 그 영역의 전문가들을 지
닌, 많은 기능 영역들을 감독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과업의
많은 조각을 모아 일관성이 있는 전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개구리를 이해하기 위해, 기능형 관리자들은 그것을 절개해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지
만, 사업형 관리자들은 그것이 다른 개구리들과 헤엄치는 것을 보고 환경을 고려한다.
→ 기업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을 분석하는 기능형 관리자
들과 비교해볼 때, 사업형 관리자들은 그것(시스템)의 요소들 전부를 결합하는 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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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둔다.
[풀이]
기업 조직에는 기능형 관리자와 사업형 관리자가 있는데, 기능형 관리자의 경우, 전체
시스템을 작은 요소들로 쪼개는 데 능숙하고, 사업형 관리자에게는 전체의 조각들을
모아 일관성이 있는 전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이 글의 주된 내용이
다. 따라서 빈칸 (A)에는 analyze가, 빈칸 (B)에는 combining이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department 부서
promote 승진시키다

component 구성요소

operation 작업

transform 바뀌다, 변하다

career 직장생활

technical 전문적인

generalist

다방면에 걸쳐 많이 아는 사람 oversee 감독하다
[41-42]
[해석]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변화를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서, 가장 정성을 들이고 인내
심이 많은 부모라 하더라도 아마도 어린아이들이 어느 시점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로
저항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어렸을 때 건강에 이
로운 방식으로 먹도록 강요를 받았다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그러한 강요 때문에)
어렵게 배웠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부모의 습관을 계속하게 하려는 유
혹은 강하다.
여러분이 접시를 깨끗이 비울 때까지 식탁에 앉아 있어야만 했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닌데, 성인들 대부분이 어떤 시점에서, 집에서가 아니라면 학교에서, 이것을 경험했
다. 아이들이 특히 접시에 올려진 것을 좋아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먹도록 강요하는 것
은 완전히 역효과를 낳는다. “다 먹을 때까지 거기에 앉아 있어라.”가 우리가 배웠던
방식이고,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여기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
것, 즉 아이들이 메스꺼움을 느낄 때까지 원치 않는 양배추 더미를 먹는 경험이 다음에
그것이 제공될 때 그들을 기뻐 날뛰게 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
이 엄격한 접근법은 아주 구식이라서, 여러분이 (이 방법을 사용하면) 전투에서 이길
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전쟁에서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푸딩 제공을 뒤로 미루는
것은 또한 좋은 생각으로 간주되곤 했었지만, 그건 아시는지? 그것은 역시 효과가 없
다. “주요리를 다 먹을 때까지 어떤 푸딩도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렸을 때 일반적인 말이었고 여전히 흔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그
것은 단 것을 더 호감이 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뿐이다.
41. [출제 의도] 장문-글의 제목
[풀이]
건강에 이로운 음식이면 아이에게 억지로라도 먹도록 강요했던 오래된 급식 방법이
실제로는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내용이므로, 그러한 방법에 의문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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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① ‘오래된 급식 습관이 효과가 있는가?’가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② 아이들에게 인스턴트식품은 이제 그만
③ 오늘날 아이들에게 식사예절이 필요하다
④ 유기농 식품으로 바꿀 때!
⑤ 집에서 만든 푸딩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든다
42. [출제 의도] 장문-빈칸 추론
[풀이]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게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다음에 그 음식을 좋아
하게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단 음식에 대한 호감만 높아질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
므로, 그러한 강요는 결국 역효과만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① ‘역효과를 낳는’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② 이로운
③ 매우 가치 있는
④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⑤ 건설적인
[Words and Phrases]
resist 저항하다

learn the hard way (실수·불쾌한 경험 등을 통해) 어렵게 배우다

temptation 유혹
approach 접근법

sick 메스꺼운

serve (음식을) 제공하다

oldfashioned 구식의

strict 엄격한

definitely 분명히, 틀림없이

delay 뒤로

미루다 commonly 흔하게 desirable 호감 가는
[43∼45]
[해석]
(A) 그 땅을 팔려고 내놓았던 1887년에 할아버지는 Granger 가족으로부터 2백 에이
커를 샀다. 1918년에 그는 또 200 에이커를 샀다. 그것은 좋은 비옥한 땅이었다. 그
러나 그 땅에 대한 은행 대출과 세금이 있었다. 불행하게도 그 두 가지 모두를 지불
하고 먹고 살만큼의 충분한 돈이 면화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1930년에
면화 값이 떨어졌다.
(D)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일을 하러 가서 결국 1931년에 Louisiana에 머물렀다. 그
는 일을 찾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멀리 북쪽과 남쪽으로 갔고 마침내 서쪽 Louisiana
로 들어갔다. 그가 철도를 위한 철로를 놓는 일을 찾은 것은 바로 그곳이었다. 그는
우리와 떨어져서 깊은 겨울까지 돌아오지 않으면서 그 해의 나머지 기간 동안 일을
했다. 파종이 끝난 다음 해 봄에 그는 똑같은 것을 했다. 이제 1933년이었고 아빠는
철로를 놓으면서 다시 Louisiana에 있었다.
(C) 그가 Louisiana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아빠가 왜 멀리 가야 했는지 그리고 왜
그 땅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그에게 물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그의 조용한 어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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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저 밖을 보아라, Cassie야. 저 모든 것이 네 것이란다. 너는 다른 사람들 땅
에서 살 필요가 없을 것이란다. 가족이 살아있는 한 너는 너 자신의 땅을 가질 것이
란다. 그것이 중요하단다. 너는 지금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이해할 것이
다.” 나는 이상하게 아빠를 쳐다보았는데, 왜냐하면 나는 그 모든 땅이 내 것은 아니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B)

그

땅의

일부는 할머니와

엄마의

것인

일부는

말할

것도 없이

Stacy,

Christopher 그리고 John의 것이었다. 그러나 아빠는 마음 속에서 그 땅을 결코 나
누지 않았는데 그것이 단지 우리 가족의 땅이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가족의 땅을 위
해서 그는 강철을 두들기면서(철로를 놓으면서) 길고 더운 여름에 일하곤 했고 엄마는
가르치고 농장을 경영하곤 했고 60대의 할머니는 20대의 여인처럼 목화밭에서 일하
고 집안일을 하곤 했다. 그러나 언제나 세금은 내곤 했다. 아빠는 언젠가 내가 이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43. [출제의도] 글의 순서 찾기
[풀이]
(D)의 That was why papa had gone to work의 That이 글 (A)의 Unfortunately
이하의 내용을 가리키므로 (A) 다음에 (D)가 와야 한다. 아빠가 Louisiana에서 일을
했다는 내용이 (D)에 있고 (C)에서 아빠가 Louisiana로부터 돌아왔다고 했으므로 (D)
다음에 (C)가 와야 한다. (C)의 마지막 부분의 “I knew that all the land did not
belong to me”에 대한 이유를 (B)의 첫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C) 다음에 (B)
가 와야 한다. 따라서 (D)-(C)-(B)가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지칭 추론
[풀이]
(a)의 “he”는 grandpa를 지칭하고 나머지는 모두 papa를 지칭하므로 가리키는 대상
이 다른 것은 ①이다.
45. [출제의도] 내용 불일치
[풀이]
(B)의 “big mama, in her sixties, would work like a woman in her twenties in
the cotton fields”에서 ‘big mama’는 60대에 목화밭 일을 하지 않았다는 ③이 글
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Words and Phrases]
up for sale 팔려고 내놓은

to make things worse 설상가상으로

mention ∼은 말할 것도 없이

big

as long as ∼하는 한

not to

mama 할머니

pound 마구 치다[두드리다]

survive 살아남다, 생존하다

end up 결국 ∼로 끝나다

set out 시작하다, 착수하다 track 철로, 선로 remainder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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