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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험번호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3교시

2022학년도 제우스 최종점검 모의고사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 

입니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확히 기재하시오.

모든 일은 내 뜻대로 된다

2022학년도 제우스 최종점검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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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교시 제1회

18.  다음 글의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In a fall 2020 article, “Trafficking in Misery: The Primate 
Trade,” Linda Howard and Dena Jones highlighted the 
problem of the international primate trade, including 
many species of monkeys, chimpanzees, and orangutans. 
The authors claim that illegal trafficking of primates is 
accelerating the decline of our closest living relatives to the 
point of near extinction. They estimate that more than 30,000 
wild-caught primates are sold on the international market 
each year. Interpol, the international police agency, maintains 
that the illegal wildlife trade is a multibillion-dollar-a-year 
business, second only to drugs as a worldwide black market. 
The animals are sold for food, for use in laboratory research, 
for exhibition, and as companions for private individuals. 
 *trafficking 밀매

① 영장류 연구에 관한 책을 소개하려고

② 인터폴의 국제적인 활동에 대해 알려주려고

③ 영장류 밀매의 심각성에 대해 환기시키려고

④ 국제적 시장 성장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려고

⑤ 야생 동물 보호 단체의 노력에 대해 알려주려고

19.  다음 글에 드러난 Katherine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Katherine wants to plant a garden in her backyard. New to 
gardening, she sits down to read the Basic Book of Weekend 
Gardening. As she reads, the scope of the project slowly 
dawns on her. She will need to learn about shade plants, soil 
pH, watering, insect control, and sun exposure. She foresees 
the complexity and energy requirement involved in going to 
the nursery and picking out plants in the glaring sun. She 
thinks of the time it will take to prepare the soil, plant the 
plants, weed the space, massacre insects, chase away snails, 
and water every day. Her feeling of enjoyment is receding. 
There’s so much to know, so much to do, that she begins to 
feel as if it will be too much. Her head is whirling, and she 
feels overwhelmed. Finally, she decides she will limit her 
garden to a smaller piece of her yard.  
 *massacre 몰살시키다, 학살하다

① anticipated → frustrated ② interested → gratified 
③ indifferent → excited  ④ irritated → delighted 
⑤ disappointed → amused

20.  다음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average tennis players are served the ball, their 
eyes tend to fix on the ball. Conversely, when expert 
players are served the ball, their eyes fix on the body 
parts of their opponents. Expert players subconsciously use 
body cues from their opponent to foresee where the ball 
will be directed, and this awareness enables them to react 
swiftly and accurately to return it. But what happens when 
average tennis players are told to do what experts do and 
focus their attention on their opponent’s body parts? There 
is no improvement in their ability. This is because experts 
developed the ability to automatically interpret what these 
cues mean only after hundreds of hours of training. Their 
training set up a feedback loop that helped them develop and 
hone strategies that resulted in the most success. An average 
tennis player has not acquired the many hours of deliberate 
practice needed to learn to read and use bodily cues, and 
thus telling average players to act like experts does little to 
improve their skills. *hone 연마하다 

① 일반 선수는 노련한 선수처럼 집중력을 높여야 한다. 

② 노련한 선수가 되려면 훈련을 최대한 많이 해야 한다.

③ 성공적인 훈련 사례를 참고하여 훈련 방식을 바꿔야 한다. 

④ 훈련 후에는 그 날의 훈련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한다. 

⑤ 일반 선수에게 노련한 선수의 훈련방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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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밑줄 친 agree to disagre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Given our unique life-scripted beliefs about how things should 
be: our expectations — differences in preferences, attitudes, and 
beliefs are inevitable, and not all of them need to be resolved. 
Many, in fact, add the spice to relationships. But sometimes 
you cannot just agree to disagree. Some issues impact each of 
you and perhaps others (your children or coworkers) in ways 
that require a clear, unambiguous resolution. You and your 
partner may need to decide where you will live and whether 
to rent or purchase a home. A decision must be made, or you 
may find yourselves living in the backseat of your car. Often 
you can’t have things both ways, so a choice must be made. 
For example, you can’t practically visit your mother in Florida 
and your father in Connecticut on Thanksgiving Day. So coping 
with conflicts as we traverse the ups and downs of daily life is 
not just a useful tool;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kinds of 
successful relationships and outcomes we most desire.  
 *traverse 가로지르다, 횡단하다

① to put off a decision on a difficult problems
② to reach an acceptable compromise between two sides 
③ to ignore things that are not useful in our relationship
④ to come up with a clear solution to a complex problem 

⑤ to agree not to argue anymore about a difference of opinion

2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Making judgments will stop the creative process―that is, stop 
synthesis. People with strong opinions often have difficulty being 
creative because they are inclined to short-circuit the creative 
process by making premature judgments. Langer has identified 
premature judgments as a cause or characteristic of mindlessness. 
Hobson has suggested that to dream (which is a kind of creative 
storytelling), people need to set aside their self-referent or self-
reflection systems. Some researchers have suggested that being 
introspective or self-focused can interfere with making good 
decisions. For example, Wilson and Schooler found that when 
people were made aware of the reasons for their choices, they 
adopted nonoptimal strategies, presumably because their attention 
shifted away from the more global problem at hand. Before 
categories can emerge spontaneously, we need to free the brain 
from constraints. We need to learn to suspend judgment long 
enough for the creative process to run its course.

① 판단을 하면 할수록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능력은 향상 된다.

② 창의적인 과정이 단절되지 않도록 판단을 충분히 중지시켜라.

③ 최적화 된 전략을 사용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생각해라.

④ 판단을 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집중력과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

⑤   판단을 중지시키는 것은 더 이상의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

게 만든다.

23.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Some linguists think humans have grammar genes that are 
programmed to turn on around age three in much the same 
way that the genes for permanent teeth are activated around 
age six. According to their theory, the human ability to 
acquire grammar may have a specific window of opportunity 
during brain development. A child who misses out on informal 
exposure to grammar through other people’s talking, reading, 
signing, or singing will eventually lose the ability to speak 
grammatically even though he or she can go on absorbing 
new vocabulary words indefinitely. To add to this argument, 
psychologist Elissa Newport at the University of Rochester 
studied a group of deaf people and the ages at which they 
were first exposed to language. In her study, infants exposed 
to American Sign Language starting immediately after being 
diagnosed as deaf achieved higher fluency in the language 
than deaf children first exposed at age six. They, in turn, were 
more grammatically correct and proficient signers than deaf 
teenagers first exposed after age twelve. 
 *vocabulary word 기본 어휘

① the limit to grammatical accuracy
② the critical period for language acquisition
③ the relationship between grammar and sign language
④ sign language acquisition and the necessity of its grammar
⑤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e of the deaf and language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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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Until half a century ago physicists could be confident that their 
work only helped to describe the beautiful balance of material 
creation, and if it had any practical applications at all, they were 
bound to be beneficial to humankind. Niels Bohr, one of the 
greatest and most humanitarian among them, insisted until the early 
1940s that the experiments with nuclear fission he was conducting 
in his Copenhagen laboratory could never be used as the basis for 
weapons. Of course after 1945 no physicist could ever again feel 
complacent about the possible misuses of his work. Perhaps this 
is one explanation for the subsequent migration of brilliant young 
scientists away from physics and into molecular biology, which 
likewise promised only benefits to humankind. But as genetic 
engineering comes of age, bringing with it the possibility of various 
forms of eugenics, even this choice appears to have its dangers.  
 *fission 분열 **complacent 무관심한 ***eugenics 우생학(優生學)

① Many Scientists Trying to Invent Stronger Weapons
② Dangerous Idea that Science Has Become Omnipotent
③ The Science and Evidence Which Is Clear and Irrefutable
④ All the Science Fields Which Are Interrelated to Each Other
⑤ Science that can Be Used Differently from the Scientists’ Intention

25.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Literacy Rates Among Adult Females, 2000 t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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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ph above shows literacy rates among adult females 
by region over the period from 2000 to 2017. ① The rates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were higher than in any other 
region in 2000; however, they decreased from 2000 to 2010. 
② Conversely, the rates in Europe and Central Asia rose 
after 2000, overtaking the rates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③ After the year 2010, however, the rates in Europe and 
Central Asia held steady. ④ Adult female literacy rat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were below the world 
average in 2000, but they spiked sharply above the average 
in the mid-2000s, reaching the second highest level in 2010. 
⑤  The rate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showed 
the greatest increase among all the regions between 2000 and 
2010, yet they still remained the lowest.

26.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In colonial America, newspapers were a driving force 
behind anti-British feeling long before the first shots of the 
War of Independence in 1775. By the 1760s, there were 
over 45 newspapers. The press had come a long way from 
the small, regulated colonial press of the first decades of 
the century. In mid-century, more and more papers in the 
American colonies joined in protest against British taxes 
on newspapers, tea, glass, and paper. The papers resented 
the fact that the colonies, which lacked representation in 
the British Parliament, had to pay taxes to finance Britain’s 
wars and expanding debt. Serious unrest arose in 1773, 
when Britain allowed the East India Company to market tea 
directly to the colonies, with a price advantage over local 
merchants. The Boston Tea Party was planned in the house 
of Benjamin Edes, editor of the Boston Gazette. Britain’s 
retaliatory Coercive Acts of 1774, called the “Intolerable 
Acts” by colonialists, only increased resentment.  
 *Boston Tea Party 보스턴 차 사건 

 (1773년에 보스턴 주민들이 영국으로부터 차 수입을 막은 사건)  

 **retaliatory 보복적인 ***Coercive Acts 강제법 

①   아메리카 식민지 주들의 많은 신문들이 영국의 각종 세금에 반

대하는 항의에 참여했다. 

②   식민지 주들은 영국의 전쟁과 빚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세금 

지불에 대해 분개했다. 

③   영국은 동인도 회사의 현지 상인들보다 가격 이점을 가진 차 판

매를 허용했다. 

④ 보스턴 차 사건은 Benjamin Edes의 집에서 계획 되었다. 

⑤   영국의 보복적인 강제법은 식민지 개척자들에게 무사히 적용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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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GALERIES LAFAYETTE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Located in the heart of Paris, Galeries Lafayette 
is considered the second most visited attraction 
after the Louvre; but also the world’s leading 
department store, with more than 150,000 visitors 
per day and 80,000 square meters of sales area.

Graced by a 100-year-old neo-Byzantine dome 
built in 1915, Galeries Lafayette offers a large 
selection of items in every segment, from fashion 
to accessories, from beauty to home decoration 
and fine food.

SERVICES

■ Information desk & multilingual hostesses 

■   Tourist tax refund: 20%, minimum purchase 
€215.01 made in the same store on the same day

■ More than 40 restaurants/food places

■ 5 hairdressing & beauty salons

Open Monday through Saturday from 9:00 a.m. to 
8:30 p.m.

Late night opening every Friday until 9:00p.m.

GALERIES
LAFAYETTE

① 주마다 평균 15만 명 정도가 방문한다.

② 패션과 액세서리를 전문으로 취급한다.

③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여성 안내원이 있다.

④ 관광객은 구매액과 상관없이 세금을 환급 받는다.

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시간이 동일하다.

28.  Stonehenge Tour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The great and ancient stone circle of Stonehenge 
is one of the great wonders of the world and has 
been awarded World Heritage Site status. Why it 
was built is a mystery. Its origins date back almost 
5,000 years. Board our luxury bus for a direct 
Express service to Stonehenge. You can enjoy the 
stones at your leisure with a fascinating audio-
guided tour, in the language of your choice.

Included Highlights

■   Express Service to Stonehenge by Luxury 
Limousine

■ Information Fact Sheet

■ Entrance to Stonehenge Included

Price & Departures

Adults: ￡38.00

Children: ￡25.00

Seniors/Students: ￡15.00

Days of departures: Monday, Thursday, and Friday

Departures: 11:00 Royal National Hotel, 11:30 
Evan Evans Office

STONEHENGE TOUR

① 음성 안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③ 관람지 입장료는 별도이다.

④ 학생과 노인의 관광료는 같다.

⑤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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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As customers get more awareness about a business 
firm, they learn ① themselves to behave in an efficient 
manner. They don’t waste time ② requesting services that 
the company does not provide. The familiarity with the 
company’s products makes them less ③ dependent on its 
employees for information and advice. In most industries, the 
cost benefits of loyalty spiral directly from the way the long-
term customers and the long-term employees interact and 
learn from one another. The repeat customers tend ④ to be 
pleased with the value they receive, and their satisfaction is 
a source of pride and energy for employees. The motivated 
employees stay with the company longer and ⑤ gets to 
know their customers better, which leads to better service, 
builds greater customer satisfaction, and further improves the 
relationship and the company’s results. This human factor, 
the personal loyalty, is a powerful element in customer 
relationship. 
 *spiral 급상승하다

30.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

하지 않은 것은? [3점]

People working under the direction of an emotionally 
unstable leader hide or minimize bad news because that 
bad news leads to unpleasant interactions. As a result, the 
lines of communication within an organization ① suffer; 
information is not being given to everyone who needs it. The 
problem is that if group members hide small problems from 
leadership, those problems may not get ② rectified until they 
become big problems. It is important for an organization 
to be comfortable coming to a leader with small problems, 
③ secure in the knowledge that they will be greeted with a 
problem-solving mind-set. In addition, studies suggest that 
emotionally unstable people are less consistent in the way 
they display thei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han emotionally 
stable people. Thus it is harder for people to ④ predict how 
an emotionally unstable person will act from day to day. 
Good leaders need to create an environment with consistent 
expectations for the people working for them. Emotional  
⑤ stability gets in the way of this goal.

[31~34]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1.  If you state a fact and prove it, you are demonstrating 

its truth, but you are not arguing. If you declare a personal 

taste and account for it, you are sharing an opinion, but you 

are not arguing. Argument concerns itself with neither fact 

nor taste, but with that vast middle area of statements that 

are more or less probable. It is, for example, a fact that lakes 

are inland bodies of water; it is a matter of taste whether 

any individual likes to vacation by a lake; but it is a matter 

of argument whether the shore of a particular lake should be 

zoned for commercial or for recreational development. This 

last issue has no one right answer; with good intent and the 

same facts at their disposal, reasonable people might argue 

on either side. But even the side that wins this argument has 

not established a truth, only the 　　　　　　　　　　 of a 

particular choice.   

 *at one’s disposal ~의 마음대로 되는

① personal taste ② probable result
③ probable wisdom ④ legal requirement
⑤ objective assessment

32.  To apprec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s and wholes 

in living systems, we do not need to study nature at the 

microscopic level. If you gaze up at the nighttime sky, you 

see all of the sky visible from where you stand. Yet the pupil 

of your eye, fully open, is less than a centimeter across. 

Somehow, light from the whole of the sky must be present 

in the small space of your eye. And if your pupil were only 

half as large, or only one quarter as large, this would still be 

so. Light from the entirety of the nighttime sky is present in 

every space — no matter how small. This is exactly the same 

phenomenon evident in the three-dimensional image created 

by interacting laser beams. This holographic image can be cut 

in half indefinitely, and each piece, no matter how small, will 

still contain the entire image. This reveals what is perhaps 

the most mysterious aspect of parts and wholes: as physicist 

Henri Bortoft says, “　　　　　　　　　　　　.”

① Everything is in everything
② All things are a part of God
③ Almost anything is insignificant
④ All living things are interdependent
⑤ Eyes confess the secrets of the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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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Human beings have a deep capacity for isolationism, 

for splitting into groups that diverge from each other. In New 

Guinea, for instance, there are more than 800 languages, 

some spoken in areas just a few miles across yet as not 

understandable to those on either side as French and English. 

There are still 7,000 languages spoken on earth and the people 

who speak each one are remarkably resistant to borrowing 

words, traditions, rituals or tastes from their neighbors. 
‘Whereas vertical transmission of cultural traits goes largely 

unnoticed, horizontal transmission is far more likely to 

be regarded with suspicion or even fierce anger,’ say the 

evolutionary biologists Mark Pagel and Ruth Mace. ‘Cultures, 

it seems, like to shoot messengers.’ People do their best to cut 

themselves off from the free flow of ideas, technologies and 

habits, 　　　　　　　　　　　　　　　　　　　　. [3점] 

 *diverge 갈라지다

① limiting the impact of cultural exchange
② having more to do with cultural variations
③ leaving a lot of cultural heritages for posterity
④ making cultural differences, including language, and traditions
⑤   giving an opportunity to come in contact with the cultures of 

other countries

34.  According to one traditional definition, aesthetics is the 

branch of philosophy that deals with beauty, especially beauty 

in the arts. Examining the pleasing features of the Mona Lisa 

or a snowcapped mountain, for example, would come under 

aesthetics. That definition seems too narrow, however, since 

works of art and natural objects may interest us in other ways 

than by being beautiful. Instead of evoking admiration of beauty, 

artists may evoke puzzlement, shock, and even disgust. Consider 

Picasso’s Guernica, a huge (11-ft.×25.6-ft.) painting in black, 

white, and grey that he made in response to the slaughter of 

Spanish civilians by German and Italian warplanes during the 

Spanish Civil War. Images of disjointed corpses and people 

screaming dominate the canvas. This work is widely admired but 

not for being beautiful. So a better definition of aesthetics would 

be that it is the branch of philosophy that deals with the ways  
　　　　　　　　　　　　　　　　　. [3점]  

 *slaughter 대량 학살

① people changes things over time
② people look at the bigger picture
③ people see things by their own standards
④ things please people in being experienced
⑤ people see the objects they haven’t experienced

35.  다음 글에서 전체의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In 1912, a German scientist, Alfred Wegener, proposed 
a hypothesis called continental drift, which stated that 
the continents had moved. Wegener hypothesized that the 
continents once formed part of a single giant landmass, which 
he named Pangaea, meaning “all lands.” ① In addition to 
the similarities in the coastlines of the continents, Wegener 
soon found other evidence to support his hypothesis. ② If 
the continents had once been joined, research should uncover 
fossils of the same plants and animals in areas that had been 
adjoining parts of Pangaea. ③ Wegener knew that identical 
fossil remains had already been found in both eastern South 
America and western Africa. ④ Other scientists stick to the 
belief that humans forced the large mammal disappearance, 
not only in North America, but everywhere. ⑤ The age and 
type of rocks in the coastal regions of widely separated areas, 
such as western Africa and eastern Brazil, matched closely.

[36~37]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6.  
There is an odd disconnection between theory and 

practice when it comes to recycling.

(A)   Recycling is a favorite topic of books full of “household 
hints to help save the planet”; nothing, it seems, is better 
suited for do-it-yourself environmental improvement than 
household waste. But books analyzing the fate of the 
earth and the state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have 
almost nothing to say about recycling and solid waste.

(B)   While recycling is by far the most common practical 
step that people take to help the environment, the hopes 
and fears of environmentalists are focused elsewhere. In 
part, this is as it should be: other problems, much more 
difficult to address at the household level, are clearly 
more urgent than recovery of materials from trash.

(C)   On a practical level, it is increasingly the case that everyone 
does it; on a theoretical level, neither environmental 
advocates nor their critics talk much about it. The 
disconnection can be found on the shelves in bookstores.  
 *disconnection 단절, 분리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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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Many health education campaigns have attempted to 

motivate people to change their behavior through fear or 
guilt.

(A)   Being very frightened can also lead people to deny and 
avoid the message.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suggests 
that fear only works if the threat is perceived as serious 
and likely to occur if the person does not follow the 
recommended advice.

(B)   Whether such campaigns do succeed in shocking people 
to change their behavior is the subject of ongoing debate. 
Although fear can encourage a negative attitude and even 
an intention to change, such feelings tend to disappear 
over time and when faced with a real decision-making 
situation.

(C)   Anti-drinking and driving campaigns at Christmas show 
the devastating effects on families of road accident 
victims; smoking prevention posters urge parents not 
to ‘teach your children how to smoke.’ Increasingly 
hard-hitting campaigns are used amongst others to 
raise awareness of the consequences of heavy drinking, 
smoking and drug use. [3점]  
 *devastating 엄청난 충격을 주는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38~39]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

절한 곳은?

38.  
Animal foods get their symbolic power from this 
combination of utility and scarcity. 

Despite recent findings which link the overconsumption of 
animal fats and cholesterol to degenerative diseases in rich 
societies, animal foods are more critical for sound nutrition than 
plant foods. ( ① ) I don’t mean to say that animal foods are so 
good to eat that we can dispense with plant foods altogether. 
( ② ) We are best off when we consume both kinds. ( ③ ) 
Rather, my argument is that while plant foods can sustain life, 
access to animal foods bestows health and well-being above 
and beyond mere survival. ( ④ ) In agricultural societies animal 
foods are especially good to eat nutritionally speaking, but they 
are also especially hard to produce. ( ⑤ ) I do not think that 
it is an arbitrary cultural fact therefore that all over the world 
people honor and desire animal foods more than plant foods 
and are willing to lavish a disproportionate share of their energy 
and wealth on producing them.   
 *degenerative 퇴행성의 **bestow 부여하다 ***lavish 아낌없이 사용하다

39.  
We have learned, however, that good answers to the 
pressing questions of economic development are not 
sufficient to engender the change needed to reverse the 
tides of poorly performing economies. 

As consultants, my colleagues and I have invested 
considerable effort in advising business and government 
leaders on how to create more competitive economies. ( ① )  
We have tried to do so in a manner that is respectful of local 
heritages and institutions. ( ② ) Time and again, we have 
made strong arguments for the need to change specific policies, 
strategies, actions or modes of communication. ( ③ ) For the 
most part, the leaders with whom we have had the privilege of 
working have acknowledged the validity of our perspective. ( ④ )  
Individuals will often accept intellectual arguments, understand 
their need to change, and express commitment to changing, but 
then resort to what is familiar. ( ⑤ ) This tendency to revert to 
the familiar is not a cultural trait, but it is indicative of some of 
the deeper challenges faced by those who wish to promote a 
different, more prosperous vision of the future. [3점]  
 *engender 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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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emergent literacy perspective has provided ample 
evidence that children use their oral language as a 
foundation for developing early literacy. Although written 
language is an extension of oral language, they are not 
exactly reflections of each other. One difference between 
oral and written language lies in their conventions. 
Some language learners need explicit instruction in 
making sentences and paragraphs connect to each other; 
in spelling words or in organizing ideas in writing for 
an imagined or a real audience. Unlike writing, oral 
language provides more opportunities for the listener 
to ask questions for clarification and to use both verbal 
and nonverbal context cues. However, writers must 
learn to express their thoughts clearly using precise and 
accurate language, without the benefit of elaboration to 
the prospective reader. This is often a major struggle for 
many second language writers in their early development 
of writing in English. 

▼

Written languages need to be more     (A)     for 
lacking the aid of the listeners’ involvement whereas oral 
language can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both parties 
to clarify their doubts through the       (B)      .

(A) (B)
① clear … imagination
② indefinite … context
③ explicit … context
④ imaginative … intimacy
⑤ dubious … situation

[41~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Our tendency to overlook habit can be explained by 
one aspect of habit itself: the way in which familiarity 
and repetition dull our senses. Marcel Proust describes 
habit as a ‘heavy curtain’ which ‘(a) conceals from us 
almost the whole universe, and prevents us from knowing 
ourselves.’ Not only this: habit ‘(b) cuts off from things 
which we have witnessed a number of times the root of 
profound impression and of thought which gives them 
their real meaning.’ Proust realized that an artist has to 
draw back, or tear open, this curtain of habit, so that the 
most (c) familiar features of our world become visible, 
meaningful, and cause for wonder. But this is also the 
philosopher’s task. Although it is often said — quoting 
Plato or Aristotle — that philosophy begins with wonder, 
the wondering state of mind is only reached by first  
(d) maintaining the heavy curtain of habit.

So habit is a uniquely philosophical issue, and it is also 
an important and profound feature of ordinary life. A 
few European philosophers have gone so far as to claim, 
like many teachers in the Buddhist tradition, that habit 
provides ‘an answer to the problem of the self’, that our 
continuing identity through time and change is produced 
by the tenacity of habit. If this is true — and perhaps 
even if it is not quite true — then habit’s ambiguity and 
uncertainty belong to the mystery of human selfhood. 
The question of habit may be (e) inseparable from our 
hardest, deepest, most insistent question: who are we? 
who am I? 
 *tenacity 완강함

41.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The Way Familiarity Mutes Our Senses
②  The Significance of Dealing with Profound Topics in 

Philosophy
③ Habit: the Key to Making Sense of Our World and Ourselves
④ The Ambiguity of Habits that Humans Can’t Understand
⑤ The Importance of Identity Created by Habits for Artists.

42.  밑줄 친 (a)~(e) 중에서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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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Long, long ago, Truth walked the world as an old man. 
Everything about him was old: his hands, his face, even 
his clothes. His skin was wrinkled and his clothes were 
so ragged that some said he wore no clothes at all. When 
(a) he would walk up to a person, the person would look 
at the ground, turn, and walk away. “I don’t understand,” 
said Truth to himself. “When I’m not around, people 
always talk about wanting to hear me. But now that I’m 
here, they avoid me.”

(B)

“I don’t understand what’s going on,” said Truth to 
Story. “Why don’t people want to hear what I have to 
say? Perhaps it’s because I’m old.” “No, look at me. I’m 
old as well, and people still listen to me,” said Story. 
Then looking at the state of Truth’s clothing, (b) he 
added, “Perhaps the problem is that you’re just showing 
a little too much of (c) yourself. Come home with me 
and I’ll give you one of my beautiful robes to wear.”

(C)

Then Truth saw a large crowd assembled at the edge 
of town. They seemed to be listening to someone with 
great interest. But as (d) he approached the crowd, people 
quickly looked away and hurried off. The only person 
left on the street was the speaker, Story. He was dressed 
in fine, colorful robes. His clothes had every color of the 
rainbow. They had fabrics that sparkled silver or gold in 
the sunshine. They even had colors that changed as he 
moved, going from red to blue to green.

(D)

So Truth went home with Story and put on one of 
Story’s bright-colored robes. Then the two of them went 
walking arm in arm down the street. Truth noticed that 
now, rather than seeing people turn and walk away, 
people were coming up to (e) him. Truth and Story were 
invited into a house for dinner, and they spent many 
hours talking with the family there. And this is how it is 
today. When Truth walks naked in the world, people turn 
away. But when Truth walks with Story, they are invited 
into our houses and into our hearts.

43.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B)–(D)–(C)  ② (C)–(B)–(D)
③ (C)–(D)–(B) ④ (D)–(B)–(C) 
⑤ (D)–(C)–(B)

44.  밑줄 친 (a)~(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4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사람들은 Truth에게 곁을 주지 않고 떠나버리곤 했다.

② Truth는 자신이 왜 외면당하는 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③ Story는 Truth의 옆에 남아 준 유일한 존재였다.

④ Truth의 문제는 자신을 너무 보여 준다는 것이다.

⑤ Story는 Truth와 동행하면 종종 불이익을 받는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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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답  ③
해석  린다 하워드와 디나 존스는 ‘크나큰 불행의 밀매: 영장류 거래’라는 2020년 가
을의 한 논문에서 많은 종의 원숭이, 침팬지, 그리고 오랑우탄을 포함한 영장류의 국제

적 거래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그 필자들은 영장류의 불법 밀매가 살아있는 우리의 가
장 가까운 친척의 감소를 거의 멸종에 이를 정도로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

은 20,000마리가 넘는 영장류가 야생에서 포획되어 매년 국제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고 
추정한다. 국제 경찰 기관인 인터폴은 불법적인 야생생물 거래가 전 세계적인 암시장

으로서 단지 마약 다음 가는 연간 수십억 달러의 사업이라고 단언한다. 그 동물은 식량

으로, 실험실 연구용으로, 전시용으로,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의 반려로 팔리고 있다.
해설  린다 하워드와 디나 존스는 논문에서 영장류의 국제적 거래의 문제를 부각시켰

고, 인터폴은 불법적인 야생생물 거래가 큰 규모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단언했

다고 말하며 영장류 밀매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는 내용이므로 이 글의 목적으로 적절

한 것은 ③이다.
단어   misery 큰 불행, 비참함　primate 영장류　highlight 부각시키다, 강조하다　 

illegal 불법의, 불법적인　accelerate 가속하다　decline 하락; 감소하다　 
relative 친척　extinction 멸종　estimate 추정하다, 어림잡다　agency 기관, 청 
worldwide 세계적인　laboratory 실험실　exhibition 전시, 전시회　 
companion 반려, 동료

19. 
정답  ① 
해석  Katherine은 자신의 뒷마당에 정원을 가꾸고 싶어 한다. 정원 가꾸기는 처음이 
라, 그녀는‘주말 정원 가꾸기의 기본서’를 읽기 위해 앉는다. 그녀가 책을 읽을 때, 이 
일의 범위가 서서히 그녀에게 분명해진다. 그녀는 녹음수, 토양의 페하, 물 주기, 곤충 
통제, 햇빛 노출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다. 그녀는 묘상으로 가서 강렬한 태양 속에서 
식물을 골라내는 일에 수반되는 복잡함과 에너지의 필요성을 예견한다. 그녀는 흙을 
고르고, 식물을 심고, 터에서 잡초를 뽑고, 해충을 몰살시키고, 달팽이를 쫓아내고, 매 
일 물을 주는 일에 걸리게 될 시간을 생각한다. 그녀의 즐거운 기분이 약해져 간다. 알 
아야 할 것이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녀는 이것은 너무 과한 일일 거라고 
느끼기 시작한다. 그녀의 머리에 현기증이 나며, 그녀는 압도된 느낌을 받는다. 마침내, 
그녀는 정원을 자신의 마당의 더 작은 부분으로 한정하리라고 마음 먹는다. 
해설  정원을 꾸미기로 작정한 Katherine은 ‘주말 정원 가꾸기의 기본서’라는 책을 읽 
으며 의지를 불태웠지만,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해야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고 
부담스러워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 ‘기대하는’- ‘좌절한’ 이 적절하다. 
단어   plant 가꾸다, (식물을) 심다　gardening 정원 가꾸기, 원예　project 계획, 사업   

dawn on (일이) 점점 분명해지다　shade plant 녹음수(綠陰樹), 음성(陰性) 식
물 pH 페하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　exposure 노출　  
complexity 복잡성　involved in ~에 관련된　  
nursery 묘상 (꽃, 나무, 채소 따위의 모종을 키우는 자리)　weed 잡초를 뽑다   
chase away 쫓아내다　snail 달팽이　whirl 현기증이 나다, 빙빙 돌다　   
overwhelmed 압도당한, 당황한 

20. 
정답  ⑤
해석  일반 테니스 선수가 서브된 공을 받을 때, 그들의 시선을 공에 고정시키는 경향

이 있다. 반대로, 노련한 선수가 서브된 공을 받을 때, 그들의 시선은 상대방의 신체 부
위에 고정된다. 노련한 선수는 잠재의식적으로 공이 어디로 향할지를 예측하기 위해 
상대방의 신체 단서를 활용하고, 이 인식은 그들이 공을 받아 치기 위해 빠르고 정확하

게 반응하도록 해 준다. 하지만 일반 테니스 선수에게 노련한 선수가 하는 것을 하라고 
하고, 상대방의 신체 부위에 주의력을 집중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들의 실력은 
결코 향상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노련한 선수는 수백 시간의 훈련을 거친 후에야 비로

소 이러한 단서가 의미하는 바를 무의식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발달시켰기 때문이다. 
그들의 훈련은 가장 많은 성공 결과를 낳은 전략을 발전시키고 연마하는 것을 도왔던 
피드백 회로를 생기게 했다. 일반 테니스 선수는 신체 부위 단서를 읽고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데 필요한 계획적인 연습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고, 따라서 일반 선수에게 노련

한 선수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기술 향상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설  노련한 선수는 자신의 능력이 발달되기 까지 수 많은 시간에 거쳐 훈련을 해왔

으므로 일반 선수와는 기량면에서 차이가 나며, 따라서 일반 선수에게 노련한 선수와 
같은 훈련 방법을 적용하면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정답

은 ⑤이다.
단어    tend to ~하는 경향이 있다　fix 고정시키다　conversely 반대로, 역으로　 

opponent 상대편　feedback loop 피드백 회로　strategy 전략, 전술　 
deliberate 계획적인, 신중한　attention 주의(력), 관심　interpret 해석하다　 
subconsciously 잠재의식적으로　foresee 예측하다　swiftly 신속히

21. 
정답  ⑤
해석  만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유하고 살면서 얻게 된 우리의 믿음, 
즉 우리의 기대를 고려해볼 때, 선호, 태도, 믿음에서의 차이는 필연적이며, 그것이 모
두 다 해결될 필요는 없다. 사실, 많은 것들이 관계에 풍미를 더해 준다. 하지만 여러분

은 가끔씩 의견 불일치에 동의할 수 없게 된다. 몇몇 문제는 분명하고 확실한 해결책

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아마도 다른 사람들(자녀나 동료들)에
게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디서 거주할 것인지와 집을 빌릴 것
인지 아니면 (집을) 구매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결정이 내려져

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동차 뒷좌석에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 많은 경우 
두 가지를 다 취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선택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추수

감사절에 Florida 주에 사는 어머니와 Connecticut 주에 사는 아버지를 다 방문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상의 우여곡절을 가로지를 때 갈등을 처리하는 것은 쓸모 있는 도구 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바라는 종류의 성공적인 관계와 결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해설  이 글은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른 태도, 믿음 등의 차이는 필연적이지만, 가끔은 
갈등을 하나로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이다. 밑줄 친 부분

에서 disagree(의견이 다르다)는 앞에서 언급된 선호, 태도, 믿음에서의 차이를 가리키

는 것이며, 이에 동의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의견의 차
이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것’이다.
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것
② 양측 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에 이르는 것 
③ 우리의 관계에서 유용하지 않은 것들은 무시하는 것
④ 복잡한 문제에 대한 명백한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것 
단어   given ~을 고려해볼 때　life-scripted 살면서 얻게 된　preference 선호　 

inevitable 필연적인　resolve 해결하다　spice 풍미, 정취, 묘미　 
agree to disagree 의견 불일치에 동의하다　impact 영향을 미치다　 
unambiguous 확실한, 애매하지 않은　resolution 해결책　rent 빌리다　 
practically 현실적으로, 실제로　absolutely 절대적으로　outcome 결과

22. 
정답  ② 
해석  판단하는 것은 창의적인 과정, 즉 통합을 중단시킬 것이다. 강한 의견을 가진 사
람들은 흔히 창의적이 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은 그들이 섣부른 판단을 함으

로써 창의적인 과정을 단절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Langer는 섣부른 판단을 부
주의함의 원인이나 특징으로 간주했다. (일종의 창의적인 이야기하기인) 꿈을 꾸기 위
해 사람들은 자기 참조 체계나 자기 반성 체계를 제쳐 둘 필요가 있다고 Hobson은 보
여주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자기 성찰적이 되거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Wilson과 
Schooler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 이유를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최적화되

지 않은 전략을 채택했는데, 이는 아마도 당면한 더 보편적인 문제로부터 그들의 주의

가 이동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주의를 이동시키는) 범주들이 자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전에 우리는 제약으로부터 뇌를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인 과정이 자연

스럽게 전개되도록 우리는 충분히 오랫동안 판단을 중지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해설  사람들이 섣부른 판단을 함으로써 창의적인 과정을 중단시킨다는 문제점을 시
작으로 글이 전개 된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뇌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와 ‘충분히 오랫

동안 판단을 중지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중심 문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단어   synthesis 통합　be inclined to do ~하는 경향이 있다　short-circuit 단절시키다  

premature 섣부른, 미숙한　mindlessness 부주의함　set aside ~을 제쳐두다　 
self-referent 자기 참조의　self-reflection 자기반성　introspective 자기 성찰의 
interfere with ~을 방해하다　adopt 채택하다　spontaneously 자발적으로　 
constraint 제약　 
run one’s course (방해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어 가다[전개되다]　 
suspend 중지하다, 연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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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답  ② 
해석  일부 언어학자들은 영구치 유전자들이 여섯 살 무렵에 활성화되는 것과 대체로 
똑같이, 인간은 세 살 무렵에 시작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는 문 법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문법을 습득하는 인간의 능력은 두뇌가 발달

되는 중에 좋은 특정한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독서, 수화, 또
는 노래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문법에 노출되지 못한 아이는 새로운 기본 어휘들을 무
기한으로 지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라도, 결국 문법에 맞게 말할 능력을 잃게 될 것
이다. 이러한 주장에 더하여, Rochester 대학의 심리학자 Elissa Newport는 청력을 상
실한 한 집단의 사람들과 그들이 언어에 처음 노출됐던 연령들을 연구하였다. 그녀의 
연구에서, 청력을 상실했다는 진단을 받은 직후부터 미식 수화에 노출된 유아들이 여
섯 살에 처음으로 (수화에) 노출된 청력이 상실된 아이들보다 더 뛰어난 언어 유창성을 
획득하였다. 그들은 결국 열두 살 이후에 처음으로 (수화에) 노출된 청력을 상실한 십
대들보다 문법적으로 더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화를 사용하게 되었다

해설  ‘인간은 세 살 무렵에 문법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일부 언
어 학자들의 주장, ‘청력을 상실한 직후 미식 수화에 노출된 유아들이 여섯 살에 처음 
노출된 아이들보다 더 뛰어난 언어 유창성을 획득하였고, 열두 살 이후에 노출된 십대

들보다 더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화를 사용한다.’라는 Elissa Newport의 주장으로 보아 
언어 습득이 특정한 기간 동안 이루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연구 결과는 중심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단어   diagnose 진단하다　fluency (언어의) 유창성　in turn 결국[결과적으로] 

proficient 숙달된, 능숙한　signer 수화법　acquire 습득[획득]하다　 
window of opportunity 호기(好機), 절호의 기회　miss out on ~을 놓치다　 
indefinitely 무기한으로　in much the same way 대체로 똑같이　 
permanent tooth 영구치　activate 활성화시키다　argument 주장, 논쟁　 
American Sign Language 미식수화(手話) 

24. 
정답  ⑤ 
해석  반세기 전까지도 물리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가 물질 생성의 아름다운 균형을 
묘사하는 것을 도왔을 뿐이며, 그것이 적어도 실제적으로 어디에든지 적용된다면 그것

들(적용된 것들)은 반드시 인류에게 유익하리라는 것을 자신할 수 있었다. 그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인도주의적인 사람 중 한 명인 Niels Bohr는 자신의 코펜하겐 실
험실에서 실시하고 있었던 핵분열을 수반하는 실험들이 무기의 토대로 결코 사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1940년대 초반까지 주장했다. 물론 1945년 이후에는 어떤 물리학자도 
자신의 연구가 어쩌면 오용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결코 다시는 무관심할 수가 없 
었다. 아마도 이것이 뛰어난 젊은 과학자들이 물리학을 떠나 (물리학과) 마찬가지로 인
류 에게 오로지 혜택만을 약속한 분자 생물학으로 차후에 이동하게 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전 공학이 충분히 발달하고 그것(유전 공학)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우생학의 가능성을 가지고 오면서 이러한 선택조차도 그 자체의 위험성

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설  물리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가 인류에게 유익하리라 자신했지만 1945년 이후에 
는 어떤 물리학자도 자신의 연구가 오용될 수 있다는 것에 무관심 할 수 없고, 인류에 
게 혜택만을 약속한 분자 생물학으로 이동한 젊은 과학자들도 그 자체의 위험성을 가
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볼 때 과학자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과학이 사용될 수 있
다는 것이 이 글의 제목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단어   physicist 물리학자　application 적용, 응용　be bound to do 반드시 ~하다　 

beneficial 유익한, 이로운　humanitarian 인도주의적인　subsequent 차후의　 
migration 이동, 이주　brilliant 뛰어난, 우수한　molecular 분자의　 
genetic engineering 유전 공학　come of age 충분히 발달하다 

25. 
정답  ⑤ 
해석  위에 있는 그래프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걸친 성인 여성의 식자율 
을 지역별로 보여주고 있다. 2000년에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율은 다른 어떤 지역

보다 높았다. 하지만 그 비율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감소했다. 반대로 유럽과 중앙 
아시아의 비율은 2000년 이후 증가하여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율을 앞질렀다. 하
지만, 2010년 이후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비율은 변화가 없었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성인 여성의 식자율은 2000년에는 세계 평균을 밑돌았으나 2000년대 
중반에 평균을 넘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10년에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되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비율은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모든 지역 중에서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그 지역은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해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가장 큰 증가를 보인 지역은 Latin America and 
Caribbean이다. 
단어   literacy rate 식자율(글을 아는 사람들의 비율)　region 지역　 

overtake 제치다, 추월하다　hold (어떤 상태 · 위치에) 유지하다　 
steady 변함없는　spike 급등하다

26. 
정답  ⑤
해석  1775년에 독립 전쟁의 최초의 발포가 있기 오래전, 식민지 시대의 아메리카에서 
신문들은 반영 감정의 뒤에 있는 추진력이었다. 1760년대쯤에는 45개가 넘는 신문이 
있었다. 언론은 그 당시 세기의 초기 수십 년 동안 소규모의 통제 받던 식민지의 언론

에서 크게 발전했다. 그 세기의 중반에 아메리카 식민지 주들의 점점 더 많은 신문들이 
신문, 차, 유리, 그리고 종이에 대한 영국의 세금에 반대하는 항의에 참여했다. 그 신문

들은 영국 의회에 대표권이 없는 식민지 주들이 영국의 전쟁과 늘어나는 빚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1773년에 심각한 동요가 일어났

는데, 그 해에 영국은 동인도 회사가 현지 상인들보다 가격의 이점을 가지고 식민지 주
에 직접 차를 팔려고 내놓는 것을 허용했다. 보스턴 차 사건은 ‘Boston Gazette’의 편
집자인 Benjamin Edes의 집에서 계획되었다. 식민지 개척자들에게서 ‘참을 수 없는 법’
이라고 불린 1774년의 영국의 보복적인 강제법은 단지 적의만 키웠다.
해설  글의 후반부의 ‘식민지 개척자들에게서 ‘참을 수 없는 법’이라고 불린 1774년의 
영국의 보복적인 강제법은 단지 적의만 키웠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 영국의 보복적인 
강제법은 식민지 개척자들에게 무사히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
는 것은 ⑤이다.
단어   colonial 식민지 시대의, 식민지의　come a long way 크게 발전하다　 

regulate 통제[규제]하다　protest 항의, 시위　tax 세금　resent 분개하다　 
representation 대표권　parliament 의회　finance 자금을 제공하다　 
expand 늘어나다, 부풀다　unrest 동요, 불안　arise 일어나다, 생기다　 
market (시장에) 내놓다　merchant 상인　editor 편집자　 
intolerable 참을 수 없는　colonialist 식민지 개척자　resentment 적의, 분개

27. 
정답  ③ 
해석  GALERIES LAFAYETTE 
파리의 중심에 위치한 Galeries Lafayette는 루브르 박물관 다음으로 방문객이 가장 많
은 명소로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십오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8만 제곱미터의 
매장을 갖춘 세계의 일류 백화점입니다. 
1915년에 지어진 100년 된 네오비잔틴 양식의 돔으로 장식된 Galeries Lafayette는 패
션에서 액세서리, 미용에서 실내장식 및 맛있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엄
선된 많은 종류의 물품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 안내소 및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여성 안내원 
■ 관광객 세금 환급: 20%, 같은 날 같은 상점에서 최소 구매 215.01유로(에 대해) 
■ 40개 이상의 식당 또는 식사 장소 
■ 다섯 군데의 미용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 0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개장 
매주 금요일 오후 9시까지 연장 영업 
해설  안내소 및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여성 안내원이 있다고 했으므로, ③이 안내문 
의 내용과 일치한다. 
단어   attraction 명소, 매력　grace 장식하다, (아름답게) 꾸미다　  

a large selection of 엄선된 많은 종류의　segment 부분　  
multilingual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28. 
정답  ③ 
해석  스톤헨지 관광 
위대한 고대의 환상 열석인 스톤헨지는 세계의 위대한 불가사의들 중의 하나이고 세계 
문화유산의 지위가 부여되었습니다. 그것이 왜 세워졌는지는 수수께끼입니다. 그것의 
기원은 거의 5,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톤헨지까지 고속 직행하는 우리의 고
급 버스에 탑승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언어로 된 매력적인 음성 안내 관광을 통해 한
가하게 그 열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포함된 주요 내용

■ 고급 리무진을 타고 스톤헨지까지 직행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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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안내서 
■ 스톤헨지 입장 포함 
관광료와 출발

성인: 38파운드 
어린이: 25파운드 
노인/학생: 15파운드 
출발 요일: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출발: 11:00 Royal National Hotel, 11:30 Evan Evans Office 
해설  소개하고 있는 관광 상품에는 스톤헨지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으

므로 ③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단어   Stonehenge 스톤헨지(영국 잉글랜드 지방의 솔즈베리 평원에 있는 석기 시대의 

원형 유적)　stone circle 환상 열석(거대한 선돌이 둥글게 줄지어 놓인 고대 유적)  
award 부여하다, 수여하다　World Heritage Site 세계 문화유산　  
at one’s leisure 한가로이　fascinating 매력적인, 대단히 흥미로운　  
highlight 주요 내용, 가장 흥미로운 부분　departure 출발

29. 
정답  ⑤ gets → get
해석  고객들이 어떤 기업체에 관해 인지도가 더 높아질 때, 그들은 효율적인 방법으

로 행동하는 법을 스스로 알게 된다. 그들은 그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요청하

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 회사 제품과의 친숙함은 그들이 정보와 조언을 회사

의 직원들에게 덜 의존하게 해준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충성심의 비용편익은 단골과 
장기 근무 직원이 상호 작용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방식으로부터 곧바로 급상승한다. 
다시 찾는 고객들은 자신들이 받는 가치에 기뻐하는 경향이 있고, 그들의 만족은 직원

의 자긍심과 활기의 원천이다. 의욕을 가진 직원은 그 회사에 더 오랫동안 머무르고 자
신의 고객을 더 잘 알게 되는데, 그것은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지고, 더 큰 고객 만족

을 만들어 내며, 그리고 더 나아가 (고객과의) 관계와 회사의 실적을 향상한다. 이러한 
인적 요인, 즉 개인적인 충성심은 고객 관계에서 강력한 요소이다. 
해설  ⑤ 동사에 밑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시제나 수의 일치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
장에서 주어는 ‘The motivated employees’로 복수 주어이고, and를 통해 동사 stay와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어가 하는 동작은 stay and get이 되어야 한다. 따라

서 gets를 get으로 고쳐야 문법상 올바른 문장이 된다. 
① 주어 they를 강조하기 위해 재귀대명사 themselves(스스로)가 쓰인 것은 문법상 적
절하다. 
② < S + V + ~ing> “S는 V한다 ~ing하면서” 분사구문이다. 동작 방향을 따져서 문
제를 푼다. 주어인 they가 직접 요구하는 것(능동)이고 뒤에 목적어 services도 있으므

로 ~ing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③ <make + 목적어 + 형용사> 구문으로 목적보어 자리에 형용사 dependent를 쓴 것
은 문법적으로 올바르다. 부사 dependently를 쓰면 틀린다.
④ <tend toV> “toV하는 경향이 있다” 구문이다. 우선 tend 다음에 나오는 to는 전치

사가 아닌 부정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인 be가 적절하게 쓰였다. 그리고 please라는 
동사가 p.p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pleasing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사람은 감정을 
수동으로 느낀다는 개념을 알아야 하고, 바로 다음에도 목적어없이 전치사(with)가 나
왔기 때문에 be pleased는 문법상 올바르게 쓰였다.
단어   awareness 인지, 인식　firm 회사　efficient 효율적인　manner 방법　  

employee 직원　cost benefit 비용편익　loyalty 충성심　  
long-term customer 단골　satisfaction 만족　result (회사의) 실적　  
factor 요인, 요소

30. 
정답  ⑤ stability → instability
해석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지도자의 지도하에 일하는 사람들은 나쁜 소식을 숨기거

나 최소화하는데 그 나쁜 소식이 불쾌한 상호작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조
직 내 의사소통의 계통이 악화되는데, 왜냐하면 정보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모두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집단 구성원이 작은 문제들을 지도부로부터 숨
기게 되면 큰 문제가 될 때까지 그 문제들을 바로잡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들

(작은 문제들)이 문제 해결의 태도로 환영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안심한 채로 조직

체가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편안하게 지도자에게 다가오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정
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에 비해 성격 특성을 내보이는 
방식에 있어서 일관성이 덜하다는 것을 연구가 보여준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날마다 어떻게 행동할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이 더 어렵다.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관된 기대를 가진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정서

적 안정성(→ 불안정성)은 이런 목표에 방해가 된다.

해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지도자의 지도하에 일하는 사람들은 나쁜 소식을 숨기거

나 최소화 하므로 불쾌한 상호작용을 유발한다는 것이 이 글의 중심내용이다. 이 내용

에서 흐름에 벗어나는 것은 ⑤로, 정서적인 불안정성이 일관된 기대를 가진 환경을 만
드는 것에 대한 목표에 방해가 되므로 stability는 instability로 수정해야 한다.
단어   unstable 불안정한　direction 지도, 지휘　minimize 최소화하다　 

line 계통, 계보　suffer 악화되다, 고통 받다　leadership (조직의) 지도부　 
rectify 바로 잡다　secure 안심하는, 마음을 놓은　greet 환영하다, 인사하다　 
mind-set 태도, 심적 경향　consistent 일관성이 있는　personality 성격, 개성　 
characteristic 특성, 특징, 특질　predict 예측하다, 예언하다　 
expectation 기대, 예상　instability 불안정성　get in the way of ~의 방해가 되다

31. 
정답  ③ 
해석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실을 진술하여 증명한다면, 여러분은 사실의 진상을 보
여 주고 있는 것이지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여러분이 개인적 취향에 대
해 분명히 말하고 설명한다면, 여러분은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이지 논쟁하고 있는 것
이 아니다. 논쟁은 사실에 관한 것도 취향에 관한 것도 아니라 많든 적든 개연성이 있
는 진술의 방대한 중간 지대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호수가 내해라고 하는 것은 사
실이고, 어떤 사람이 호숫가에서 휴가 보내기를 원하는지의 여부는 취향의 문제이다. 
하지만 특정 호수의 기슭이 상업적 개발이나 휴양산업 개발을 위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야 하는지의 여부는 논쟁의 문제이다. 이 마지막 사안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다. 사리를 
아는 사람들은 좋은 취지와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동일한 사실들을 가지고 양측

의 입장에서 논쟁을 벌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쟁에서 이긴 측일지라도 사실을 규명한 
것이 아니라, 단지 특정한 선택의 개연성 있는 타당성만을 규명했을 뿐이다.
해설  사실을 진술하면 사실의 진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취향에 대해 말한다면 취향을 
나누고 있는 것이며, 논쟁은 사실에 관한 것도 취향에 관한 것도 아닌 ‘개연성이 있는 
진술의 방대한 중간 지대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내용의 연장선으로써 빈칸에 들
어갈 논쟁에 관한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개연성 있는 타당성’이다. 
단어   argue 논쟁하다, 주장하다; 논쟁　account for ~을 설명하다　  

concern ~ with … ~을 …에 관련시키다　statement 진술　  
zone 지역으로 정해두다; 구역　intent 취지, 의도; 몰두하는　  
reasonable 사리를 아는, 합리적인　probable 개연성 있는, 사실일 것 같은　  
wisdom 타당성

32. 
정답  ① 
해석  생체 내에서 부분과 전체 간의 관계를 인식하기 위해, 우리가 자연을 미시적인 
수준에서 연구할 필요는 없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서 있는 곳에서 보이는 하늘 전
부를 보게 된다. 하지만 눈의 동공은 완전히 열려도 가로로 1센티미터가 안 된다. 어찌

된 일인지, 하늘 전체로부터 오는 빛이 눈이라는 작은 공간에 담겨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동공이 단지 절반 크기이거나, 고작 4분의 1 크기일지라도, 여전히 그러할 것 
이다. 밤하늘 전체로부터 오는 빛은 공간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모든 공간에 존재한다. 
이것은 교차하는 레이저 광선에 의해 만들어지는 3차원의 상에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

과 정확히 동일하다. 이러한 홀로그램의 상은 무한히 절반으로 쪼개어질 수 있으며, 각 
조각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전체의 상을 여전히 담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부분

과 전체의 가장 불가사의하다고 여겨지는 측면, 즉 물리학자 Henri Bortoft가 말하듯 
“모든 것은 모든 것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해설  밤하늘의 빛과 홀로그램의 원리를 통해 부분과 전체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동공의 크기가 작아도 하늘 전체로 오는 빛을 모두 담을 수 있으며, 홀로그램

의 상이 무한히 절반으로 쪼개어지더라도 전체의 상을 담고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볼
때 빈칸에는 모든 것을 한번에 담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 ‘모
든 것은 모든 것 안에 있다.’가 적절하다. 
단어   evident 분명한, 눈에 띄는　appreciate (제대로) 인식하다　 

microscopic 미시적인, 미세한 부분에까지 이르는　pupil 동공　 
present 존재하는, 있는　entirety 전체, 전부　indefinitely 무한히　 
physicist 물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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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답  ① 
해석  인간은 고립주의, 즉 각각으로부터 갈라져 나오는 집단으로 분열하는 뛰어난 능
력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New Guinea에는 800개가 넘는 언어가 있는데, 몇몇 언어

는 단지 몇 마일 건너편에 있는 지역에서 사용되지만 상대방 어느 편에 있는 사람들에

게도 프랑스어와 영어만큼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구상에는 여전히 7,000개의 언
어가 쓰이고 있으며, 각각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웃으로부터 단어, 전통, 의식, 
또는 취향을 차용하는데 매우 거부감을 갖는다. ‘문화적 특징의 수직적 전파가 대체로 
눈에 띄지 않고 이루어지는 반면에, 수평적 전파는 의심 또는 심지어 격한 분노를 가지

고 대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문화는 전달자를 사살하기 좋아하는 것 같다.’라
고 진화 생물학자인 Mark Pagel과 Ruth Mace는 말한다. 사람들은 생각, 기술, 그리고 
습관의 자유로운 흐름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

이 문화 교류의 영향을 제한하게 된다. 
해설  지구상에는 7,000개의 언어가 쓰이고 있는데, 각각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이
웃으로 부터 문화를 차용하는데 매우 거부감을 갖는다고 하였고, 진화 생물학자인 
Mark Pagel이 ‘문화는 전달자를 사살하기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인간은 갈라져 나오는 집단으로 부터 분열하며 문화 교류를 제한한다는 것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문화 교류의 영향을 
제한하게 된다.’ 이다. 
단어   capacity 능력　isolationism 고립주의　split into ~로 분열하다　 

understandable 이해할 수 있는　remarkably 매우, 몹시　 
resistant to ~에 거부감을 갖는, 저항하는　ritual 의식　vertical 수직의　 
transmission 전파, 전달　trait 특징　unnoticed 눈에 띄지 않는　 
horizontal 수평의　regard (어떤 감정 · 태도를 가지고) ~을 대하다[보다]　 
suspicion 의심　fierce anger 격한 분노[노여움]　evolutionary 진화의

34. 
정답  ④ 
해석  한 전통적 정의에 따르면, ‘미학’은 아름다움, 특히 예술에서의 아름다움을 다
루는 철학의 분야이다. 예를 들어, ‘모나리자’나 꼭대기가 눈으로 덮인 산이 주는 즐거

운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이 미학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다. 그렇지만, 예술 작품들과 자
연물들이 아름답다는 것에 의한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정의는 너무 좁아 보인다.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대신에, 예술

가들은 어리둥절함, 충격, 심지어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스페인 내란 동안에 
있었던 독일과 이탈리아의 전투기들에 의한 스페인 시민 대량 학살에 대한 반응으로 
피카소가 그린 검은색, 흰색, 회색으로 이루어진 거대한(11피트×25.6피트) 그림인 피카

소의 ‘게르니카’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해체된 시신들과 소리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캔
버스를 지배한다. 이 작품은 널리 칭송되고 있으나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미학에 대한 더 나은 정의는, 미학이란 사물이 경험되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방식

을 다루는 철학의 분야라는 것이 될 것이다. 
해설  ‘미학은 예술 작품이나 자연물들이 아름답다는 것을 넘어선다’는 것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다. 예술가들은 어리둥절함, 충격, 심지어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로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언급했다. 이 작품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해체된 시신들과 소리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통해 ‘독일과 이탈리아의 전투기들에 
의한 스페인 시민 대량학살’을 사람들이 떠올리기 때문에 칭송된다. 따라서 미학에 대
한 정의로서 빈칸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사물이 경험되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이다. 
단어   definition 정의, 의미　aesthetics 미학　snow-capped 꼭대기가 눈에 덮인　  

evoke 불러일으키다　admiration 감탄, 존경　  
puzzlement 어리둥절함, 얼떨떨함　disgust 혐오감, 역겨움　disjoint 해체하다  
corpse 시체, 송장　dominate 지배하다

35. 
정답  ④ 
해석  1912년 독일 과학자 Alfred Wegener는 대륙 이동설이라 불리는 한 가설을 제안

했는데, 이 가설에 따르면 대륙들이 죽 이동해 왔었다는 것이다. Wegener는 예전에 대
륙들이 하나의 거대한 대륙의 일부를 이루었다는 가설을 세웠는데, 그는 그 하나의 거
대한 대륙을 “모든 육지”라는 의미의 Pangaea라고 이름 붙였다. 대륙의 해안선의 공통

점과 더불어 Wegener는 곧 그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을 찾아냈다. 만일 대
륙들이 한때 연결되어 있었다면, 연구를 통해 Pangaea의 연결 부분이었던 지역에서 동
일한 식물과 동물 화석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Wegener는 동일한 화석 유물이 이미 
남미 동부와 아프리카 서부 모두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다른 과학자들은 북

미대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에 의한 대형동물 소멸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서부와 브라질 동부와 같이 멀리 떨어진 해안 지역에서 나오는 암
석의 나이와 유형이 매우 유사했다. 
해설  이 글은 ‘대륙 이동설’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대형 동물이 사람에 의해 소멸 
되었다’라는 과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④는 이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단어   hypothesis 가설　continental 대륙의　drift 이동　landmass 대륙, 광대한 토지 

in addition to ~에 더하여　coastline 해안선　uncover 발견하다　fossil 화석　 
adjoining 인접한　identical 동일한　remains 유적, 유물　 
coastal 해안의, 연안의　match 일치하다, 비슷하다

36. 
정답  ④ 
해석  재활용에 관한 한 이론과 실제 사이에 이상한 단절이 있다. (C) 실제적인 측
면 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점점 더 하는 실정이지만, 이론적 측면에서는, 환경 옹
호 자들과 그들의 비판자들 모두 재활용을 그다지 거론하지 않는다. 그 단절은 서점의 
진 열대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A) 재활용은 ‘지구를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
사 에 관한 조언’으로 가득 찬 책들의 인기 있는 주제이며,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 개
선 에 생활 쓰레기보다 더 잘 들어맞는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지구의 운명과 환경 
운동의 양상을 분석하는 책들은 재활용과 고형 폐기물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B) 재활용이 환경에 도움이 되기 위해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단연코 가장 흔한 실용 
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환경론자들의 희망과 두려움은 다른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 
다. 이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데, 가정의 수준에서 다루기에는 훨씬 더 어려운 다른 문 
제들이 쓰레기로부터의 재료 회수(재생)보다 명백하게 더욱 시급하기 때문이다. 
해설  ‘재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 사이의 단절’의 내용을 담은 주어진 문장 다음으로 
는 ‘실제적인 측면과 이론적인 측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상술 · 부연한 (C)가 이어지 
는 것이 적절하다. (C)의 후반부에서는 ‘서점의 진열대에서도 그 단절이 발견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책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설명된 (A)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재활용 환경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의 조치인 (B)가 해결책으로서 차례로 이어지는 것 
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④ (C) – (A) – (B)이다. 
단어   odd 이상한, 기이한　theoretical 이론적인　advocate 옹호자, 지지자; 지지하다  

do-it-yourself 스스로[손수] 하는　by far 단연코, 훨씬　  
address 다루다, 고심하다

37. 
정답  ⑤ 
해석  많은 건강 교육 캠페인은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바
꾸도록 동기를 부여하려고 시도해왔다. (C) 크리스마스 때의 음주 운전 방지 캠페인은 
도로 교통사고 희생자의 가족에게 가해진 끔찍스러운 영향을 보여주고, 흡연 방지 포
스터는 ‘자녀들에게 담배 피우는 것을 가르치지’ 말 것을 부모들에게 촉구한다. 지나

친 음주, 흡연, 약물 사용의 결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점점 더 강력

한 캠페인이 사용되고 있다. (B) 그러한 캠페인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어 자
신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데 성공하는지는 여전히 진행 중인 논쟁 주제이다. 두
려움이 부정적인 태도, 심지어는 바꾸고자 하는 의도까지 촉진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

한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진짜 의사결정 상황에 직면할 때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A) 또한 너무 겁먹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피하도록 유
도할 수도 있다. 보호동기이론은 그 위협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또 그 사람이 권
고된 조언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위협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만 두려움이 효
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해설  (C)의 ‘음주 운전이 희생자 가족에게 가해지는 끔찍한 영향’이 주어진 문장의 

‘두려움’을 그리고 ‘자녀에게 담배 피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주어진 문장의 ‘죄책

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처음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으로는 (B)의 such campaigns
가 (C) 후반부의 Increasingly hard-hitting campaigns를 지칭하며 이어지고, (B)의 후
반부에서 언급한 ‘두려움은 진짜 의사결정 상황에 직면할 때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라는 내용 다음으로 부정적 영향을 추가적으로 언급한 (A)가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⑤ (C) – (B) – (A)이다. 
단어   attempt 시도하다　guilt 죄책감　victim 희생자　 

urge 강력히 촉구하다, 충고하다　hard-hitting 강력한, 직설적인　 
awareness 인식, 의식　consequence 결과　ongoing 계속 진행 중인　 
frightened 겁먹은, 무서워하는　deny 거부하다, 부인하다　 
perceive 인식하다, 감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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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정답  ⑤ 
해석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과다섭취를 부유한 사회에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

과 관련짓는 최근의 연구결과들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식품은 식물성 식품보다 건강한 
영양에 더 중요하다. 동물성 식품이 먹기에 아주 유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식물성 식
품 없이도 지낼 수 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두 종류를 모두 섭취할 때 우리에게

는 가장 좋다. 오히려 내 주장은 식물성 식품은 생명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반면, 동물성 
식품을 이용하는 것은 단순한 생존 외에도 건강과 행복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농업 사
회에서 동물성 식품은 영양상으로 말하자면 먹기에 특히 유익하긴 하지만, 또한 생산

해내기가 특히 어렵다. 동물성 식품은 이 유용성과 부족함의 조합으로부터 상징적인 
힘을 얻는다. 그러므로 나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식물성 식품보다 동물성 식품을 
존중하고 원하며, 그것들을 생산하는 데 그들의 힘과 부의 몫을 균형이 맞지 않게 기꺼

이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이 자의적인 문화적 사실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해설  주어진 문장에서 this combination of utility and scarcity(이 유용성과 부족함의 
조합)은 ⑤앞에서 언급한 ‘동물성 식품은 영양상으로 말하자면 먹기에 특히 유익하긴 
하지만, 또한 생산해내기가 특히 어렵다.’를 축약해서 지칭하는 것이므로 주어진 문장

은 ⑤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단어   overconsumption 과다섭취　sound 건강한, 견실한　 

dispense with ~없이 지내다　consume 섭취하다　sustain 지속하다　 
above and beyond ~외에도, ~ 이상의　survival 생존　agricultural 농업의　 
nutritionally 영양상으로　utility 유용성　arbitrary 자의적인, 독단적인　 
honor 존중하다, 예우하다　disproportionate 균형이 맞지 않는

39. 
정답  ④ 
해석  컨설턴트로서 나의 동료들과 나는 더 경쟁력 있는 경제 체제를 만드는 방법에 
관하여 기업과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조언하는 것에 상당한 노력을 쏟아왔다. 우리는 
현지의 유산과 제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왔다. 되풀이해서 우리

는 특정한 정책, 전략, 조치, 또는 의사소통 방식을 바꾸어야 할 필요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대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영광을 가져온 지도자들은 우리 시각의 타당성을 인정

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 발전이라는 긴급한 문제에 대한 훌륭한 해결책이 저조한 
성과를 보이는 경제 체제의 추세를 뒤바꾸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낳기에 충분하지 않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흔히 지적인 주장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변화해야 하
는 필요성을 이해하며, 변화에 대한 약속을 표현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익숙한 것에 의
존한다. 익숙한 것으로 되돌아가려는 이러한 성향이 문화적 특성은 아니고, 그것은 달
라지고 더 번영하는 미래상을 촉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더 심각한 난제

들 중 일부를 나타낸다. 
해설  주어진 문장은 ‘경제 발전이라는 긴급한 문제에 대한 훌륭한 해결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마이너스(-) 내용이다. 주어진 문장에 있는 대조연결사 however(그러

나)로 볼 때 주어진 문장 앞에는 ‘긴급한 문제에 대한 훌륭한 해결책의 긍정적인 반응’
이 나와야 함을 알 수 있다. ④ 앞까지는 긍정적인 내용이 서술되고 ④를 중심으로 글
의 방향이 바뀌게 되므로 주어진 문장은 ④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단어   heritage 유산, 전통　institution 제도, 기관　 

time and again 되풀이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argument 주장　 
specific 특정한, 구체적인　for the most part 대개　privilege 영광, 특권　 
acknowledge 인정하다　validity 타당성, 유효성　perspective 시각, 관점　 
sufficient 충분한　commitment 약속, 헌신　resort to ~에 의존[호소]하다　 
revert to ~로 되돌아가다　be indicative of ~을 나타내다　prosperous 번영하는

40. 
정답  ③ 
해석  초기 발달 단계의 읽고 쓰는 능력에 대한 관점은 아동이 자신들의 음성 언어

를 초기의 읽고 쓰는 언어 능력 발달을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

한 증거를 제공하였다. 비록 문자 언어가 음성 언어의 연장이긴 하지만, 그들이 정확하

게 서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한 가지 다른 점은 관습에  
있다. 일부 언어 학습자들에게는 문장과 단락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고, 단어의 철자를 
적거나 예상되는 독자 또는 실제 독자를 위한 글쓰기에서 생각을 구성하게 하는 명시

적 교육이 필요하다. 글쓰기와는 달리, 음성 언어는 청자가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질문을 할 수 있고 언어적, 비언어적 맥락 단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글쓴이는 예상 독자에게 주는 부연 설명의 도움 없이도, 정밀하고 정
확한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또렷하게 표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많
은 제 2언어 글쓴이들이 영어로 글을 쓰는 초기에 겪는 주요한 난관이다.

▼
문자 언어는 청자가 관여해서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명쾌 해야하는 반면 음
성 언어는 맥락을 통해 양측이 자신의 의구심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
공한다. 
해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다른 점은 관습에 있는데 음성 언어는 청자가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맥락 단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문자 언어는 그렇지 않
아서 부연 설명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생각을 또렷하게 표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다. 이에 따라 요약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명쾌

한’-‘맥락’이다. 
단어   emergent 초기 발달 단계의, 불시에 나타나는, 신생의　 

literacy 읽고 쓰는 능력, 문식 능력　perspective 관점　ample 충분한 
extension 연장　reflection 반영　convention 관습, 관례　 
explicit instruction 명시적 교수법　clarification 명확한 설명　 
verbal 언어적(↔ nonverbal 비언어적)　accurate 정확한　 
elaboration 자세한 설명　prospective reader 예상 독자

41~42.
정답  41. ③ 42. ④
해석  습관을 간과하는 우리의 성향은 습관 그 자체의 한 측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데, 그것은 친숙함과 반복이 우리의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Marcel Proust는 
습관을 ‘우리로부터 거의 전 우주를 감추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을 막는’ ‘두
꺼운 커튼’으로 묘사한다. 이뿐만 아니라, 습관은 ‘우리가 몇 번이고 목격한 것들로부

터 그것들에게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심오한 인상과 사고의 근원을 차단한다.’ 
Proust는 예술가는 우리 세상의 가장 친숙한 특징들이 눈에 보이고, 유의미해지고, 경
탄의 원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습관이라는 커튼을 걷어 내거나 뜯어내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철학자의 일이기도 하다. 비록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

레스의 말을 인용하여 철학은 경탄으로 시작한다고 자주 이야기되지만, 경탄하는 마음

의 상태는 오로지 습관이라는 두꺼운 커튼을 우선 유지해야만(→ 뚫고 들어가야만) 도
달할 수 있다.
그래서 습관은 특히 철학적인 주제이고, 또한 일상생활의 중요하고 심오한 특징이기도 
하다. 몇몇 유럽의 철학자들은 불교 전통의 많은 스승들과 마찬가지로 습관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시간과 변화를 거쳐 지속되는 우리의 정체성은 습관

의 완강함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혹시 만약 그것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 해도, 습관의 애매모호함과 불명확함은 인간

의 개성이라는 불가사의에 속한다. 습관의[습관이라는] 문제는 우리의 가장 어렵고, 깊
고, 가장 끈질긴 문제, 즉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와 ‘나는 과연 누구인가?’와 분리될 
수 없을 것이다.
해설  

41. 이 글은 습관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친숙함과 반복성 때문에 우리의 감각을 둔하

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전 우주와 우리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을 기
술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습관은 철학적 주제이고, 습관에 대해 알아야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습
관: 우리의 세상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① 친숙함이 우리의 감각을 누그러뜨리는 방법

② 철학에서 심오한 주제를 다루는 것의 중요성

④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습관의 애매모호함

⑤ 예술가에게 있어서 습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정체성의 중요성

42. (d) 앞 문장을 보면 예술가는 우리 세상의 가장 친숙한 특징들이 눈에 보이고, 유
의미해지고, 경탄의 원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습관이라는 커튼을 걷어 내거나 뜯어내어

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하였다. 역접의 연결사가 없는 다음 문장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문장이 이어져야 하기에 습관이라는 두꺼운 커튼을 유지한다는 것은 문맥상 적
절하지 않다. 따라서, (d)의 maintaining(유지해야만)을 penetrating(뚫고 들어가야만)과 
같은 단어로 고쳐야 한다.
단어   tendency 경향, 성향　overlook 간과하다, 못 보고 넘어가다　 

familiarity 친숙함, 익숙함, 낯익음　repetition 반복, 되풀이　 
dull 둔하게 하다, 무디게 하다　witness 목격하다, 보다; 목격자　 
profound 심오한, 깊은　draw back 걷어 내다, 걷다　 
tear open 찢다, 찢어서 열다　feature 특징, 특성　 
quote 인용하다, (남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다　 
penetrate 뚫고 들어가다, 관통하다　uniquely 특히, 유례없이, 독특하게　 
ambiguity 애매모호함　uncertainty 불명확함, 불분명함　 
selfhood 개성, 자기 본위　insistent 끈질긴, 계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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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e (감정, 감각등을) 누그러뜨리다　significance 중요성　deal with 다루다　 
make sense of ~을 이해하다

43~45.
정답  43. ② 44. ② 45. ⑤ 
해석  

(A)
아주 오래전에 Truth가 노인으로서 세상을 걷고 있었다. 그의 손, 그의 얼굴, 심지어 그
의 옷까지 그의 모든 것이 늙은이 같았다. 그의 피부는 주름졌으며 그의 옷은 매우 누
덕누덕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옷을 하나도 입지 않았다고 말했다. (a) 그가 어떤 사
람에게 걸어가면 그 사람은 땅을 쳐다보고 방향을 바꾸어 떠나 버리곤 했다. Truth는 
“이해가 안 돼.”라고 혼잣말을 했다. “내가 곁에 없을 때는 사람들이 항상 내 말을 듣
고 싶어 한다고 말해. 하지만 내가 여기에 있으니 그들이 나를 피해.” 

(C)
그때 Truth는 마을 변두리에 모여 있는 한 무리의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누군

가의 말을 큰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d) 그가 그 무리에게 다가

가자 사람들이 빠르게 시선을 피하면서 서둘러 떠났다. 거리에 남은 유일한 사람은 말
하던 사람인 Story였다. 그는 멋지고 화려한 예복을 차려 입고 있었다. 그의 옷에는 무
지개의 모든 색깔이 있었다. 그것에는 햇빛에 은색 또는 금색으로 반짝이는 천이 있 
었다. 그것에는 심지어 그가 움직일 때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또 초록색으로 바뀌면

서 변하는 여러 색상이 있었다. 
(B)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라고 Truth가 Story에게 말했다. “왜 
내가 말하려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지? 아마도 그건 내가 늙었기 때문일 
거야.” “아니야, 나를 봐. 나도 늙었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내 말을 듣잖아.”라고 Story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b) 그는 Truth의 의복 상태를 바라보면서 “아마도 문제는 네가 단
지 (c) 너 자신을 약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일지도 몰라. 나와 함께 집에 가자.  
그러면 (네가) 입을 내 아름다운 예복 중 하나를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덧붙였다. 

(D)
그래서 Truth는 Story와 함께 집으로 가서 Story의 화려한 색깔의 예복 중 하나를 입
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 둘은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걸으러 나갔다. Truth는 사람들이 방
향을 돌려 떠나가는 것을 보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e)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 
렸다. Truth와 Story는 저녁 식사를 위해 어떤 집으로 초대되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가족들과 이야기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다. Truth
가 세상에 벌거벗은 채 돌아다니면 사람들은 외면한다. 하지만 Truth가 Story와 함께 
동행하면 그들은 우리의 집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초대된다. 
해설  

43. (A)에서 Truth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자 자신을 피하는 것을 보고 불평하다가 (C)에
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말을 하고 있었던 Story를 만나게 되고, (B)에서 Story가 
Truth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으로 자신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라고 제안하고, (D)에서 
Truth는 Story의 옷을 입고 Story와 함께 어떤 집으로 초대되어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
간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 (C) – (B) – (D)이다. 

44. (a), (c), (d), (e) 모두 Truth를 가리키는 반면 (b)는 Story를 가리키므로 정답은 ②
이다. 

45. ‘Truth가 Story와 함께 동행하면 그들은 우리의 집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초
대된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단어   wrinkled 주름진　ragged (옷이) 누덕누덕한, 다 해어진　 

now that ~이니(까), ~이므로　robe 예복, 가운　arm in arm 팔짱을 끼고　 
assemble 모으다, 집합시키다　fabric 천,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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