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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2]

1. 

If I may __________ from my theme for a moment, the following story may interest you. 

① devastate  ② digress

③ devour  ④ detour  

2. 

He wasn't mathematically brilliant and in fact some of his contemporaries were much 

stronger mathematically than he was. Einstein wasn't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more 

__________ physicist.

① run-of-the-mill ② down-to-earth

③ off-the-cuff ④ state-of-the-art

※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4]

3. 

A: We are having a party. 

B: Oh, when is it?

A: Tonight. Can you come?

B: Maybe not tonight.

A: Why not?

B: __________________. 

A: Are you sure about that?

B: Yes, I'd love to go, but tonight I just can't go.



① Can I give you a rain check?

② I can’t make it because I am so tied up. 

③ We haven’t got time to kill.

④ It’s really hard to miss the boat.

4. 

A: May I help you? 

B: I'd like a hamburger, a regular French fires and a regular coke. 

A: Here or to go? 

B: ______________________

① It’s up to you.

② How much do I owe you? 

③ Is that a problem?

④ I need that to go please. 

5. 어법상 옳은 것은?

① I had no sooner opened the window than the bird flew out.

② I’ve been working on this project for six month.

③ Books, clothings, and buildings are some examples of material culture.

④ When their ship landed, two US sailors take a tour of the city.

6.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If you need to buy food, ① there is probably a shop or a department store close to 

your home that sells just what you want. But shopping has not always been so easy. 

Shops started only with the introduction of money. In earlier times, people traded 

crops or objects ② they had made in exchange for ③ the goods they needed. The 

first shops ④ sold just a little products such as meat and bread. 

7.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① 고대의 사람들은 이 별이 해와 함께 뜨는 것을 보았다. 

→ Ancient people saw this star rising with the Sun.

② 우리는 건강을 잘 돌보지 않는 한 오랜 삶을 살 수 없다. 

→ We cannot live a long life unless we do not take care of our health.  

③ 그가 비록 의사가 아닐지라도 그의 경고는 겉으로는 완벽하게 들린다. 

→ Though he is not a doctor, his warning seemingly sounds perfect.



④ 홍보 웹사이트의 부족으로 모국어로 영어를 쓰지 않는 관광객들은 한국관광에 대한 정보를 제한적

으로 얻고 있다.

→ Due to the lack of promotional web sites, travelers whose mother tongue is not English 

have limited access to information about Korean tourism. 

8.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책에서, 그는 이 살인을 행함으로써 그의 행동이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정당화를 하게 된다.

① In the book, by being performed this murder, he justifies to himself that his act is 

helping rid the world of evil. 

② In the book, by performing this murder, he justifies to himself that his act is helping to 

rid the world for evil. 

③ In the book, in order to perform this murder, he justifies to himself that his act is 

helping rid the world for evil. 

④ In the book, by performing this murder, he justifies to himself that his act is helping to 

rid the world of evil. 

9. 밑줄 친 ㉠과 ㉡에 공통으로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 She is a girl quite after my own ㉠ __________. 

○ I went on a strict low fat diet and exercised at the gym five times a week. A month 

later I had only lost a few kilos, it really made me lose ㉡ _____.

① mind  ② taste  

③ heart  ④ memory 

10. 밑줄 친 표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Even though Elvis has been dead for over 30 years, he still pulls in about $50 million a 

year.

① beefs about ② levels with

③ rakes in ④ uses up 

11.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The doctrine that one should sacrifice self-interest for the collective good is a message 

that is seldom preached in America. In our secular mind set, the importance of the 

individual greatly overshadows the importance of the community. If the only 



legitimate goal is maximizing personal income, then there are no __________ that must 

be obeyed. A person may obey the law because the costs of getting caught violating 

the law outweigh the benefits of getting away with it, but in doing so he or she is 

being clever or cautious, not ethical.

① religious creeds ② social contracts

③ economic models ④ ethical principles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The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took 20 years to 

develop a reliable tsunamograph, an apparatus that provides accurate, real-time data 

on tsunamis. It consists of an anchored, ocean-bottom pressure recorder and a 

companion buoy. It is called DART, for Deep-Ocean Assessment and Reporting of 

Tsunamis. The recorder, sitting at a depth of up to 5,000 meters, measures changes in 

pressure due to changes in water level. The recorder transmits acoustic signals to the 

buoy, which, in turn, relays the measurements of wave height to satellites. This 

information is then used to __________ of a tsunami.

① figure out the cause

② calculate the damage

③ trace the epicenter

④ forecast the progress

13. 다음 글 이전에 나왔을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Facts tell what happened. Opinions tell what the writer thinks about what happened. 

News stories are not supposed to tell the writer’s opinion. They are supposed to tell 

facts. News stories are usually in the first part of a newspaper. The most important 

news stories are on the front page. The front page story at the top right side is the 

most important story of the day.

①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fact and opinion. 

② Do you know where the most important article is placed? 

③ News stories reflect a lot of things. 

④ You can find news stories in the first part of a newspaper.

14.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않는 것은? 

The debate is not new, but this year is crucial for GM(genetically modified) product. 

Europe is expected this year to decide if GM foods can be sold here, but with clear labels 



while countries like the UK are expected to decide if farmers can use GM seeds, many of 

them sold by big U.S agrobusinesses. Even some pro-GM scientists say the EU needs 

time to present its evidences as to the safety of GM to very skeptical consumers. GM 

farmers in the U.S. say they are losing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 lost sales to 

Europe. Anti-GM campaigners say all polls show Europeans won't eat the stuff anyway. 

① The debate over the GM product was triggered this year for the first time. 

② In Europe, GM food can be possibly sold with clear labels on them. 

③ The UK haven't decided whether farmers can use US GM seeds or not.

④ Anti-GM campaigners show the evidence that GM products are not popular in Europe.

15.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Most countries that already have nuclear power in Western Europe are hell-bent on 

shutting it down, or at the least, are not renewing ageing power stations. Only Finland, 

France and some Central European countries have proposed the building of new 

plants. To phase out nuclear energy just when we need it most to combat global 

warming is madness. Rational concerns for safety are not the doubt. The anti-nuclear 

agenda is pushed by groups like Greenpeace and Friends of the Earth, and by some 

politicians. They are pursuing goals in which neither environmental good sense nor 

science plays a part - a strange way to defend the earth. 

① Most countries in Western Europe are indifferent to developing nuclear energy.

② We must continue developing and utilizing nuclear energy despite global warming.

③ The goals of environmental groups must be scientific enough to guarantee the 

effective protection of environment.

④ Renewable energy cannot be an alternative to nuclear energy for the time being.

16.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Believing that frustration causes stress and poor self-esteem, parents work hard to 

protect their children from this terrible scourge. But the truth is, life involves many 

frustrations, and it's only through experience with frustration that we develop a 

tolerance for it. This enables us to turn adversity into challenge and persevere in the 

face of it. Perseverance, that all-important “if at first you don't succeed, try, try again” 

attitude, is the primary quality in every success story. So give your children regular 

doses of vitamin N. This vital nutrient is the most character-building two-letter word in 

the language, NO. 

① to encourage parents to give their children enough vitamin

② to teach children to live a spiritual life, not a material one



③ to remind children of the importance of perseverance in life

④ to persuade parents to have their children experience frustration

17.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The service sector which includes occupations ranging from housekeepers to lawyers 

has been expanding rapidly in the 1990s, creating many new jobs that do not require 

higher education. Some of these jobs, like cashiering and retail sales, require no more 

than high-school level literacy and numeracy, __________ others, like auto repair, require 

some specialized training.

① and ② but

③ therefore ④ for 

18. 다음 빈칸에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것은?

Each President chooses the members of the cabinet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but these advisers serve at the President’s pleasure and can be fired 

__________. They are chosen for their knowledge, their experience, their special talents, 

or their general wisdom. They may be old and trusted friends, sometimes even 

relatives. They can be farmers, diplomats, scientists, or politicians. They meet weekly in 

the cabinet room next to the President’s Oval Office in the West Wing of the White 

House.

① at any time ② in no time 

③ at no time ④ at times 

19.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The arrest of a senior executive rarely brings helpful headlines. But when Brazilian 

authorities briefly detained Google’s country boss on September 26th - for refusing to 

remove videos from its YouTube subsidiary that appeared to breach electoral laws - 

they helped the firm repair its image as a(n) __________. Two weeks earlier those 

credentials looked tarnished. Google blocked net users in eight countries from viewing 

a film trailer that had incensed Muslims. In six states, including India and Saudi Arabia, 

local courts banned the footage. In Egypt and Libya, where protesters attacked 

American embassies and killed several people, Google took the video down of its own 

accord. 

① hotbed of copyright infringement 

② defender of free speech 



③ reliable partner for governments 

④ institution guided by law

20.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It is clear that we have developed a society which depends on __________ to make it 

work. Psychiatrists have been heard to say, "He didn't have enough anxiety to get 

well," indicating that, while we agree that too much anxiety is inimical to mental 

health, we have come to rely on anxiety to push and prod us into seeing a doctor 

about a symptom which may indicate cancer, into checking up on that old 

life-insurance policy which may have out-of-date clauses in it, into having a 

conference with Billy's teacher even though his report card looks all right. On balance, 

our age of anxiety represents a large advance over savage and peasant cultures.

① anxiety overriding other emotions

② warding off anxiety with humor

③ overcoming anxiety in proper ways

④ having the right amount of anxiety

[정답 및 해설]

01.  정답   ② 

해석    주제에서 벗어나 잠시 여담을 해도 된다면 다음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실 겁니다. 

02. 정답   ①

해석   그는 수학적으로 뛰어나지 않았다, 사실, 그와 같은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그보다는 수학

적으로 훨씬 더 강했다. 아인슈타인은 많은 평범한 물리학자들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03. 정답  ②

해설   ① : 거절을 하는 입장이므로 ‘Can I take a rain check?(다음에 가능할까?)’라야 옳다. ③ :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어. ④ : 기회를 놓치기 정말 어려워. 

해석   A: 우리 파티가 있어.

B: 진짜, 언제야?

A: 오늘밤, 올래?

B: 오늘밤은 어려울 거 같아. 

A: 왜?

B: 너무 바빠서 오늘은 어렵겠어. 

A: 정말이야? 

B: 응. 나도 가고 싶지만, 오늘 밤엔 안 되겠어.

04. 정답   ④ 



해설    ① :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② : 얼마입니까? ③ : 그게 문제가 되나요? ④ : 포장해주세요. 

해석   A: 무얼 드릴까요? 

B: 햄버거와 작은 양의 감자튀김과 코카콜라를 각각 하나씩 주세요. 

A: 여기서 드실 겁니까? 가지고 가실 겁니까? 

B: 가지고 갈 겁니다. 

05.  정답   ①

     해설   ① : ‘A하자마자 B했다’라는 뜻의 ‘no sooner A(과거완료) than B(과거)’ 구문이다. ② : 

‘현재완료 for 기간’ vs ‘현재완료 since 과거’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 2이상인 기수 뒤의 명사는 

복수형을 취한다. --> months ③ : clothing(의류)는 부정관사를 붙이거나 복수형을 취할 수 없

는 명사이다. --> clothing ④ : 동사 간의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다. --> took 

해석   ① 내가 창문을 열자마자 새가 밖으로 날아갔다. 

② 나는 이 프로젝트를 6개월간 진행해오고 있다. 

③ 책, 의류, 건물 등은 물질적 문화의 예들이다. 

④ 배가 상륙했을 때 두 명의 미 해군 병사가 도시로 여행을 갔다.

06. 정답   ④ ( sold just a few products )

해설   ① : 유도부사 there는 뒤에 오는 주어(a shop)에 동사의 수(is)를 일치시킨다. [There V S] 

② : 과거(traded)보다 먼저 발생한 사실은 과거완료(had made)로 나타낸다. [대과거] ③ : the 

goods (that) they needed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문장이다. ④ : a little은 뒤에 불가

산명사를 취하는 불가산형용사이다. 뒤에 복수명사(products)를 취하려면 a few와 같은 가산형

용사가 필요하다.

해석  만일 당신이 음식을 살 필요가 있다면 당신의 집 근처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파는 상점이

나 백화점이 아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쇼핑이 항상 그렇게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 상점들은 단

지 화폐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 시절에는 사람들이 작물이나 그들이 만든 물건들을 그

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들과 교환했다. 최초의 상점들은 단지 고기와 빵과 같은 소수의 상품들만 

팔았다. 

07. 정답   ② 

해설   ① : 지각동사의 목적보어로는 현재분사도 가능하다. ② : unless와 뒤의 not이 이중부정을 

이룬다. --> not 삭제 ③ : 2형식 감각동사(sound)는 형용사 보어(perfect)를 취한다. ④ : 소유격 

관계대명사(whose)는 뒤에 명사가 빠진 게 없는 완벽한 구조를 취한다. 

08. 정답   ④ 

해설   ① : 뒤의 목적어를 받는 능동의 동명사가 필요하다. --> by performing ②③ : 동사 rid는 

‘rid A of B’의 구조를 취한다. --> of ③ : in order to do는 (~하기 위해서)로 해석되므로, 주어

진 우리말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  

09. 정답   ③



해석   - 그녀는 완전히 내 마음에 드는 여성이다. 

- 나는 엄격한 저지방 다이어트에 돌입하고 일주일에 다섯 번씩 체육관에서 운동했다. 한 달 후 

단 몇 킬로밖에 안 빠져서 정말 낙심했다.

10. 정답   ③

해석   엘비스는 사망한지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연간 약 5천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11. 정답   ④

해설   연결된 문맥상 글의 제일 하단에서 ‘not ethical’이라 했으므로 빈칸에는 ④의 ‘윤리 원칙’

이 적절하다. ① : 종교적 신조 ② : 사회 계약 ③ : 경제 모형

해석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기이익을 희생해야 한다는 교리는 미국에서는 좀체 설교되지 않는 

메시지이다. 우리의 세속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의 중요성이 공동체의 중요성보다 크게 앞선다. 유

일한 정당한 목표가 개인의 소득을 극대화하는 것이면, 그러면 지켜야 할 윤리 원칙은 전혀 없

다. 사람은 법을 어기다가 적발되는 것의 비용이 법을 어기고도 무사히 지나가는 것의 이익을 능

가하기 때문에 법을 지킬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때 그는 영리하거나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

이지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2. 정답   ④

해설   첫 문장에서 쓰나미 기록계에 대한 설명으로 ‘쓰나미에 대한 정확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

는 장치’라고 했다. 또한 빈칸 앞의 This information은 ‘수위 변화로 인한 압력 변화를 측정하여 

얻은 파고에 대한 정보’이므로, 먼데서 발생한 높은 파고, 즉 쓰나미가 가까이 다가오는 ‘진행상

황을 예측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① : 원인을 규명하다 ② : 피해를 산정하다 ③  : 진원지를 추적

하다

해석  미국 해양대기국은 쓰나미에 대한 정확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인 믿을 만한 쓰나

미 기록계를 20년 걸려 개발했다. 바다 밑바닥에 고정된 해저 압력 기록계와 그 짝이 되는 부표

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쓰나미에 대한 심해 평가 및 보고라는 뜻으로 다트라 불린다. 기록계

는 최대 5,000미터 깊이에 위치해서 수위 변화로 인한 압력 변화를 측정한다. 기록계는 음향신호

를 부표로 보내고 부표가 이번에는 파고(波高) 측정치를 위성으로 전해준다. 그러면 이 정보가 

쓰나미의 진행을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13. 정답   ①

해설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의 키워드(facts, opinion)를 모두 포함한 문장이 필요하다. 

해석   사실과 견해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사실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말해 준다. 견해는 발

생한 일에 대하여 필자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말해준다. 뉴스기사는 필자의 견해를 말하게 되

어있지 않다. 뉴스기사는 사실을 말하게 되어 있다. 뉴스기사는 대개 신문의 첫 부분에 있다. 가

장 중요한 뉴스기사는 앞 페이지에 있다. 앞 페이지의 오른쪽 위에 있는 기사가 그 날의 가장 중

요한 기사이다.

14. 정답   ① 

해설   첫 문장 ‘The debate is not new’에서 유전자 변형 문제가 처음으로 대두된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석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양측 논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올해는 이 문제에 있어 아

주 중요한 해이다. 유럽은 올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명시한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에 한해 

판매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반면, 영국 같은 나라들은 주로 미국의 거대 농산물 업체가 판

매하고 있는 유전자변형종자를 농장주들이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심지어 유전자변형

식품에 찬성하는 일부 과학자들도 유럽연합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소비자들

에게 그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전자변형농작물

을 재배하는 미국 내 농장주들은 유럽에 유전자변형식품을 판매하지 못함에 따라 수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다. 유전자변형 반대 운동가들은 어떤 여론 조사를 보더라도 유럽 사람들

은 그런 것에 입도 대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반박한다.

15. 정답   ②

해설   글쓴이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이다. ①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반대하고 

있다는 본문의 내용과 다르다. ③은 주제문으로의 포괄성을 가지지 못하고 지엽적인 내용일 뿐

이다. ④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다.

해석  서유럽에서 이미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그것을 폐쇄하는 데 필

사적이거나, 적어도 노후화되어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개수하지는 않고 있다. 핀란드와 프랑

스, 그리고 일부 중앙유럽 국가들만이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제안했다. 핵에너지를, 그

것이 가장 필요한 이때,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안전성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반핵 의제가 지금 그린피스와 Friends 

of the Earth 같은 단체들과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그들은 환경에 대한 양식도 

과학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목표들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지구를 지키는 이상한 방법

이다. 

16. 정답   ④

해설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지 말고, 일정 정도의 좌절은 오히려 장려하라

는 글이다. ③ : 아이들을 직접적 대상으로 한 글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삶을 인내하는 법을 알려

주기 위해서) 

해석  좌절이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자존심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에서 부모들은 이 끔찍스런 재앙

(좌절)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나 사실은, 누구나 살다보면 여러 

가지 좌절을 겪게 마련이고 또 좌절을 맛봄으로써만 좌절에 대한 인내심이 길러지는 것이다. 이

렇게 하여 우리는 역경을 도전으로 바꾸고 역경에 직면하여 인내할 수 있게 된다. 인내, 즉 “처음 

실패하면 거듭 재차 시도하는” 너무나 중요한 태도는 모든 성공담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그

러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일정량의 비타민 엔을 투여하라. 이 필수 영양소는 인격

형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개의 철자로 된 단어, 즉 ‘안돼(No)’이다. 

17. 정답   ②

해설   앞의 고등학교 수준의 지식과 뒤의 특별한 훈련을 대비시키는 연결어가 필요하다. 

해석   가정부에서 변호사에 이르는 서비스 업계는 1990년대에 급속히 신장하여 고등교육을 필

요로 하지 않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였다. 이 중에서 출납원이나 소매점 직원 등의 일자리는 고

등학교 졸업생 수준의 글 실력과 수학 지식을 요구한다. 반면에 자동차 정비와 같은 직종은 특별

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



18. 정답   ③

해설   대통령의 뜻(at the President’s pleasure)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므로 절대 사퇴당하

지 않는다는 표현은 어색하다. 

해석   각 대통령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로 내각 구성원들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 자문위원들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언제라도 사퇴당할 수 있다. 이들은 지식, 경험, 특별한 재능, 혹은 

그들의 일반적인 지혜로 인해 선택된다. 이들은 오랫동안

신뢰하는 친구일 수 있고, 때때로 친척일 수도 있다. 이들은 농부, 외교관, 과학자, 정치가일 수 

있다. 이들은 백악관 서쪽 건물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옆 내각 회의실에서 매주 회합한다.

19. 정답  ②

해설   구글은 무슬림을 몹시 격앙시켰던 비디오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유튜브에서 내렸다. 하

지만 브라질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비디오를 내리라는 지시를 거부해서 자사 대표

가 구류됐다고 했으므로 ‘자유의사 표현을 수호하는 기업’으로의 이미지를 브라질 사건으로 다시 

찾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① : 저작권 위반의 온상 ③ : 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④ : 법의 

지배를 받는 기관

해석  기업 간부 한명을 체포하는 것은 좀처럼 도움이 되는 헤드라인을 안겨주지 못한다. 그러나 

브라질 당국이 신속하게 구글 브라질 지사 대표를 9월 26일에 구류했을 때 -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비디오를 자회사인 유튜브에서 제거하라는 지시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 그들은 

구글이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게끔 도와주었다. 그 보다 2주전에는 그러

한 표현의 자유 수호자로서의 자격이 변색되어 보였다. 구글은 무슬림을 몹시 격앙시켰던 영화 

예고편을 8개국 네티즌이 못 보게끔 막았었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하는 6개국에서 지

방법원은 그 영상을 금지했었다. 시위자들이 미국 대사관을 공격하고, 여러 명을 죽인 이집트와 

리비아에서 구글은 그 비디오를 자발적으로 유튜브에서 내렸다. 

20. 정답   ④

해설   빈칸 다음 문장에서 의사가 “그는 회복되기에는 불안이 충분치 않았어요.”라고 말하므로 

빈칸에는 ④가 적절하다. ① : 불안이 다른 감정을 압도하는 것 ② : 유머로 불안을 쫓아버리는 것 

③ : 적절한 방법으로 불안을 극복하는 것

해석  적정량의 불안이 있어야 사회가 잘 돌아가게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발달시켜온 것은 분

명하다. 정신과의사들이 “그는 회복되기에는 불안이 충분치 않았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

는데, 이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은 불안은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에 힘입어 암 증세일지도 모를 증세에 대해 알아보려 병원을 찾기도 하고, 그 안에 연한이 

지난 낡은 조항이 있을지도 모르는 오래된 생명보험증서를 뒤져 확인도 하고, 빌리의 성적표가 

괜찮아 보여도 그의 선생님과 면담을 갖기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우리의 불안 시

대는 미개한 농경문화에 비해 크게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