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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The airlines has ____________ 11 pilots of a breach of 
alcohol-drinking regulations before flights.

① suspended         ② subsidized
③ complimented ④ compelled 

2.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There are concerns about whether a new health care reform bill 
offers viable solutions.

① durable     ② formidable
③ feasible     ④ ambiguous

3.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Since storage space in this building is at a premium, tenants lease 
space in an adjacent warehouse.

① reasonable     ② inexpensive
③ neighbouring    ④ remote

4.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octors are being ____________ in prescribing these drugs for 
people who are more severely mentally ill.

① causal    ② circumspect
③ communal    ④ corporative

5. 다음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It ____________ me after reading her article that she could be 
in the environmental issue.

① has been taken place to
② have been taken place
③ have taken place



④ has taken place to

6. 다음 ㉠, ㉡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eter has become blind since he was a child. His blindness has 
remained ㉠ [serious / seriously] from then and forced ㉡ [him 
/ himself] to give up reading books.

㉠ ㉡
①
②
③
④

serious
serious
seriously
seriously

him
himself
him
himself

7.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적절하게 옮긴 것은?
① 변호사는 그 죄수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 The lawyer is convinced of the innocence of the prisoner.
② 그녀는 그 파티에서 남동생의 행동을 이상하게 느꼈다.

⇨ She felt strangely about her brother’s behavior at the party. 
③ 그는 학교를 졸업한 후 가족에게서 멀어졌다.

⇨ He had grown distance from his family after graduating from school. 
④ 우리는 변화를 필요로 할 것 같다.

⇨ It sounds like we need to change.

8.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잘못된 것은?

It may stay ① hard to realize that behind the seemingly 
effortless movement ② is long periods of practice. Some of the 
people who create a ballet never ③ appear on stage. They 
hold ④ responsible for the music to which the dancer move.

9.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① A : Kyle, I saw that woman put a scarf in her pocket. What should I do?

B : Don’t say anything. Call undercover security over here to watch her.
② A : How long do I have to rest? I was hoping you could give me something to 

ease the pain so that I could get back to work this afternoon.
B : Well, I’m afraid that any kind of exertion is out of the question just now.

③ A : You can have 1:00 p.m or 6:30 p.m. Which is better for you?
B : I have had trouble breathing 1:00 p.m or 6:30 p.m.

④ A : Where can I find slumberous pill?
B : Those are only available with a prescription. Do you have one?



10. 다음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Father: Why so blue, Rachel?
Rachel: My golf score is on the skids.
Father : __________________, Rachel. There are millions of people 

who can’t afford to play golf in this country.

① That’s my favorite color
② Count your blessings
③ That does it
④ I play truant

1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Nelson Mandela was in prison, one of the first subjects he 
undertook was Afrikaans, the language of his enemy. It was 
surprising, even shocking, to many of his comrades, but he studied 
the language intensively and asked his comrades to do the same. 
Mandela then proceeded to focus on the history of the Afrikaner 
people, his persecutors, and the tragedy of the Boer War, acquiring a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ir group psychology and culture. In the 
process, he developed a deep respect for the Afrikaners ― for their 
spirit of independence, their religious devotion, and their courage in 
battle. This comprehension of the other side proved enormously 
helpful later when it came to persuading the government to accept 
his forthright “no” to the cruel and unjust system of apartheid. 

① Mandela’s unfinished fight for freedom
② qualities needed to be a good leader
③ Mandela’s effort to understand his enemy
④ Mandela’s never-ending will to fight against unjust systems

1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Time pressure leads to frustration, and when we’re frustrated or 
experience other negative emotions, our thinking becomes more 
constricted, narrower, and less broad and creative. However, people are 
unaware of this phenomenon and live under the illusion that when they 
are experiencing time pressure they are also more creative. This 
explains why time pressure is pervasive and to some extent accounts 
for the increase in rates of depression. We are generally too busy 
trying to squeeze more and more activities into less and less time. 
Consequently, we fail to savor, to enjoy, potential sources of happiness 
that may be all around us ― whether it is our work, a class, a piece of 
music, the landscape, our soul mate, or even our children. To enjoy 
the richness that life has to offer, we need to take our composure.

① 시간 압박이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② 시간 압박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③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려면 느긋해져야 한다.
④ 일의 중요도를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13.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Currently, there are an increasing number of general practitioners (GPs) 
venturing into the growing aesthetic treatment market, such as fat 
reduction, skin treatments, and detoxification. ① However, some of 
these treatments which have not been scientifically proven can pose a 
danger to patients who may be unaware of possible side effects. ② For 
this reason, the Ministry of Health (MOH) is concerned that GPs are not 
focusing on their primary role of providing for their patients’ care and 
well-being. ③ Following this, the MOH has imposed regulations on GPs 
who practice aesthetic treatment. ④ GPs have been advised to willingly 
implement aesthetic implements as part of their normal services.

14.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some families, grandparents play a number of important roles. They 
can serve as sources of emotional or financial support for the parents and 
they can, at times, be mentors, playmates, baby-sitters, or substitute 
parents for the grandchildren. The roles they play and the nature of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and grandchildren appear to depend 
in part on several factors. One of these is the ________________. In 
families with two parents, grandparents tend to stay more in the 
background and to have less direct involvement with the grandchildren. 
When one parent is absent, however, the role of grandparents generally 
increases, and children similarly show an increased closeness to them. 
This is especially the case for grandfathers. Upon the parent’s 
remarriage, however, grandparents tend to retreat once again to more 
distant roles.

① sincere respect
② generation gap
③ family structure 
④ selective attention

15.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round 350 B.C. there lived in Greece a very famous painter named 
Apelles. It was his practice to conceal himself at previews of his 
paintings in order to hear the public’s opinions of his masterpieces. At 
one such preview a bootmaker criticized the shoes in a painting on 
which Apelles had labored long and hard. After altering the picture the 
painter arranged a second preview. This time the bootmaker began to 
criticize the anatomy of one of the characters. Apelles was unable to 
restrain himself, for he knew that the criticism was unjust and that the 
man knew nothing about anatomy. From his hiding place Apelles 
shouted, “Cobbler, stick to your last!” From that time it has been the 
custom to ridicule the people who ___________________________ with 
the pointed caution, “Stick to your last!”

① try to hide what they really are
② do not admit they made mistakes
③ act like they know what they do not
④ speak ill of others behind their backs

16. 다음 글의 빈칸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all societies, relatives have special names. In every kinship 
system, some relatives are classed together. That is, they are 
referred to by the same kinship term. ㉠ , in the kinship 
language of English, the individual uses the term ‘aunt’ to refer to 
both the mother’s and father’s sisters. In English, the women who 
marry the brothers of either the father or mother are also called 
‘aunt.’ The English language puts these women together in the same 
category because their relationship to the individual in terms of 
intimacy and authority is generally similar. In other cultures,  
㉡ , where the father’s sister and the mother’s sister have 
different rights, obligations, and relationships to the individual, these 
female relatives are called by different kinship names.

          ㉠     ㉡
① For example similarly
② For example however
③ On the other hand similarly
④ On the other hand however

17.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This is the number of days it takes for that vegetable to grow 
from seed or transplant to harvest.

Many warm-season vegetables need long, warm growing seasons 
to properly mature and are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grow 
where growing seasons are short. ( ① ) So how do you know 
whether your growing season is long enough? ( ② ) Just check the 
mail-order seed catalogs or individual seed packets. ( ③ ) Each 
variety has the number of days to harvest or days to maturity ― 
usually posted in parentheses next to the variety name. ( ④ ) If 
your growing season is only 100 days long and you want to grow 
a melon or other warm-season vegetables that take 120 
frost-free days to mature, you have a problem. The plant will 
probably be killed by frost before the fruit is mature.

18.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Space-exploration programs have benefited our society far beyond 
our increased understanding of space. Many technologies that were 
originally developed for use in space programs are now used by 
people all over the world.

(A) The spinoffs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products and services in the fields of health and medicine, 
benefiting global competition and the economy.

(B) Did you know that the technology for the space shuttle’s fuel 
pumps led to the development of pumps used in artificial 
hearts? Or that the Apollo program led to the development of 
cordless tools?

(C) In fact, more than 1,400 different NASA technologies including these 
two items have been passed on to commercial industries for 
common use, and are called spinoffs.

① (A) － (B) － (C)        ② (B) － (C) － (A)
③ (C) － (A) － (B)        ④ (C) － (B) － (A)

19.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What an Indian eats depends on his region, religion, community, and 
caste. It also depends on his wealth. A vast proportion of the Indian 
population is made up of the rural poor who subsist on a diet that 
meets only about 80 percent of their nutritional requirements. Many 
of the poor, unable to find work all year round, and therefore 
unable to buy food everyday, have to manage their hunger by 
fasting on alternate days. In Bengal, the meals of the poor are made 
up of rice, a little dhal flavored with salt, chillies, and a few spices, 
some potatoes or green vegetables, tea and paan. Paan, which is an 
areca nut mixed with spices and rolled up in a betel leaf, is chewed 
after the meal. Although it seems a luxury, in fact, the poor use it 
to stave off hunger.

① Indians’ diets vary across their religion and wealth.
② The food the rural poor in India take doesn’t meet their nutritional 
requirements.
③ Many poor Indians go without food every other day.
④ In Bengal, paan is luxurious food for the poor.



20.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The newest approach to automobile repair is the clinic, a place where car 
doctors go over an automobile in an attempt to detect defects. Since the clinic 
does no repairs, its employees do not neglect the truth. So many automobile 
owners feel that mechanics deceive them that the clinics, even though they 
undoubtedly charge high fees, are quite popular. The experts do a thorough 
job for each client. They explore every part of the engine, body, and brakes; 
they do all kinds of tests with expensive machines. Best of all, the 
comprehensive examination takes only about half an hour. With the clinic’s 
report in your hand no mechanics will be able to defraud you by telling you 
that you need major repairs when only a small repair is necessary.

① The clinic discovers the problems of the car.
② The clinic requests repairs to the clients without telling the truth.
③ In spite of the high fees, the clinics are popular among automobile owners.
④ The clinic’s report prevents you from being cheated by mechanics.

[정답 및 해설]
1. ①
[해설] 
suspend는 ‘정직시키다, 중지하다, 매달다’를 의미한다.
[해석] 
그 항공사는 비행 직전에 음주 규정을 어긴 혐의로 11명의 비행기 기장들을 정직시켰다.
[어휘] 
airlines 항공사
breach 위반(하다)
regulation 규정, 단속
flight 비행, 항공편
infringement 위반 *infringe 위반하다, 침해하다
acknowledgement 인정, 승인, 감사
coherence 일관성
ignorance 무지, 무식
subsidize 보조금을 주다
compliment 칭찬하다
compel 강요하다

2. ③
[해설] 
viable은 ‘실행 가능한, 실용적인’을 의미한다.
[해석] 
새로운 보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휘]
concern 의견, 걱정
health care 보건, 건강 보험
bill 법안
solution 해결책
durable 오래 지속되는
formidable 강력한, 대단한
feasible 실현 가능한/ ambiguous 애매모호한

3. ③
[해설] 
adjacent는 ‘인접한, 인근의’를 의미한다.
[해석] 
이 건물에 보관할 장소를 구하기 힘들어서, 세입자들은 근처에 있는 창고를 임대해 쓴다.
[어휘] 
storage 보관 *storage (space) 창고(＝ warehouse)
premium ① 할증료 ② 보험금 *at a premium 구하기 힘든, 웃돈이 붙어서 
tenant 세입자, 임차인
ease 임대하다, 대여하다
reasonable 합리적인, 적당한
inexpensive 싼
neighbouring 인근의, 이웃한
remote 멀리 떨어진, 외딴

4. ②
[해설] 
circumspect는 ‘신중한’을 의미한다.
[해석] 
의사들은 심각한 정신 질환자에게 이 약물을 처방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
[어휘]  
prescribe 처방하다
drug 약, 마약
severely 심각하게
mentally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causal 원인의, 인과 관계의
communal 자치 단체의, 공동체의
corporate 법인의, 단체의

5. ④
[해설] 
take place는 1형식 동사(수동태 불가)로 목적어(me)를 쓰려면 전치사(to)가 필요하다, 또한 



주어(It)가 3인칭 단수이므로 동사 have는 has로 바꿔야 한다.
[해석] 
그녀의 기사를 읽고 난 후 그녀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휘]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article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
environmental 환경의 *environment 환경
issue 문제, 쟁점 

6. ①
[해설]
㉠ 2형식 동사 be 다음에 형용사보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형용사 serious가 적절하다.
㉡ 문장의 주어가 blindness(앞을 못 봄)이고 글의 흐름상 동사 forced의 목적어는 ‘그 자신
(himself)’이 아니라 ‘그(him)’가 되어야 한다.
[해석] 
 Peter는 어렸을 때 눈이 멀게 되었다. 그 후로 그의 실명은 너무 심각해서 그가 책 읽는 것을 
포기하게 했다.
[어휘] 
blind 눈이 먼, 실명의 *blindness 실명, 앞을 못 봄
serious 심각한
force 강요하다
give up 포기하다

7. ①
[해설] 
① 3형식 동사 convinced는 convince A of B의 구조로 목적어 뒤에 반드시 전치사 of를 사
용해야 한다.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 A가 수동태의 주어(The lawyer) 자리로 빠져나가 있다. 
따라서 옳은 문장이다.
② 2형식 동사 feel 다음에 형용사보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사 strangely는 형용사 strange
로 바꿔야 한다.
③ 2형식 동사 grow 다음에 형용사보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명사 distance는 형용사 distant
로 바꿔야 한다.
④ 2형식 감각동사 sound 다음에 형용사보어나 ‘like ＋ 명사’가 올 수 있다. 하지만 ‘sound 
like ＋ 전치사’는 함께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to를 없애야 한다.
[어휘] 
lawyer 변호사
innocence 무죄, 결백함
prisoner 죄수
strangely 이상하게
behavior 행동, 행위
grow distant 멀어지다



graduate from ~를 졸업하다
change 변화

8. ②
[해설] 
② behind the seemingly effortless movement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이므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는데, is의 주어 자리에 long periods(복수)가 있으므로 is는 are로 바꿔야 한
다. 
① 2형식 동사 stay 다음 형용사 hard(어려운)는 적절하다.
③ appear는 1형식 동사이므로 뒤에 전치사구 on stage는 적절하다. 
④ hold가 2형식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형용사보어 responsible은 적절하다.
[해석] 
겉보기에 수월한 동작 뒤에는 기나긴 연습 기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발
레(극)를 제작하는 이들 중 몇 명은 무대 위로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이 책임지는 
음악에 맞춰 댄서들은 춤을 춘다.
[어휘] 
realize 깨닫다, 알다
seemingly 겉보기에
effortless 힘들지 않은, 수월한
period 기간
create 만들다, 제작하다
ballet 발레(극)
appear 나타나다, 드러내다
hold 유지하다, 붙잡다 

9. ③
[해설] 
③에서 두 가지 시간의 선택 사항 중 하나를 택하라는 A의 질문에 B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
[해석] 
① A : Kyle, 난 저 여자가 스카프 하나를 그녀의 주머니에 넣는 걸 봤어. 어떻게 하지?
B : 아무 말도 하지 마. 위장 경비원을 여기로 불러서 그녀를 감시하게 해.
② A : 제가 얼마나 오래 쉬어야 하는 건가요? 전 당신이 제게 고통을 경감시킬 무언가를 주
어서 제가 오늘 오후에 일하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어요.
B : 글쎄요, 유감스럽지만 지금으로선 어떠한 종류의 힘든 일도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③ A : 오후 1시 또는 6시 30분이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 더 낫겠어요?
B : 저는 1시와 6시 30분에 호흡 곤란을 겪어 왔어요.
④ A : 수면제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B : 그 약은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가지고 있으세요?
[어휘] 
undercover 비밀의, 첩보 활동에 종사하는



ease ~을 경감시키다, 완화시키다
slumberous 잠들게 하는
our of the question 불가능한(의논해 봐야 소용없는)

10. ②
[해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빈칸에는 ‘고마운 줄 알아야지’라는 말이 들어갈 
것이다. on the skids는 스키를 타는 것처럼 ‘쭉 내려가다’라는 뜻이다.
[해석] 
아버지 : 왜 그렇게 우울하니, Rachel?
Rachel : 골프 성적이 내리막길에 있어요.
아버지 : 네가 누리는 축복을 세어 봐라(＝ 그래도 넌 행복한 거야), Rachel. 이 나라에 골프를 할 
형편도 못 되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단다.
①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색이야 
③ (말을 중간에 끊을 때) 됐다 
④ 나는 땡땡이를 친다

11. ③
[해설] 
이 글은 Nelson Mandela가 감옥에서 적의 언어와 역사를 배워서 그들의 심리와 문화를 이해
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됨으로써 훗날 인종 차별 정책을 폐지하도록 정부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로는 ③ ‘적을 이해하려는 Mandela
의 노력’이 가장 적절하다.
[해석] 
Nelson Mandela가 감옥에 있었을 때, 그가 시작했던 첫 번째 과목들 중 하나는 그의 적의 
언어인 아프리칸스(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공용어)였다. 그것은 그의 동료들 중 많은 이들에게 
놀랍고 심지어 충격적이었지만, 그는 그 언어를 철저하게 공부했고 자신의 동료들에게 똑같이 
할 것을 요청했다. Mandela는 그 후 계속하여 그의 박해자인 아프리카너(남아프리카 공화국
의 백인)들의 역사와 보어 전쟁의 비극에 대해 집중했고, 그들의 집단 심리와 문화를 깊이 이
해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아프리카너들에 대해, 즉 그들의 독립 정신과 종교적인 헌신, 전투
에서의 용기에 대한 깊은 존중을 보이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상대에 대한 이해는 훗날 남아
공의 잔인하고 부당한 인종 차별 정책에 대해 그가 거리낌 없는 ‘거부’ 의사를 표현했을 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어휘] 
undertake 착수하다(＝ take on, embark), 떠맡다 *undertaker 청부인, 인수인
comrade 동지, (뜻을 같이 하는) 동료 *companion 친구, 동반자  
associate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colleague (주로 관직, 교육계 직업상의) 동료 
intensively 집중적으로 *intensive 집중적인  
intense 강렬한, 격렬한  
intensity 강렬함, 격렬



proceed ① 나아가다 ② 계속하다 *proceeding ① 진행 ② 행동
procedure ① 절차 ② 진행 
process 과정, 공정, 변천
persecutor 박해자  *persecute ① 박해하다 ② 괴롭히다 
persecute for ~ ~ 때문에 박해하다  
persecution 박해, 학대
profound (학문 사상 등이) 깊은, 심오한 *profoundly 깊이
devotion 헌신(＝ self-sacrifice) *devote 바치다, 전념하다  
devoted 헌신적인
when it comes to ~에 관해 말하자면
forthright ① 똑바로 ② 솔직한(＝ straightforward, frank)/ unjust 부당한, 불공평한(≠
just, impartial)
apartheid 남아공의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 정책

12. ③
[해설]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압박감을 느끼며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마지막 문장에 있듯이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려면 시간에 쫓기지 말고 
느긋하고 여유롭게 생활하라는 것이 글의 요지이다.
[해석] 
시간에 대한 압박은 좌절감을 가져오고, 좌절하거나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우
리의 사고는 더 위축되고 좁아져서 덜 넓어지고 덜 창의적이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현
상을 깨닫지 못하고, 시간 압박을 경험하고 있을 때 더 창의적이 된다는 환상 속에 산다. 이
것은 왜 시간 압박이 만연해 있는지를 말해 주며, 우울증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설명해 준다. 우리는 보통 점점 더 많은 일을 점점 더 짧은 시간 동안에 억지로 해내느라 너
무 바쁘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을 잠재적 행복의 원천들 ― 그것이 일이든, 수
업이든, 한 편의 음악이든, 풍경이든, 마음의 친구든, 또는 심지어 우리의 아이들이든 ― 을 
음미하고 즐기지 못하고 있다. 삶이 제공하는 풍부함을 즐기려면 느긋해질 필요가 있다.
[어휘]
 frustration 좌절, 실패, 낙담 *frustrated 실망한, 좌절한  
frustrate 좌절시키다, 꺾다
constrict 수축(압축)시키다, 죄다 *constriction 수출, 압축 
constrictive 긴축적인, 바짝 죄는
illusion 착각(＝ delusion), 환상(＝ hallucination)
pervasive 퍼지는, 보급하는 *pervasion 보급, 충만  
pervade 널리 퍼지다
extent ① 넓이, 크기 ② 범위, 정도 *to some extent 어느 정도까지 
extend ① (손․발 등을) 뻗다, 뻗치다 ② 연장하다, 늘이다 ③ (범위․영토 등을) 넓히다, 확장
하다 
extension ① 뻗음, 확장 ② 구내전화, 내선
account for ① ~을 설명하다, 원인이 되다 ② ~을 차지하다 *account ① 설명, 기술 ② 평



가, 고려 ③ 거래, 계산, 계좌 ④ 이유, 근거  
accountant 회계원, 경리원
depression ① 우울, 의기소침 ② 불경기, 불황 *depress ① 풀이 죽게 하다, 우울하게 하다 
② 불경기로 만들다 ③ 내리 누르다  
depressed 낙담한 
squeeze ① 압착하다, 짜내다(＝ press, crush) ② 압박하다, 강제하다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consequence 결과  
consequent 결과의
savor ① 맛(＝ taste) 풍미(＝ flavor) ② 맛이 있다, ~의 기미가 있다
landscape 경치, 풍경
soul mate 애인, 마음이 통하는 친구
composure 여유, 평정(심)

13. ④
[해설] 
이 글은 일반 개업의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미용과 관련된 시술을 함으로써 환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어서 보건부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개업의들이 미
용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받는 ④는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해석] 
현재 지방 감축, 피부 치료, 그리고 중독 치료와 같은 커져 가는 미용 치료 시장에 뛰어든 일
반 개업의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몇몇 치료는 가능한 부
작용을 알지 못할 수도 있는 환자들에게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보건부는 일반 
개업의들이 환자들의 관리와 행복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역할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려
한다. 이것에 이어 보건부는 미용 치료를 시술하는 일반 개업의들에게 규제를 강요했다. (일반 
개업의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일의 일부로서 미용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 받고 
있다.)
[어휘] 
general practitioner (병원) 일반 개업의
venture ① 모험(모험적, 투기적 사업) ② 위험을 무릅쓰고 ~하다
aesthetic 미의, 미적 감각이 있는
detoxification ① 해독 ②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 기간  *detoxify ~에서 독을 제거하다(＝
detoxicate)
pose 불러일으키다, (문제 등을) 제기하다
side effect 부작용 *adverse effect 역효과
primary ① 첫째의, 제1위의 ② 본래의, 근본적인 ③ 주요한, 주된 *primarily 첫째로, 우선/
impose ① (세금 등을) 부과하다 ② 강요하다 *imposing 인상적인, 남의 눈을 끄는
regulation 규제
willingly 기꺼이
implement 시행(실행)하다



14. ③
[해설] 
부모가 모두 있을 경우와 한 부모만 있을 경우에 따라 손자녀들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이 달라
진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는 ③ ‘세대 구조’가 가장 적절하다.
[해석] 
몇몇 가정에서는 조부모가 많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들은 부모를 위한 정서적이거나 
재정적인 지원의 공급원 역할을 하며, 수시로 손자녀들에게 스승, 놀이 친구, 보모, 또는 대리 
부모가 될 수 있다. 그들이 하는 역할과 그들 자녀와 손자녀들과의 관계의 본질은 부분적으로 
여러 요인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요인들 중 하나가 세대 구조이다. 두 부모가 다 있
는 세대에서는 조부모들이 다소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어 손자녀들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모 중 하나가 없으면, 조부모의 역할은 대개 늘어나고 아이들도 비슷
하게 그들과의 증가된 친밀도를 나타낸다. 이런 현상은 조부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재혼을 하자마자 조부모는 다시 더 멀어진 역할로 후퇴하는 경향이 있
다.
① 진정한 존경심 
② 세대 차이 
④ 선택적 주의
[어휘] 
play a role 역할을 하다
serve ① 제공하다 ② 봉사하다 ③ 역할을 하다
financial 재정상의/ mentor 좋은 조언자, 지도 교사
baby-sitter 애를 봐주는 사람
substitute ① 대신하다, 대리하다 ② 대리인 *substitution 대신, 대용
appear to ⓥ ⓥ인 것 같다
in part 부분적으로
involvement 관련, 연루 *involve ① 포함하다(＝ include, contain) ② 관련(관계)시키다(in) 
involved 관련된, 연루된
closeness 가까움, 친밀함
retreat ① 후퇴 ② 물러서다
distant 거리가 먼
generation gap 세대 차이 *gap ① 갈라진 틈, 구멍 ② (성격, 의견, 문화 등의) 차이, 격차/ 
selective 선택하는 *select 고르다, 선택하다  
selection 선택  
selected 선택(선발)된

15. ③
[해설]  
Stick to your last!는 화가 Apelles가 구두장이에게 한 말로, 빈칸에는 구두장이가 한 행동
이 들어가야 한다. 구두장이는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운운했으므로, ③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해석] 



기원전 350년경 그리스에 Apelles라는 유명한 화가가 살았다. 자신의 걸작에 대한 대중의 의
견을 듣기 위해 그는 그림을 시연할 때 숨어 있는 습관이 있었다. 한 시연에서 한 구두장이가 
Apelles가 오랫동안 힘들게 공을 들인 그림에 있는 신발을 비판했다. 그림을 손본 뒤 화가는 
두 번째 시연을 마련했다. 이번에도 구두장이는 한 인물의 해부학적 구조를 비판했다. 
Apelles는 참을 수가 없었는데, 그는 그 비판이 부당하고 그 남자는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아
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Apelles는 소리쳤
다. “구두장이야, 네가 하던 일이나 계속해라!” 그때부터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네 하던 일이나 계속해라!”는 빗댄 경고의 말로 조롱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① 실제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 하다 
② 실수한 것을 인정하지 않다 
④ 남의 뒤에서 험담을 하다
[어휘] 
conceal 숨기다 *concealment 은폐
preview 예고, 시사(회), 미리보기
masterpiece 명작, 대표작
bootmaker 구두 만드는 사람
labor ① 노동(하다) ② 공들이다
alter 바꾸다, 변경하다
criticize 비판하다
anatomy 해부(학), 해부술
restrain ① (감정, 욕망을) 억제하다 ② 제지하다, 구속하다 *restraint ① 억제, 제지 ② 구
속, 속박  
restrained 삼가는, 억제된
unjust 부당한
caution ① 조심, 신중 ② ~에게 경고하다, 주의시키다
stick to one’s last ~의 최선을 다하다, 쓸데없이 참견을 하지 않다, 분수를 지키다 *stick 
to one’s gun ~의 입장을 고수하다
speak ill of ~을 나쁘게 말하다(험담하다)

16. ②
[해설] 
㉠ 앞에는 모든 친족 제도에서 일부 친척들을 지칭할 때 같은 명칭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나오
고, 뒤에는 영어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여자 형제들을 다 aunt라고 부른다는 예가 나오므로, 
예시의 의미를 가진 연결어인 For example이 적절하다.
㉡ 앞에는 영어권에서 aunt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친밀함이나 권한이 견지에서 그 관계가 유
사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뒤에는 영어권이 아닌 다른 문화권에서 아버지의 여자 형제와 어머
니의 여자 형제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역접
의 의미를 가진 연결어인 however가 적절하다.
[해석]  
모든 사회에는 친척들에 대한 특별한 명칭들이 있다. 모든 친족 제도에서 일부 친척들은 함께 
분류된다. 다시 말해, 그들은 동일한 친족용어로 불린다. 예를 들어, 영어의 친족어에서 개인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여자 형제들을 둘 다 부르기 위해서 aun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영어에서
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남자 형제들과 결혼한 여자들도 aunt라고 불린다. 영어는 이러한 여성
들을 동일한 범주로 묶는데, 이는 친밀함과 권한의 견지에서 그 개인에 대한 그들의 관계가 
대개 유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여자 형제와 어머니의 여자 형제가 개인에 대해서 
다른 권리, 의무, 관계를 갖는 다른 문화에서는 이러한 여성 친척들이 다른 친족 용어로 불린
다.
[어휘] 
kinship 친족(혈족) 관계
class ① 분류하다(＝ classify), ② 종류, 부류 ③ 학급, 수업 시간
refer to (~을) 언급하다, 말하다(＝ state, mention) *refer ① 언급하다, 인용하다 ② 조회시
키다, 참조시키다 ③ (문제, 사건을) ~에 맡기다 ④ (원인을) ~에 돌리다, 탓으로 하다  
reference ① 관련, 언급 ② 참조 ③ 추천서
intimacy 친밀함, 친교 *intimate ① 암시하다, 넌지시 알리다 ② 친밀한 
intimately 친밀히 
authority ① 권위, 권력 ② (~s) (정부, 학교, 관련) 당국 *under the authority ~의 지배하
에  
authorize 인가하다  
authorization 공인, 인가
obligation 의무, 책임 *obligate 의무를 지우다

17. ④
[해설] 
주어진 문장의 This는 카탈로그나 씨앗 봉투에 있는 채소 종들의 이름 옆에 있는 괄호 속의 
숫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해당하므로, 주어진 문장은 ④에 위치해야 한다.
[해석] 
따뜻한 계절에 자라는 많은 채소들은 적절하게 성숙하기 위해서 길고 따스한 성장 계절을 필
요로 하며, 성장 계절이 짧은 곳에서는 재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렵다. 그러면 
재배 계절이 충분히 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통신 판매용 카탈로그나 개별적인 씨앗 봉투
를 점검해 보라. 각각의 종은 수확까지나 성숙기까지의 날짜 수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종의 
이름 옆에 있는 괄호 안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그 채소가 씨앗이나 이식 상태로부터 수확하기까지 
자라는 데 걸리는 날짜의 수다. 재배 계절이 겨우 100일인데 성숙하기 까지 120일의 서리 없는 날
짜 수를 필요로 하는 멜론이나 다른 따뜻한 계절용 채소를 재배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 식물은 과일이 성숙하기도 전에 서리에 의해 죽게 될 것이다.
[어휘] 
transplant 이식하다 *transplantation 이식
harvest ① 수확 ② 수확하다
warm-season 따뜻한 계절
mature ① 성숙한, (과일 등이) 익은 ② (계획, 생각 등이) 심사숙고한 ③ 성숙(발달)시키다(＝
ripen), 익히다
mail-order 통신 판매
seed 씨앗



packet 봉투, 소포
variety ① 다양함, 다양성(＝ diversity) ② 품종, 변종 ③ 종류(＝ kind, sort) *various 다양
한(＝ diverse)
parenthesis 괄호
frost-free 서리가 없는

18. ②
[해설] 
우주 계획에 이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던 많은 기술들이 현재 세계 도처에서 이용되고 있다는 
주어진 문장 다음에, 우주선 연료 펌프 기술이 인공 심장 펌프로 개발된 것과 아폴로 우주선 
계획이 무선 도구 개발에 이용되었다는 (B)의 내용이 와야 한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받는 
including these two items가 있는 (C)가 와야 하고, 이 spinoffs 기술이 여러 분야에 기여
하고 있다는 내용의 (A)의 순서가 가장 적절하다.
[해석] 
우주 탐사 계획은 우주에 대한 커진 이해를 훨씬 넘어 우리 사회의 이익이 되어 왔다. 처음에
는 우주 계획에 이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던 많은 기술들이 현재 세계 도처에서 이용되고 있다. 
(B) 당신은 우주선 연료 펌프 기술이 인공 심장에 사용된 펌프 개발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
고 있는가? 혹은 아폴로 우주선 계획이 무선 도구의 개발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C) 실제로, 이 두 가지 품목들을 포함한 1,400종 이상의 NASA(미국항공우주국) 기술이 일반 
용도를 위해서 상업용 산업에 이전되어 왔는데, 이것을 spinoffs라고 한다. 
(A) 이 spinoffs는 상업용 제품 및 건강 의학 분야에서의 서비스 개발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경쟁과 경제에 이익이 되고 있다.
[어휘] 
exploration 탐험, 탐사 *explore 탐험가  
explore 탐험하다, 탐구하다
beyond ~을 뛰어넘는(뛰어넘어)
contribute ① 기부하다, 기증하다(＝ donate, chip in, bestow) ② 기부하다, 기고하다 
*contribution ① 기여, 공헌 ② 기부(＝ donation)
competition ① 경쟁(자) ② 경기, 시합 *compete 경쟁하다(＝ contend, contest)
space shuttle 우주선
artificial 인공적인, 인위적인
cordless 무선의
pass on 넘겨주다

19. ④
[해설] 
④ paan을 먹는 것은 배고픔 잊기 위한 것이므로 사치품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문의 마지막 문장에 위배된다.
① 문두에서 종교, 부 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과 일치한다.
② 인도인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의 80%만을 충족시키는 식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③ 본문에서 manage their hunger by fasting on alternate days라고 언급한 부분과 일치
한다.
[해석] 
인도 사람이 먹는 것은 지역, 종교, 사회 그리고 계급에 따라 다르다. 또한 부에 따라 달라지
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수 영양소의 약 80%만을 채워 주는 식사로 근근이 살아가는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 년 내내 일할 수도 없고 따라서 매일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걸러 단식을 해서 배고픔을 달래야 한다. 벵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은 쌀, 소금 맛이 나는 작은 달콩, 칠리 그리고 몇 가지 양념, 조금의 감
자나 푸른 채소, 차 그리고 paan으로 구성된다. 향신료를 섞어 구장 잎으로 말아 먹는 빈랑
나무 열매인 paan을 밥을 먹고 난 후 씹는다. 비록 이것이 사치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은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림을 막기 위해서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① 인도인의 식사는 종교와 부에 따라 다르다.
② 인도 농촌 지역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식사는 필수 영양소를 채워 주지 못한다.
③ 많은 가난한 인도인들은 하루걸러 음식 없이 지내야 한다.
④ 벵갈에서 paan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치스러운 음식이다.
[어휘] 
proportion 비율, 부분
be made up of ~로 구성되다
subsist 살아가다
subsist on ~로 생활하다
all year round 일 년 내내
fasting 단식
on alternate days 하루걸러, 격일로
dhal 달콩(동인도산(産)의 누른 콩)
areca 빈랑(檳榔)나무
betel 구장(蒟醬)(후춧과)
stave off 막다, 피하다

20. ②
[해설] 
② 본문에서 its employees do not neglect the truth라고 언급하고 있어 이 내용에 위배된
다.
① 본문 문두에서 car doctors go over an automobile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과 
일치한다. 
③ 본문의 the clinics, even though they undoubtedly charge high fees, are quite 
popular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④ 본문 마지막 문장의 With the clinic’s report in your hand no mechanics will be 
able to defraud you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해석] 
가장 최신의 자동차 수리 접근 방법은 클리닉인데, 이곳은 자동차 의사가 결함을 찾아내고자 
자동차를 검사하는 곳이다. 클리닉이 수리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의 직원들은 진실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상당히 많은 자동차 운전자들은 정비사들이 자신들을 속인다고 생각하고 
있어 확실히 비싼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클리닉이 인기가 있다. 전문가들이 고객 한 명 한 명
을 위해 철저히 일을 한다. 이들은 엔진, 차체, 그리고 브레이크 모두를 살피고 비싼 기계로 
모든 종류의 검사를 한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포괄적인 검사가 불과 1시간 반밖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클리닉의 보고서를 손에 들고 있으면 어느 정비사도 단지 작은 수리가 필요
한데 큰 수리가 필요하다고 말해 당신을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① 클리닉은 차의 문제점을 발견한다.
② 클리닉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서 고객에게 수리를 요구한다.
③ 비싼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클리닉은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인기가 높다.
④ 클리닉의 보고서가 당신이 정비사에 의해 속임을 당하는 것을 막아 준다.
[어휘] 
go over 조사하다, 고치다
in an attempt to ~하려는 시도로
undoubtedly 틀림없이, 확실히
comprehensive 포괄적인, 범위가 넓은
defraud 편취하다, 사취하다, 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