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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t is said that Columbus discovered America, but he was probably __________ by sailors 

from Norway who reached Labrado 500 years earlier. 

① captured ② isolated 

③ forestalled ④ celebrated 

2.

The floor was __________ with empty cellophane packages and aluminum drink cans.

① emptied ② littered

③ intensified ④ conta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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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 : I'm selling magazine subscriptions.

B : I seldom read magazines.

A : I have sports magazines, travel magazines, news reviews - all kinds.

B : I'm really not interested today. So come back tomorrow. Let me mull it over. 

Maybe __________.

① I'll talk through my hat ② It will slip my mind

③ I'll take a chance    ④ I'll have second thoughts

4. 

A : Everyone needs to schedule their annual physical by next Friday.

B : Will our status be affected by the results of the physical?

A : Not at all. But we will ___________________.



B : I see. I have no problem with that.

① be notified prior to your appointment.

② need a medical report on file.

③ lay off those who have physical problems.

④ see that you stay longer in the factory.

5. 어법상 옳은 것은?

① We'd better to leave now, didn't we? 

② You're expected to be well prepared even for such a difficult interview.

③ It's important to know that you're learning is worthwhile.

④ John does not accept criticism well, nor he appears to listen to it. 

6.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① Situated at the foot of a mountain abounding in cliffs ② near the sea, the fishing 

village only had several small shops, and ③ quite a few people could be ④ seen 

walking in its street.

7.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① 호주의 크리스마스는 어때?

--> How is Christmas in Australia like?

② 내가 권해줬던 호텔을 어떻게 생각해?

--> What do you think of the hotel I recommended?

③ 담배를 피우지 말아 주시겠어요?

--> Would you mind not smoking?

④ 금고에는 손을 덴 흔적이 없었다.  

--> The safe showed no signs of having been touched.

8.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는 최고 성적을 거두는 사람에게 상을 주기로 약속했다. 

--> He promised the prize to whomever made the best grades.

② 그녀는 어머니가 먹지 말라는 쿠키를 조금 먹어버렸다. 

--> She ate some cookies which her mother had told her not to.

③ 제인은 내 생각에 최고의 의장이 될 수 있는 소녀이다.

--> Jane is the girl whom I suppose would make for the best president.

④ 고칠 수 없는 것은 참아내야 한다. 

 --> What can not be cured must be enduring.



9. 밑줄 친 ㉠과 ㉡에 공통으로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 When it is solid, it will ㉠ __________ more space than when it is liquid water. 

○ My daughter will ㉡ __________ a new hobby of playing the guitar.

① take after ② take off

③ take away ④ take up

10. 밑줄 친 표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We made good time to the airport this morning in order to attend our daughter’s 

graduation ceremony. 

① went fast                 ② went on an excursion 

③ enjoyed the trip     ④ enjoyed ourselves on our way 

11.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mystery of aging runs almost as deep as the mystery of life. During the past 

century, life expectancy has nearly doubled in developed countries, thanks to 

improvements in nutrition, sanitation and medical science. Yet the potential life span 

of a human being has not changed significantly. By the age of 50 every one of us, no 

matter how fit, will begin a slow decline in organ function and sensory acuity. And 

though some will enjoy another half century of robust health, our odds of living past 

120 are virtually zero. Why, after being so exquisitely assembled, do we fall apart so 

predictably? Why do we outlive dogs, only to be outlived by turtles? And what are our 

prospects for catching up with them?

① How Long We and Animals Can Live

② The Comparison Between the Life Spans

③ The Prospect for Living Past 120

④ How We Grow Old and the Mystery of Aging 

12. 조깅이 가져다주는 효과로 본문에서 언급된 것은?

Every day, in all kinds of weather, many thousands of men and women jog. Why has 

jogging become so popular? Most joggers begin because they hear it is very good 

exercise. Jogging makes the heart stronger and helps people lose weight. It can also 

help them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Donald Robbins, who is forty-two years old 



and works in an office, began jogging a few years ago because he felt he was too fat. 

At first he could only run about 100 yards. It took him three months to be able to run 

a mile. But two years later, he ran in a marathon race over twenty-six miles. Many 

joggers, like Donald Robbins, feel that if they can succeed at jogging, they can 

succeed at other things also, often this feeling helps them at their jobs.

① patience ② strong heart

③ strong leg muscles ④ digestion

13.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Darwin, after going round the world, spent the whole of the rest of his life in his own 

house. Marx, after stirring up a few revolutions, decided to spend the remainder of his 

days in the British Museum. Altogether it will be found that a quiet life is characteristic 

of great men and that their pleasures have not been of the sort that would look 

exciting to the outward eye. No great achievement is possible without persistent work, 

which is so absorbing and so difficult that little energy is left over for _________.

① the easygoing style of later life

② the engagement in any outdoor work

③ the more strenuous kind of amusement

④ the less violent indoor activities

14.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Languages need at least 100,000 speakers to survive the ages, says UNESCO. War, 

genocide, fatal natural disasters, the adoption of more dominant languages such as 

Chinese and Russian, and government bans on languages also contribute to their 

__________. "In some ways it's similar to what threatens species," said Payal Sampat, a 

researcher who wrote about the issue for the May-June magazine of World Watch 

Institute. He added that Udihe and Arikapu, spoken in Siberia and the Amazon jungle, 

are also among those that are at risk.

① revival ② demise 

③ renewal ④ gamble

15.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 Internet, arguably the most important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he past few 

decades, came into being almost by accident. It started out as a highly __________ 

project, nurtured far from the mainstream of business and academia. It was spawned 



with no particular business plan in mind and with no visionary CEO leading the 

charge. Instead, a group of researchers - nerds, really - got the very 

un-entrepreneurial idea to develop a set of technical protocols to move data from one 

place to another and then share them with everybody. 

① experimental ② purposeful 

③ notorious ④ perpetual

16.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There was a time when Bernie, 19, doubted that she could even finish high school, go 

to college. As a sophomore, she became pregnant and briefly thought about dropping 

out. But since transferring to the Academy of Urban Planning, she has passed all five 

of the required state exams for graduation. She is retaking one exam in the hopes of 

getting a diploma with the state's highest distinction. Her personal turnaround mirrors 

that of the school she now attends. The academy is housed in the same building that 

five years ago was known as Bushwick High School. Bushwick had one of the lowest 

four-year graduation rates of any school in New York - a dismal 23 percent. And 

violence plagued the school's hallways. 

① Bernie passed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② Bernie gave up the high school diploma

③ Bernie is thinking of transferring to another school

④ Bernie is retaking one exam to get a better score

17.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People today are great at multitasking. I catch up with my grandmother on my cell 

phone while picking up my dry cleaning, or send a text message to my client while 

standing in line at the grocery store. I even saw a man in a business suit digging 

chopsticks into a cup of noodles while hurrying through the crowd on a busy street. 

Whether engaged in daily life or at work, we are constantly faced with all kinds of 

demands, so we respond most often, by trying to do many things __________. We have 

become so accustomed to this lifestyle that we have come to believe in the myth that 

we can and must multitask.

① on the whole ② at the latest

③ on strike ④ all at once

18.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 television viewer need do nothing. All he has to do is turn the channel with the 

remote control. He does not even use his legs. He makes no choice and does not 

form a judgment. He does not communicate with TV at all. He is completely __________ 

and has everything presented to him without any effort on his part. Some people 

maintain that this is precisely where the danger lies. 

① critical ② nervous 

③ indifferent ④ passive

19. 다음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을 고르시오. 

① The four-year study by scientists at the Institute of Cancer Research in London, 

along with three British universities, found no link between long-term cell phone use 

and glioma, a common form of cancer. ② The finding is consistent with other studies 

performed in the US and Europe. ③ Scientists claim that the new generation of digital 

cell phones poses a more elevated risk than the much older analog phones. ④ Older 

studies, which erroneously correlated cell phone use with brain tumors, might have 

been skewed by “over-reporting.” 

※ glioma 신경교종

20.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oday, going to the beach is not as simple as it used to be. Our shorelines are 

becoming an environmentalist's nightmare and a threat to swimmers, too. How can 

you decide if a beach is clean? One place to look for help is the local health 

department of a coastal community. It often monitors chemical and bacterial levels in 

water which are usually undetectable to the naked eye. Also, consider the amount and 

type of beach debris. Although there's no evidence linking debris with water pollution 

that could harm humans, thousands of marine animals die every year after eating or 

becoming tangled in plastic six-pack containers, fishnet, and other synthetic matter. 

Plastics on the beach mean you may find dead marine life in the water.

① The greatest threat to swimmers is beach debris.

② It is the job of the local health department to keep beaches clean.

③ Beaches can be considered clean only if there is no plastic waste on the shores.

④ The country's seashores are in environmental danger.

[정답 및 해설]

01. 정답   ③



해석   콜럼부스가 미국을 발견하였다고 하지만, 아마 그것 보다 500년 전 라브라도에 도착하였

던 노르웨이 선원이 그를 앞질렀을 것이다. 

02. 정답   ②

해석   복도는 빈 셀로판 포장지와 알루미늄 캔으로 어질러져 있었다.

03. 정답   ④

해설   ① : talk throug one’s hat (허튼 소리를 하다) ② : slip one’s mind (깜박 하다) ③ : take 

a chance (모험적인 일 등을 운명에 맡기고 해보다, 기회를 잡다) ④ : I'll have second 

thoughts.  (다시 생각해보다)

해석   A : 잡지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B : 제가 잡지는 거의 읽지 않아요. 

A : 스포츠 잡지, 여행 잡지, 뉴스 분석지 등 모든 종류가 다 있어요.

B : 오늘은 정말 관심이 안 가네요. 내일 다시 와 보세요. 잠시 생각 좀 해볼게요. 어쩌면 다른 생

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구독할 수도 있을 거예요.) 

04. 정답   ②

해설   ① : (우리가 약속 전에 알게 될 것이다.) ② : (우리는 의료 자료를 파일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 ③ : (우리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정리해고할 것이다.) ④ : (우리는 당신이 공장

에 더 오래 있도록 할 것이다.) 

해석   A : 모든 사람들이 연례 신체검사 일자를 짜야 합니다. 

B : 우리 자리가 실체 검사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까요?

A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 자료는 파일로 보관한답니다.

B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05.  정답   ②

해설   ① : had better는 뒤에 원형부정사를 취하고, 또한 부가의문문을 hadn’t로 만든다. --> 

We’d better leave now, hadn’t we? ② : be expected to do (~하기로 기대된다) / such가 이

끄는 명사구는 ‘such 형 a 명사’의 형태를 잘 취한다. ③ : 뒤에 나오는 learning의 목적어가 생략

된 것으로 보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what이 필요하다. --> what you are learning ~ ④ : 등위

접속사 nor 뒤에는 도치구조가 생긴다. [nor V S] --> nor does he appear to listen to it

해석   ① 우리는 지금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지?

② 너는 그렇게 힘든 인터뷰도 잘 준비할 것이다. 

③ 네가 배우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④ 존은 비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다.

06. 정답   ③

해설   ① : 분사구문을 찾는 문제로서, 생략된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같은 ‘the fishing hamlet

(어촌)’이다. 어촌이 산기슭에 ‘위치된’ 것이므로 과거분사(Situated)는 적절하다. ② : 앞의 명사

(cliffs)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이다. ③ : 가게도 몇 개 없으므로,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문맥이 되

어야 한다. quite a few (꽤 많은) --> only a few people ④ : 지각동사를 이용한 5형식 문장



(see + 목적어 + V-ing)을 수동태로 바꾸면 ‘be seen V-ing’가 된다.

해석   그 어촌은 바다 근처 절벽이 많은 산기슭에 위치해 있어서 가게가 몇 개 밖에 없었고, 거리

에 나다나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다.

07. 정답   ①

해설   ① : what ~ like? = how ~? (~은 어떠하냐?) --> What is Christmas in Australia like? 

② : what do you think of (~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③ : mind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다. [mind –ing] ④ : 완료동명사(having been touched)는 주절보다 앞선 시제(showed)

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08. 정답   ②

해설   ① : 복합관계대명사의 격은 종속절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종속절의 동사 made의 주

격이 와야 한다. --> whoever ② :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의 영향으로 뒤에 목적어(them = 

cookies)가 생략되었다. 또한 동사(eat)도 대부정사(to)의 영향으로 생략된 문장이다. = She ate 

some cookies which her mother had told her not to (eat them). ③ : I suppose는 삽입 절

이다. 따라서 관계대명사는 suppose의 목적격이 아니라 동사 would make의 주격(who)이 와야 

한다. --> who ④ : 주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찾는 문제이다.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나

왔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at은 적절하다. 하지만 고칠 수 없는 것은 참아내는 대상이므로 수

동태로 써야 한다. --> ~ must be endured 

09. 정답   ④

해석   고체일 때 그것은 액체 상태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할 것이다.

내 딸은 기타 연주라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것이다. 

10. 정답   ①

해석   우리는 오늘 아침 딸의 졸업식에 참석하려고 공항에 굉장히 서둘러서 갔다. 

11. 정답   ④

해설   인간의 생물학적 노화에 대한 서술과 그 노화가 얼마나 미스터리한 가에 글의 초점이 있

다.

해석   노화의 비밀은 생명의 신비만큼이나 심오하다. 지난 세기 동안 선진국의 평균 수명은 두 

배가 되었다. 그것은 영양, 위생, 의학이 발전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잠재 수명은 크게 변

하지 않았다. 50살이 되면 제 아무리 건강 할지라도 신체기관의 기능과 감각의 예민함이 천천히 

쇠퇴한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또 다른 반세기를 건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겠지만, 120살을 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람의 몸이 그렇게 절묘하게 짜 맞춰져 있는데도, 왜 우리는 그

렇게 더 오래 사는 데는 실패하는 것일까? 우리가 개보다는 오래 살지만 거북이보다는 오래 살

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거북이만큼 오래 살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12. 정답   ②



해설   본문에 세 번째 문장에 “조깅을 하면 심장이 더 튼튼해지고 체중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

다”고 했다.

해석   매일 다양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남녀들이 조깅을 한다. 어떻게 해서 조깅이 그

렇게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 조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조깅이 매우 좋은 운동이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조깅을 시작한다. 조깅을 하면 심장이 더 튼튼해지고 체중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

다. 조깅은 또한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더 좋은 기분을 느끼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사무실

에서 일하는 42세의 도날드 로빈스는 몇 년 전에 자신이 너무 뚱뚱하다는 생각이 들어 조깅을 

시작했다. 처음에 그는 겨우 100야드 정도밖에 달릴 수 없었다. 1마일을 달릴 수 있게 되기에는 

3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2년 뒤에 그는 26마일이 넘는 마라톤코스를 달렸다. 도날드 로빈스와 같

이, 조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조깅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다른 일에서도 또한 성공할 수 있다

고 느끼며, 이런 느낌은 종종 그들의 직장생활에 도움이 된다.

13. 정답   ③

해설   평생의 힘든 연구나 삶 뒤에 은퇴하여 조용하게 사는 이유는 그만큼의 에너지마저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해석    다윈은 세계를 두루 돌아다닌 후 여생은 전부 자신의 집에서 보냈다. 마르크스도 몇 차례

의 혁명을 일으킨 후 여생을 영국 박물관에서 보내기로 했다. 조용한 생활이 위대한 인물들의 특

징이며 그들이 누린 쾌락은 바깥세상 사람들의 눈에 흥미진진해 보이는 그런 종류의 쾌락이 아

니었다는 것은 어디서나 확인될 것이다. 그 어떤 큰 업적도 끈질긴 연구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런 연구 노력은 너무나 많은 정신 에너지를 집중케 하고 어려운 일이어서 더욱 격렬한 종류의 

오락을 즐길 힘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14.  정답   ②

해설   정부의 금지정책이 소수 언어들의 ‘소멸’을 야기할 것이다. 

해석   언어가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유네스코는 전한다. 전쟁, 집단 학살, 치명적 자연재해, 중국어나 러시아어와 같은 보다 

우세한 언어들의 사용, 그리고 군소 언어들에 대한 중앙 정부의 금지방침 등이 그 언어들의 소멸

을 야기한다. "어떤 점에서 그것은 종의 멸종위협과 유사하다'라고 세계 감시 협회의 5-6월 호 

잡지에 그 주제에 대한 글을 기고한 한 연구자인 페이얼 삼파트씨가 말했다. 시베리아 지역에서 

사용되는 우디히어(Udihe)와 아마존 정글에서 사용되는 아리카푸어(Arikapu)또한 위험에 처한 

언어들에 속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어들에 속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15.  정답   ①

해설   바로 앞의 by accident에서 우연히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해석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인터넷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중요한 기술발전으로서, 거의 우

연히 생겨났다. 인터넷은 대단히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시작되어, 기업과 학계의 주류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달되었다. 인터넷은 특별한 사업계획도 염두에 두지 않고 통찰력 있는 CEO가 

책임지고 주도하지도 않은 채 생겨났다. 대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일단의 연구원들이 자료를 이

곳저곳 옮기고 그 자료를 모두와 공유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적인 규약을 개발하기 위해 바로 그

(인터넷이라는) 매우 비기업가적인 생각을 하였던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인터넷의 동반자 기

술로 생각되는 PC(개인용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계획을 공유했던 세상물정 모르는 열정



적인 사람들이 좋아해서 하는 일로 시작되었다. 말하자면, 인터넷과 PC는 둘 다 미완성의 상태로 

세상에 나왔으며, 공개된 기술이었기 때문에, 기업들과 발명가들은 이 인터넷과 PC를 혁신의 출

발점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16.  정답   ④ 

해설   ‘그녀는 주에서 최고 성적으로 졸업장을 받으려는 희망으로 한 과목의 재시험을 보고 있

다’고 했으므로 ④의 (더 나은 점수를 받으려고 재시험을 보고 있다)가 사실이다. (She is 

retaking one exam in the hopes of getting a diploma with the state's highest distinction.)

해석   열아홉 살의 버니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고등화교를 마칠 수 있

을까 의심하던 적이 있었다. 2학년 때, 그녀는 임신을 하였고 단순히 학교를 중퇴할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녀가 the Academy of Urban Planning으로 전학한 이래로, 그녀는 주 졸업 검정시험 

5개 모두에 합격하였다. 그녀는 주에서 최고 성적으로 졸업장을 받으려는 희망으로 한 과목의 재

시험을 보고 있다. 그녀의 개인적 전환은 그녀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전환과 유사하다. 그 학

교는 5년 전에 부시윅 고등학교라고 알려졌던 학교의 바로 그 건물에 입주해 있다. 부시윅 고등

학교는 뉴욕 주의 모든 학교 중에서 제대로 4년 만에 졸업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비관적인 23%

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복도에서는 폭력이 난무하였다. 그런데 5년 전에 뉴욕 시장 마이클 

블룸버그가 그 도시의 교육구들을 관리하게 되었고, 질풍 같은 개혁에 착수하여 부시윅 고등학

교를 네 개의 작은 학교로 분할하였다. 

17. 정답   ④

해설   이 글의 핵심어인 multitasking과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을 찾는다. [ 어휘 및 해석 참조 ]

해석   오늘날 사람들은 한꺼번에 여러 일을 처리하는 데 능하다. 나는 드라이 클리닝한 옷을 찾

아오면서 휴대전화상으로 할머니와 최근 근황에 대한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눈다거나, 식료품점

에서 줄을 서 있으면서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나는 심지어 정장을 한 남자가 사람들

로 붐비는 거리를 급하게 헤쳐 나가면서 젓가락으로 컵라면을 먹고 있는 것을 보기도 했다. 일상

생활을 하던 직장에서 일을 하든, 우리는 끊임없이 온갖 종류의 요구 사항들에 직면해 있으므로, 

우리는 대개의 경우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하려는 모습으로 반응을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생활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한꺼번에 여러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다.

18.  정답   ④

해설   TV를 보는 시청자들의 수동적인(passive) 측면을 강조한 글이다. 

해석   텔레비전 시청자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는 것뿐이다. 그는 다리조차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는 선택을 하지도 않고 판단을 내리지도 

않는다. 그는 텔레비전과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그는 완전히 수동적이고 자기 쪽에서는 어떤 노

력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제공되게 한다. 어떤 이들은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한다.

19. 정답   ③

해설   한 연구 보고서에서 밝혀진 휴대폰 사용과 뇌암 발생 간에 연관성이 없다는 내용이다. ③ : 

휴대폰 사용이 덜 위험하다는 내용이 되어야 흐름에 맞는다. 

해석   ① 영국 대학교 3곳과 함께 런던 암 연구소 과학자들에 의한 4년간의 연구에서는 장기간



의 휴대폰 사용과 일반형 암인 신경교종과의 연계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② 이번 조사 결과는 미

국과 유럽에서 행해진 다른 연구와 일치한다. ③ 학자들은 신세대 디지털 휴대폰들이 구식 아날

로그 전화기보다 훨씬 덜 위험하다(elevated --> reduced)고 주장한다. ④ 휴대폰 사용과 뇌종

양을 잘못 연관 시켰던 예전의 연구들은 “지나친 보고”에 의해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 

20.  정답   ④

해설   이 글은 먼저 그 해변이 깨끗한지를 알아보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

에 요지가 되는 해변의 환경적 염려를 이어가고 있다. 

해석   오늘날 해변에 가는 것은 과거만큼 간단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해안선은 환경보호론자에

게는 악몽 같은 것이 되어가고 있으며 수영하는 사람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 해변이 깨끗한지

를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도움을 구할 곳은 해안 지역의 지방 보건국이다. 이곳은 

종종, 보통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화학 물질과 박테리아가 해수 중에 포함된 수치를 체크한다. 

또한 해변가 폐기물 잔해의 양과 종류를 생각해 보라. 폐기물 잔해를 인간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수질 오염의 원인으로 보아야할 증거는 없지만, 수많은 해양 동물들이 매년 플라스틱으로 된 여

섯 개들이 용기와 어망과 그 외 다른 합성물질을 먹거나 거기에 뒤얽혀 죽어가고 있다. 해변에 

플라스틱이 있다는 것은 물속에 죽은 해양 생물이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