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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Questions 1~10
You will now hear ten statements or questions, and each will be followed by four responses.
Choose the most appropriate response.

Part II Questions 11~20
You will now hear ten conversation fragments, and each will be followed by four responses.
Choose the most appropriate response.

Part III Questions 21~30
You will now hear ten complete conversations. Before each conversation, you will hear a short
description of the situation. Then you will hear the conversation and its corresponding
question, both of which will be read only once. Next, you will hear four options, which will
also be read once. Choose the option that best answers the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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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V Questions 31~36
You will now hear six monologues. For each item, you will hear a monologue and its
corresponding question, both of which will be read twice. Then you will hear four options
which will be read only once. Choose the option that best answers the question.

Part V Questions 37~40
You will now hear two longer monologues. For each item, you will hear a monologue and two
corresponding questions, all of which will be read twice. Then you will hear four options for
each question, which will be read only once. Choose the option that best answers each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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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Questions 1~10

Choose the best answer for the blank.

1. A: I didn’t know this song was a remake.
B:	I actually like this
more than
the original.

6. A:	Can you
me to the nearest post
office?
B: It’s around the corner on your right.

(a) model
(b) design
(c) format
(d) version

(a) return
(b) direct
(c) locate
(d) teach

2. A:	Should I ask about getting a club
membership?
B: Why not? It wouldn’t hurt to

7. A: Your business is doing well!
B:	Thanks. I never thought it would be such
a(n)
endeavor.

.

(a) analyze
(b) inquire
(c) inspect
(d) appeal

(a) lucrative
(b) vicarious
(c) equitable
(d) affordable

3. A: How do I sign up for online banking?
B:	You need to visit a
of your
bank and register in person.

8. A:	I was sure the Gators were going to lose
the game.
B:	I know. I can’t believe they
a
victory.

(a) division
(b) section
(c) branch
(d) range

(a) took over
(b) pulled off
(c) cheered up
(d) got through

4. A:	Does the airport bus require the exact fare?
B:	No, the driver can give you
for
small bills.

9. A:	Huge projects don’t seem to overwhelm
Jenny.
B: Yeah, she’s
by challenges.

(a) choice
(b) change
(c) receipts
(d) refunds

(a) undaunted
(b) overlooked
(c) exacerbated
(d) disconcerted

5. A:	Our team plays well one week but does
horribly the next.
B:	With some practice, we’ll become more
soon.

10. A: I had to pay $10 to park for 20 minutes!
B:	Parking downtown costs an
amount of money.

(a) coherent
(b) adamant
(c) apparent
(d) consistent

(a) illustrious
(b) exorbitant
(c) extraneous
(d) inadver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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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Questions 11~30

Choose the best answer for the blank.

11. Antibiotics are often prescribed to help
infections.

16. The latest Marzel V250 laptop
improvements in speed and durability.

(a) cure
(b) relax
(c) mend
(d) repair

(a) affirms
(b) obtains
(c) harbors
(d) features

12. Police are
for the man who stole
three bicycles in the neighborhood.

17. Tuition fees
only part of most
universities’ operating costs.

(a) pushing
(b) reaching
(c) exploring
(d) searching

(a) grant
(b) cover
(c) spend
(d) excuse

13. The main theater has a maximum
of 3,000 people.

18. Although John scored below his average in
Round 1, his
score over three
rounds was one of his best ever.

(a) capacity
(b) estimate
(c) potential
(d) extension

(a) abstract
(b) adjacent
(c) congruent
(d) cumulative

14. To help students
high test scores,
teachers require adequate support in the
classroom.

19. Each year, many Chinese students follow the
of tearing up their textbooks after
taking their college entrance exams.

(a) fulfill
(b) gather
(c) achieve
(d) perform

(a) conduct
(b) formula
(c) process
(d) ritual

15. Students should pick up their ID cards at the
administration office, where all IDs are
.

20. With powerful winds, hurricanes can have
effects on coastal communities.

(a) issued
(b) drawn
(c) served
(d) sought

(a) catastrophic
(b) diminutive
(c) imperative
(d) auda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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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 typical red blood cell
8 micrometers in diameter.

about 6 to

26. Staff members are advised to offer coupons to
customers with reasonable
complaints.

(a) measures
(b) evaluates
(c) calculates
(d) quantifies

(a) appease
(b) forestall
(c) condone
(d) preclude

22. The two nations were able to
differences after many rounds of talks.

their

27. The pain caused by gallstones can be so
that sufferers are forced to seek
emergency care.

(a) placate
(b) absolve
(c) constrict
(d) reconcile

(a) precarious
(b) provocative
(c) excruciating
(d) ameliorating

23. Construction on the bridge will
traffic headed in and out of the island until
Friday.

28. After baking the cake,
a thick
layer of chocolate icing on its top and sides.

(a) repel
(b) offset
(c) hinder
(d) thwart

(a) swipe
(b) smear
(c) splatter
(d) smudge

24. The conglomerate controls so much oil that it
has virtually
the oil industry.

29. Carl’s hair was tangled and
, as if
he had not taken a shower for a week.

(a) supplanted
(b) confiscated
(c) monopolized
(d) overshadowed

(a) dubbed
(b) gagged
(c) sapped
(d) matted

25. Robin Williams was such a(n)
actor that he could play a wide variety of
roles.

30. It was
of the politician to claim
that the tax breaks benefited everyone when
they mainly helped corporations.

(a) versatile
(b) tentative
(c) abundant
(d) ubiquitous

(a) innocuous
(b) precocious
(c) ostentatious
(d) disingen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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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Questions 1~10

Choose the best answer for the blank.

1. A: Why didn’t you answer the phone?
B: I ____________ my car when it rang.

6. A:	The company offered Rob a raise to
convince him to stay on.
B: I doubt that it’ll make ____________.

(a) washed
(b) was washing
(c) have washed
(d) have been washing

(a) difference
(b) no difference
(c) any difference
(d) little difference

2. A: I heard you were looking for me earlier.
B:	I was just curious _______ you were free
for lunch.

7. A:	Don’t you mean the Park Plaza Hotel, not
the Parker Hotel?
B: Yes. I always _____________________.

(a) that
(b) until
(c) whether
(d) whenever

(a) get mixed the two up
(b) get the two mixed up
(c) mix getting up the two
(d) mix up getting the two

3. A: Are we meeting the clients at a café?
B:	Yes, that’s ______ they said they wanted to
see us.

8. A: I can’t believe I failed the math test.
B:	I would’ve given you some help if you
_____________ to accept it.

(a) what
(b) which
(c) whom
(d) where

(a) have been willing
(b) would be willing
(c) had been willing
(d) are willing

4. A: The dogs are barking furiously.
B:	Yeah, they ______ have sensed something
unusual.

9. A:	You’re lucky to have a view of the
Canadian Rockies.
B: I enjoy having ________ close at hand.

(a) need
(b) shall
(c) must
(d) should

(a) the natures
(b) a nature
(c) natures
(d) nature

5. A:	Has the employee performance evaluation
changed?
B:	Yes, a different points system
______________ now.

10. A:	Did the software update solve the
problems with your smartphone?
B:	It _____________ at first, but they
reoccurred yesterday.

(a) is being used
(b) has been used
(c) are being used
(d) have been used

(a) appeared
(b) appeared to
(c) appeared to do
(d) appeared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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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Questions 11~25

Choose the best answer for the blank.

11. The

requested documents should be at her
hotel when Ms. Kim _______ in Seoul.

16. School officials tend to focus on academic
performance while paying _____ attention to
social development.

(a) arrives
(b) arrived
(c) will arrive
(d) will be arriving

(a) few
(b) any
(c) little
(d) much

12. Students who need extra money often look
for part-time jobs to earn ______.

17. Peppercorns ________ into a fine powder are
useful for cooking.

(a) one
(b) them
(c) some
(d) many

(a) grind
(b) ground
(c) grinding
(d) are ground

13. The local economy took off after Dynaco
Motors _________ their manufacturing plant
to the city.

18. Annie’s doctor recommended that she
________ iron supplements daily.

(a) moved
(b) is moving
(c) will move
(d) has moved

(a) take
(b) takes
(c) is taking
(d) would take

14. The two directors have argued _____ each
other for years about the organization’s
structure.

19. The landlord consented to let the tenant
_________________ so long as he finds a
replacement.

(a) from
(b) with
(c) over
(d) on

(a) end of lease early
(b) early end of lease
(c) end the lease early
(d) early end the lease

15. Rising food prices, ________ with slowing
consumer spending, have negatively
impacted the revenues of restaurants.

20. A study _____________ the causes of
declining marriage rates found that economic
instability is a major factor.

(a) couple
(b) coupled
(c) coupling
(d) to couple

(a) examined
(b) examining
(c) has examined
(d) to have examined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 제공 공식 모의고사 내용의 복제·전송·배포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9

G
21. Employees will be hit hard ______ the
company’s spending cuts be approved.

24. __________ from ages 20 to 60, the study
participants included people from a wide
variety of backgrounds.

(a) should
(b) would
(c) might
(d) could

(a) Ranged
(b) Ranging
(c) To range
(d) Having ranged

22. Parents do not need to prepare anything for
the first semester, as the school offers 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books and every student supplies
(b) every student books and supplies
(c) every books and supplies for students
(d) for students every books and supplies

25. Many diners consider a restaurant’s ambiance
as _________________________ as the meal
itself.
(a) vital a part of the dining experience
(b) the vital part of dining experience
(c) part of the dining experience vital
(d) the dining experience’s vital part

23. Isabel was thrilled to discover that she was
one of the players who ____________ a spot
on the team.
(a) had given
(b) have given
(c) had been given
(d) have been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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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Questions 26~30

Identify the option that contains an awkward expression or an error in grammar.

26. (a) A:	That safari I went on in Tanzania totally
exceeded my expectations.
(b) B:	What would you say was the highlight
of the whole experience?
(c) A:	It probably was see a lion try
unsuccessfully to chase down a zebra.
(d) B:	Amazing! I need to make time for a
safari of my own.
27. (a) A:	You look worried. Did anything
happen at work today?
(b) B:	Management said one-fourth of the
workers will be laid off sometime next
year.
(c) A:	That’s quite harsh. How are your
coworkers taking it?
(d) B:	They haven’t exactly been thrilled, but
that’s to expect.

28. (a) Found in the tropical forests of Brazil are a
dark-colored frog species called the Bruno’s
casque-headed frog. (b) Small but deadly, it
secretes a poison from its skin estimated to be
25 times more toxic than pit-viper venom. (c)
Unlike most other poisonous frogs, this one
has a jaw with sharp spines that allow it to
deliver a lethal bite. (d) Unsurprisingly, no
predators of this extremely dangerous frog
have been discovered in its natural habitat.
29. (a) The International Academy of
Astronautics has specific protocols for
responding to the discovery of intelligent
alien life. (b) These dictate that an observatory
detecting possible signs of life must notify
other observatories for independent
verification. (c) If the signal is deemed
genuinely, the original observatory is
supposed to inform national and international
officials. (d) The same observatory has the
privilege of publicly announcing the news,
though it will probably have already been
leaked.
30. (a) Research suggests that students should
reconsider the strategy of cramming for tests.
(b) Sufficient periods of rest have already
been shown being useful in helping people
consolidate memories. (c) Now a new study
shows that using rest periods to reflect on
what was learned earlier further improves
information retention. (d) So it seems that
instead of cramming, students should take
more breaks and reflect on what they have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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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Questions 1~10

Read the passage. Then choose the option that best completes the passage.

1. Steve Webb, founder of technology start-up WebbWear Systems, is auctioning off a chance to visit
the WebbWear headquarters next month! The auction will be conducted via the WebbWear
homepage, and all proceeds will go to a nonprofit cancer research center. Steve himself will be
leading the tour, so the winner will have the chance to get insights about running a successful
business. Go to WebbWear.com this weekend for your chance t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
(a) invest in Steve Webb’s latest start-up
(b) land a job at WebbWear’s headquarters
(c) be the first to buy WebbWear’s new product
(d) get a close-up look at WebbWear with its founder
2. Recent research in the field of health and nutrition suggests that food cravings are driven by 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Cravings were once believed to be signs of nutritional deficiencies in the
body. But if this were true, the most common cravings would be for fruits and vegetables, the foods
most lacking in people’s diets. Instead, cravings are typically for high-calorie and high-fat comfort
foods. Thus, it is more likely that food cravings are the result of emotional factors. This explanation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comfort foods are known to boost levels of serotonin, a chemical with a
calming effect.
(a) nutrients that the body requires
(b) a lack of fruit and vegetable intake
(c) sudden increases in serotonin levels
(d) emotional rather than physical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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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ooking for a unique dining experience? Inspired by the jazz clubs of the 1930s, Blackpool Bistro has
more than fantastic food—it also offers live music and a fabulous dance floor where you can enjoy a
few dances between courses of your sumptuous dinner. Our decorations are all genuine antiques,
and our staff dress in styles from the period, all to give you a taste of what it must have been like at
the old jazz clubs. So for a memorable evening, come to Blackpool Bistro, where you can 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enjoy the city’s oldest remaining jazz club
(b) experience the fancy nightlife of a bygone era
(c) watch professional jazz dancers while you dine
(d) hear the best jazz music from the 1930s to today
4. People who indulge in excessive self-love are referred to as narcissists. The term “narcissism” is
derived from the name of Narcissus, a beautiful boy in Greek mythology who was captivated by his
own reflection in a pool. But Narcissus did not initially know that he was staring at his own image.
In fact, in one version of the myth, Narcissus was horrified and guilt-stricken when he realized that
he had been admiring his own face. Considering such details, Narcissus may have been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blinded by love for his own reflection
(b) unaware of the beauty surrounding him
(c) completely oblivious to others’ admiration
(d) wrongly characterized as being self-absorbed
5.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motivate students to work, researchers suggest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Consider this example—students from two college classes are given a
chance to opt out of taking an exam, but it is presented differently. The first class can earn the right
by accumulating points; the second can lose the right by failing to reach a set number of points. In
this scenario, the second option is more effective. This is because people are more motivated to
avoid losing something they already have than to strive to get what they currently do not.
(a) framing tasks in terms of loss avoidance
(b) offering rewards rather than punishments
(c) providing an optional exemption from an exam
(d) giving them a choice of losing or gaining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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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perts are concerned that the recently proposed warning labels on high-sugar snacks and drinks
wil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udies demonstrate that such labels do cause parents to
reconsider giving their children unhealthy items. However, experts note that the strength of the
effect depends in large part on the novelty of the warnings. They say that if these warning labels
were to be introduced, parents could become so accustomed to seeing them that they would
eventually stop taking notice and revert to their old habits.
(a) face resistance from consumers
(b) fail to contain forceful messages
(c) lose their effectiveness over time
(d) be ignored virtually from the start
7. Mere weeks after its launch in February 2016, the satellite observatory Hitomi was lost following 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 disaster occurred in the wake of Hitomi’s transition from
supervised commissioning mode to standard operation. After its first unmonitored maneuver,
Hitomi had difficulties determining its orientation because its star tracker system was not
functioning properly. Thus, Hitomi relied on its gyroscope-based sensor, which incorrectly reported
that the satellite was rotating. The faulty data triggered Hitomi’s reaction wheels, which were
designed to counter such rotation. However, their activation put the satellite in an actual spin. The
rocket thrusters were its final hope, but inaccurate calculations sent Hitomi spinning to its demise.
(a) disastrous trial observation period
(b) series of glitches and malfunctions
(c) loss of power to its rocket thrusters
(d) premature shift into supervised mode
8. Amid the collapse of the Ottoman Empire, US President Woodrow Wilson dispatched two
commissioners to the Middle East. He tasked them with interviewing local leaders to establish new
national borders that would separate people according to ethnic, linguistic, and religious
differences. Wilson was sure that such borders would resolve the long-standing conflicts plaguing
the region. However, the commissioners’ interviews often led them to the opposite conclusion. They
found that highlighting the differences between certain groups would only create more friction. In
their final report, they therefore argued that adherence to Wilson’s border strategy might actuall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foster rather than forestall antagonisms
(b) undermine hard-won peace agreements
(c) make national boundaries harder to define
(d) lead to another war against the Middl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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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he US government first adopted the term “Hispanic” in the early 1970s. The US census defined a
Hispanic person as “a person of Mexican, Puerto Rican, Cuban, Central or South American, or other
Spanish culture or origin, regardless of race.” But there are grey areas where this definition seems to
break down. __________, it is debated whether Brazilians, who are obviously South American but
speak Portuguese instead of Spanish, should be called Hispanics.
(a) Similarly
(b) Therefore
(c) In addition
(d) For example
10.

The Gendered Impact of Automation
According to experts, the growing trend toward automation in the
workplace will have a disproportionately negative impact on female
workers. This is because female workers predominate in certain
industries, such as retail, which are expected to automate many roles
in the near future. __________, men dominate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that are driving the shift toward automation,
leading to lower losses for men in terms of employment.

(a) Particularly
(b) Conversely
(c) Otherwise
(d) Inst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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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Questions 11~12

Read the passage. Then identify the option that does NOT belong.

11. The word “barbarian” has evolved to mean something quite different from its original definition. (a)
The word originated from a Greek word meaning “speaker of an incomprehensible language.” (b)
While most ancient Greeks shared the same language and culture, their specific tribes of origin were
also important. (c) As such, all foreigners were called barbarians, and the word was not a derogatory
term. (d) Eventually, conflicts with other peoples gave the word negative connotations of
“uncivilized” and “violent,” which still apply today.
12. A house in the booming Bloomfield neighborhood sold for almost twice its asking price despite its
dilapidated state. (a) The house, with a partially collapsed ceiling and crumbling floors, seemed like
a difficult sale. (b) But its asking price, quite low for the highly desired area, caught the attention of
many home buyers. (c) The new owner, whose offer was accepted after an intense bidding war,
stated that she plans to demolish the house and build a new one. (d) According to city codes, a
demolition permit is required to remove any structure that needed a building permit for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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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Questions 13~25

Read the passage and the question. Then choose the option that best answers the question.

13.

Want an eye-opening cultural experience
without leaving home?
Globalverse is looking for families willing to welcome foreign
students into their homes for periods of six to twelve months.
Share your own culture and local customs while also learning
more about the students’ home countries. You could even end
up with a life-long contact abroad after your student returns
home.
Visit www.globalverse.com for more details!

Q: Who is the advertisement mainly targeting?
(a) Families with children studying abroad
(b) Organizers for language exchange programs
(c) Local students willing to assist foreign students
(d) Potential homestay hosts for international students
14. London has one of the world’s most expensive property markets. In 2016, the average price of an
apartment in the city was over £500,000. Londoners are being priced out of the market partly due to
affluent overseas buyers. Many of them view London homes as investments and buy up new
properties at sky-high prices. What’s more, developers cater to these investors by building luxury
residences that are simply out of reach to average Londoners.

Q: What is the writer’s main point?
(a) New immigrants to London cannot afford property.
(b) Luxury homes are being built by foreigners in London.
(c) Sales to foreigners are driving up London property prices.
(d) Overseas investors are profiting from properties in London.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 제공 공식 모의고사 내용의 복제·전송·배포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17

R
15.

The Newtown Post
Mexicana Grill’s Latest Tactic to Survive
By DALE MEADOWS

Half a year after the food poisoning outbreak at several Mexicana Grill restaurants,
the food chain is still struggling. Despite numerous advertising campaigns stressing its
improved food safety standards, it has been unable to entice customers to return. Now
it is rolling out a new marketing drive, mailing thousands of coupons across the country.
These coupons can be redeemed for a free burrito at any one of its locations. The
company hopes that this drive will bring customers back and reestablish confidence in
its products’ quality.

Q: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news report?
(a) Mexicana Grill’s discounts on new premium burritos
(b) Mexicana Grill’s promotion to reward loyal customers
(c) Mexicana Grill’s efforts to win back skeptical customers
(d) Mexicana Grill’s campaign for better food safety procedures
16. Bright, neon-colored murals known as chicha cover the walls alongside roadways in Peru. More than
just a form of street art, chicha began as a genre of music in the 1960s. In the 1980s, popular chicha
band Los Shapis, known for their colorful stage outfits, collaborated with artists to advertise their
concerts with bright neon posters evocative of their characteristic fashion. Over time, the posters
caught on with graffiti artists, who produce murals in a similar style to this day.

Q: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a) How graffiti art was embraced by a music industry
(b) How street art popularized a music genre in the 1960s
(c) How one band’s publicity efforts engendered an art form
(d) How street art persisted after the decline of a music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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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From: Matthew Kemery
To: All
Subject: Schedule changes
Dear Class,
The midterm exam, originally scheduled for March 16, will be held a week later due to
the delays caused by group presentations. This change will not affect our normal
textbook reading schedule, so students should continue reading as planned.
Furthermore, you will take the final exam on May 20, a day later than originally
scheduled. The updated syllabus has been posted on the school website. Thank you.
Regards,
Mr. Kemery

Q: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ccording to the email?
(a) The midterm exam has been rescheduled for March 16.
(b) The textbook reading schedule will not be adjusted.
(c) The final exam was initially scheduled for May 21.
(d) The revised syllabus will be posted online soon.
18. I’ve worked in the crab industry for years. When I started, business was smooth and profitable. But
during this past year, a new type of algae infestation became common, which made some crabs toxic
for people to eat. Fearing to sell even one tainted crab, I waited until the government confirmed that
they were no longer contaminated. It took about four months for the issue to clear up, meaning I
had no income the entire time. I’m still struggling to make up the difference.

Q: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bout the writer?
(a) He first entered the crab industry this past year.
(b) He struggled to make a profit when he first started.
(c) He made no crab sales during the algae infestation.
(d) He has recouped the money lost due to the al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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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The Daily Press

June 29

NATIONAL

Oceanic Airlines Narrowly Avoids Accident
Jill Kohler
An Oceanic Airlines plane nearly collided with a commercial drone while landing at Burling
Airport yesterday. The airplane was roughly 2,000 feet in the air at the time, and the drone
passed 250 feet below it. The airplane’s pilot landed without taking evasive action, but airport
police were alerted immediately about the incident. Drones are prohibited from flying higher
than 400 feet and within 5 miles of an airport, so the drone operation was in clear violation of
regulations. Neither the drone nor its operator has been located by police.

Q: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ccording to the news report?
(a) The drone remained 2,000 feet away from the plane.
(b) The airplane changed course in response to the drone.
(c) The maximum legal altitude for drones is 250 feet.
(d) The drone operator has not been captured by police.
20. Periodical cicadas are the world’s longest-living insects, with each brood, or group of insects,
emerging after remaining many years underground. Female cicadas carve slits into tree branches,
lay up to 600 eggs inside, and then immediately depart. Six to eight weeks later, the immature
cicadas, known as nymphs, hatch and fall to the ground. They burrow into tree roots and survive on
root fluids until they are ready to take flight either 13 or 17 years later. Approximately 98% of
nymphs never make it to adulthood, yet millions of periodical cicadas darken the skies with each
brood.

Q: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bout periodical cicadas?
(a) They lay eggs in slits carved into tree roots.
(b) Females do not remain with the eggs they lay.
(c) Their eggs hatch 13 or 17 years after they are laid.
(d) Roughly 98% of nymphs survive to reach mat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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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MENU SEARCH

Brunsland University Job Openings
Special Collections Librarian
Job no: 494803
Work type: Full-time
Location: East Asian Library
The East Asian Library at Brunsland University is hiring for the position of special
collections librarian. The review of applications will begin on April 1, and the position
will remain open until filled.
Qualifications:
Minimum requirements include a bachelor’s degree in Asian studies and at least four
years’ experience working in an academic library. Preferred qualifications include an
additional degree in library science and a working knowledge of Chinese, Japanese,
or Korean.
The salary for this position will be negotiated based on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Apply Now

Q: Which of the following is a requirement for the position?
(a) A library science degree
(b) Proficiency in an Asian language
(c) Working experience at any library
(d) An undergraduate degree in Asian studies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 제공 공식 모의고사 내용의 복제·전송·배포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21

R
22. Scarlet fever is a bacterial disease that typically affects children. It was a leading cause of death until
effective antibiotics were discovered in the early decades of the 20th century. However, even before
scarlet fever first started to be treated with modern antibiotics, its virulence had been diminishing
gradually through a natural process. Currently, infection rates generally surge at four-year intervals,
though outbreaks unrelated to this cycle also occur. In 2015, England and Wales suffered one such
outbreak, which resulted in over 17,500 infections. Fortunately, no fatalities were recorded.

Q: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bout scarlet fever?
(a) Fatalities had become rare by the start of the 20th century.
(b) It did not diminish in severity until the use of modern antibiotics.
(c) Outbreaks now tend to occur according to a regular pattern.
(d) The 2015 outbreak in England and Wales caused many deaths.
23. After maintaining a long-distance relationship for five years, my fiancé and I are finally getting
married next month. After he proposed, we had to choose where to live. We’re both attracted to
living in a big, dynamic city like the one where I’m working as a pharmacist. But he has a thriving
business in a small mining town, and hourly rates are higher for pharmacists there. In the end, we
made the decision that made the most financial sense. We’ll be closer to early retirement, when we
can enjoy our lives wherever we please!

Q: What can be inferred about the writer from the passage?
(a) She has no plans to work after marriage.
(b) She decided to relocate to join her fiancé.
(c) She has spent much of her life in small towns.
(d) She intends to live in the mining town after reti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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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 to the Editor

24.
To the Editor:
Your article on the pressures women
face in the workplace was interesting. I’d
like to add that the pressures men face
are also worth discussing.
Professional success and the ability to
provide for the family have long been
crucial to men’s identities. But these
days, many men find themselves facing

unstable job situations, and many are no
longer the breadwinners of their families.
Finding it difficult to cope with such
changes, some men even experience
depression. Men, as well as women,
should be reminded that they need not
be trapped in unhealthy approaches to
gender roles.


-Darren Johnson

Q: Which statement would the writer most likely agree with?
(a) Men should feel that it is acceptable not to be the primary provider.
(b) Gender stereotyping is more detrimental to men than to women.
(c) Ensuring that breadwinners are male promotes family stability.
(d) Men who fail at work have only themselves to blame for it.
25. In 1920, the Baltic German aristocrat Baron Ungern-Sternberg waged a brutal campaign to conquer
Mongolia. As a loyalist to the Russian monarchy, he envisioned using Mongolia as a staging ground
to retake Russia from the Bolsheviks, who had dethroned the tsar in the Russian Revolution. With
tsarist soldiers, he attacked the Chinese forces ruling Mongolia, gathering support among
Mongolians with promises of independence. As a convert to Buddhism, he also found backing from
Bogd Kahn, Mongolia’s traditional Buddhist ruler, who had been detained by the Chinese. UngernSternberg captured Mongolia’s capital of Ulaanbaatar, but he was apprehended and executed after
returning to Russia to fight the Bolsheviks.

Q: What can be inferred about Baron Ungern-Sternberg from the passage?
(a) He was converted to Buddhism by Bogd Kahn.
(b) He sided with the Bolsheviks during the revolution.
(c) He changed his mind about freeing the Mongolians.
(d) He exploited Mongolian bitterness over Chinese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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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V

Questions 26~35

Read the passage and the questions. Then choose the option that best answers each question.

Questions 26-27

Springfield Press
Advice Column

Want Some Advice? Ask Betty Knows-it-all
Dear Betty Knows-it-all:
Ever since my son turned 13, our relationship has been strained. It was never like this when he
was younger. These days, he is always comparing me unfavorably with his father, who is far
more flexible when it comes to following rules. The other day, my son said something
particularly hurtful, and I snapped, saying some bad things about his father, which I regret. I’m
afraid this might happen again. What should I do?
Susan G.

Betty Knows-it-all’s Response:
Dear Susan,
Many parents have similar experiences. They’re natural. Relationships often become strained
as our children move into adolescence. This is a time when children need to discover their own
identities. This can be stressful, and for teens, one way to cope is to lash out at the people
around them. That your son is choosing to target you rather than his father may show that he
sees you as the more stable parent. We all lose our temper from time to time, but it would be
best if you set an example for your son by apologizing to him for your behavior.

26. Q: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bout Susan?
(a) She has always had a difficult time with her son.
(b) She is stricter than her husband in parenting.
(c) She said hurtful things to her husband.
(d) She feels relieved after her outburst.
27. Q: What is the main point of Betty Knows-it-all’s response?
(a) Susan needs to apologize to her husband.
(b) Susan’s situation is actually quite normal.
(c) Susan’s son is expressing anger with his father.
(d) Susan needs to show more patience with her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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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28-29

Did you know...
In China, people have drunk tea for thousands of years. Many stories exist as to the
roots of tea drinking. One of the more vivid of these comes from the Chinese Buddhist
tradition. According to adherents of this tradition, tea drinking goes back to Siddhartha
Gautama, later known as the Buddha, the founder of Buddhism.
Supposedly, the young Siddhartha was wandering in the mountains one day when
he decided to stop and meditate. Exhausted from his travels, he quickly drowsed off.
When he woke up, he was suddenly angry that his exhaustion had prevented him from
reaching his aim. In frustration, he tore out his eyelashes and threw them aside. Upon
landing on the ground, his eyelashes were magically transformed into tea plants, whose
leaves had fine hairs that resemble eyelashes. It is said that the Buddha later gave his
followers this plant, whose power to stimulate the mind helped them in their own quests
for enlightenment.

28. Q: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passage?
(a) The consumption of tea to aid in meditation
(b) A traditional Buddhist way of preparing tea
(c) A legend regarding the origins of tea drinking
(d) The use of tea in Buddhist religious ceremonies
29. Q: According to the passage, why did Siddhartha become angry?
(a) He could find no tea to help him meditate.
(b) He fell asleep during an attempt to meditate.
(c) He was unable to meditate without drinking tea.
(d) He was interrupted by followers while medit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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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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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and Managing Overtourism
In recent years, overtourism has become a serious social issue in many parts of the
world. Overtourism occurs when the number of travelers to an area becomes so high
that it negatively affects the experience of visitors and undermines the quality of life
for locals. In some countries, locals overtly show hostility towards tourists or even
make separate routes for them.
Several factors contribute to creating this unfortunate situation. With the emergence
of the sharing economy, private housing rental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leading
tourists to stay in many new areas of cities instead of just near the tourist sites.
Governments’ aggressive tourism policies, intended to boost revenues and growth,
have also partially contributed to the problem. Some destinations have also seen the
number of visitors explode after these places have gone viral on social media.
Fortunately, some countries have begun to consider ways of addressing issues caused
by overtourism. These options can include imposing regulations on platforms that
provide private housing rental services and temporarily closing tourist attractions that
have become polluted from overtourism. Also, promoting tourism during off-seasons
can be an effective way to discourage overcrowding during peak seasons.

30. Q: Which of the following is mentioned as a contributor to overtourism?
(a) The absence of government support
(b) Online publicity about destinations
(c) More affordable travel costs
(d) Off-season promotions
31. Q: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third paragraph?
(a) Methods for dealing with overtourism
(b) Policies for increasing tourism revenue
(c) Measures to effectively promote tourism
(d) Reasons for suppressing overseas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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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32-33

The Dispatcher



A “Bugg” in the System
Tony Delamare

Last month, self-published author
Roger Richmond logged into his Bookbugg
account to see whether he had finally sold
any copies of his novels Down With All and
Down With All 2 on the self-publishing site.
It was then that he noticed another book
bearing his name: Down With All 3.
Having never authored any such book,
Richmond was baffled. He was even more
shocked when he noticed the book’s price
tag: $23,000. Richmond knew that no one
was likely to fork out such an enormous
amount of money for the fake book. Even

June 30, 2020

so, he reported the matter to Bookbugg,
which immediately removed the title from
its website.
So how did this strange book appear on
the website in the first place? It turns out
that money launderers have been taking
advantage of Bookbugg. They quickly
produce books filled with algorithmically
generated gibberish. These books are then
listed for prohibitive sums of money and
given the names of obscure authors to limit
the chances of them being discovered.
Bookbugg admits that several illegal
transactions have occurred in this way but
insists that measures have now been taken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again.

32. Q: What criminal activity was Bookbugg being used for?
(a) The transfer of unlawfully earned funds
(b) The illegal resale of copyrighted material
(c) The unauthorized collection of customer data
(d) The advertising and sale of unavailable books
33. Q: What can be inferred about Down With All 3 from the report?
(a) It contains computer-generated text.
(b) It was purchased by innocent customers.
(c) It completes the author’s planned trilogy.
(d) It was printed by an unlicensed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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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34-35

Electroshock Therapy
Once a popular mental health treatment, electroshock therapy has fallen out of favor
and is now widely seen as a barbaric artifact of medical history. Indeed, electroshock
treatment can be frightening to behold, as it relies on inducing convulsions that can
cause patients temporary or even permanent memory loss. Yet electroshock therapy
does have a certain degree of effectiveness that we would be unwise to ignore.
Though we remain a bit in the dark as to how exactly it functions, the treatment can
help mitigate the most dangerous symptoms of a range of disorders, including mania
and severe depression. It is true that the therapy provides only temporary relief, as
symptoms tend to reemerge in a few months. However, if we could remove the stigma
surrounding this treatment, we would surely find that there are cases in which patients
suffering from debilitating psychological disorders would gladly accept its trade-offs.

34. Q: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bout electroshock therapy?
(a) It is gaining popularity despite being shunned in the past.
(b) It is used to deliberately cause convulsions in patients.
(c) Scientists have only recently discovered how it functions.
(d) It permanently cures patients suffering from mania.
35. Q: Which statement about electroshock therapy would the writer most likely agree with?
(a) It should be used today to help treat memory loss.
(b) It may be a useful form of therapy for selected patients.
(c) It provides far more benefits than risks to most patients.
(d) It can cure patients with severe psychological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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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 Hey, you never responded to my email.
M:
(a) My email wasn’t long.
(b) Oh, I was expecting a reply.
(c) You’d better contact me soon.
(d) Sorry, I meant to write you.
해석

 : 저기요, 당신은 제 이메일에 한 번도 답장을 보낸 적이 없었어요.
W
M:
(a) 제 이메일은 길지 않았어요.
(b) 오, 저는 답장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c) 저에게 조만간 연락하길 바라요.
(d) 죄송해요, 당신에게 쓰려고 했었어요.

해설

 서문
평
여자가 남자에게 한 번도 자신의 이메일에 답장하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말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당신에게 쓰려고 했었다’라고 사과한 (d)가 정답이다.

1.
W: Would you like more coffee, sir?
M:
(a) The coffee’s brewing.
(b) This is enough, thanks.
(c) No, just coffee, please.
(d) Yes, I have too much already.
해석

 : 커피 조금 더 드릴까요?
W
M:
(a) 커피를 내리고 있어요.
(b) 이것으로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c) 아니요, 그냥 커피만 주세요.
(d) 네, 저는 이미 많이 있어요.

해설

 반 의문문 – 조동사 Would
일
Would를 사용하여 커피를 더 마시겠냐고 물어보는 말에, ‘충분하다’며 더 마시
지 않겠다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b)가 정답이다.

오답분석

(a) 남자가 이메일에 답장을 한 번도 보내지 않은 상황이므로, 남자의 이메일이
길지 않았다는 것은 틀리다.
(b) 남자가 이메일에 답장을 한 번도 보내지 않은 상황이므로, 남자가 답장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은 틀리다.
(c) 질문의 respond(답장하다)와 관련된 contact(연락하다)를 사용한 오답으로,
여자가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연락하길 바란다
고 답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휘

오답분석

4.

(a) 커피를 더 원하는지 물어보는 말에, 커피를 내리고 있다고 답한 것은 적
절하지 않다.
(c) No(아니요)가 정답처럼 들려 혼동을 준 오답으로, 거절의 의사를 밝힌 뒤
커피만 달라고 상반되게 답한 것은 틀리다. No가 Yes로 되어야 응답으로
적절하다.
(d) Yes(네)가 정답처럼 들려 혼동을 준 오답으로, 긍정의 의사를 밝힌 뒤 이
미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상반되게 답한 것은 틀리다. Yes가 No로 되어야 응
답으로 적절하다.
어휘

M: Can I get an aisle seat on my flight?
W:
(a) I have no preference.
(b) Sorry, you must remain seated.
(c) Unfortunately, they’re all taken.
(d) I’ll see which flights are available.

brew  v. (커피, 차를) 내리다, 끓이다

해석

 : 제 비행동안 통로 쪽 좌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M
W:
(a) 저는 선호하는 것이 없어요.
(b) 죄송하지만, 당신은 자리에 앉은 채로 계셔야 합니다.
(c) 유감스럽게도, 그것들은 이미 모두 선택되었어요.
(d) 제가 어떤 항공편을 구할 수 있을지 볼게요.

해설

 반 의문문 – 조동사 Can
일
Can I를 사용하여 통로 쪽 좌석을 달라고 요청하는 말에, ‘이미 모두 선택되었
다’라며 요청에 대한 거절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c)가 정답이다.

2.
M: Karen! Have you been waiting for me long?
W:
(a) I’m still waiting to see.
(b) No, I got here late, too.
(c) Apologies for the delay.
(d) Yeah, I’ll be there soon.
해석

 : Karen! 저를 오랫동안 기다렸나요?
M
W:
(a) 저는 아직도 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b) 아니요, 저도 여기 늦게 도착했어요.
(c) 늦은 것에 대해 사과할게요.
(d) 네, 저도 거기 곧 도착해요.

해설

 반 의문문 – 조동사 Have
일
Have you~라며 자신을 오래 기다렸냐고 물어보는 말에, ‘저도 여기 늦게 도
착했다’며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b)가 정답이다.

오답분석

(a) 상대방의 선호도를 물은 질문이 아니므로, 선호하는 것이 없다고 답한 것
은 틀리다.
(b) seat의 다른 품사(명사, 동사)를 사용한 오답으로, 통로 쪽 좌석을 요청한 상
황에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답한 것은 틀리다.
(d) 질문의 flight(비행, 항공편)를 사용하여 혼동을 준 오답으로, 어느 항공편을
구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답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휘

오답분석

aisle seat  phr. 통로 쪽 좌석   flight  n. 비행, 항공편   preference  n. 선호하는 것   
remain seated  phr. 앉은 채로 있다   unfortunately  adv. 유감스럽게도, 불행하게도   
available  adj. 구할 수 있는

5.

(a) 남자가 도착한 상황에서 오래 기다렸냐고 물어보는 말에, 아직 기다리고 있
다고 답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c) 여자가 늦었는지는 확실하게 판단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늦은 것에 사과한
다고 답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d) Yeah(네)가 정답처럼 들려 혼동을 준 오답으로, 오래 기다렸다고 묻는 말에
곧 도착할 것이라고 답한 것은 틀리다.
어휘

respond  v. 답장을 보내다   expect  v. 기대하다   
mean to  phr. ~하려고 하다, ~할 셈이다

W: When’s a good time to discuss our sales presentation?
M:
(a) I’m not busy now if you’re free.
(b) Check with me about meeting times.
(c) Yesterday’s presentation was well done.
(d) As soon as we’re done with it.

wait for  phr. ~를 기다리다   apology  n.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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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해설

 : 저희 제품 발표회에 대해 상의하기 좋은 시간이 언제인가요?
W
M:
(a) 당신이 다른 계획이 없다면 저는 지금 바쁘지 않습니다.
(b) 회의 시간에 대해 제게 문의해주세요.
(c) 어제의 발표회는 잘 끝났어요.
(d) 우리가 이것을 끝내자마자요.

해설

오답분석

(a) 배구 경기가 마지막까지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는 말에, 곧 끝나길 바란다
고 답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b) Right(맞아요)를 사용하여 혼동을 준 오답으로, 질문에 동의한 후 상당히 편
파적이었다고 답한 것은 틀리다.
(c) Yeah(네)를 사용하여 혼동을 준 오답으로, 마지막까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었던 경기가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답한 것은 틀리다.

 문사 의문문 – When
의
When’s a good time을 사용하여 제품 발표회에 대해 언제 상의하기 좋을지
묻는 말에, ‘당신이 다른 계획이 없다면 저는 지금 바쁘지 않습니다’라며 지금
시간이 좋다는 의미를 전달한 (a)가 정답이다.
오답분석

(b) 여자가 남자에게 제품 소개에 대해 상의하기 좋은 시간을 물었으므로 회의
시간에 대해 본인에게 문의해 달라고 답한 것은 틀리다.
(c) 질문의 presentation(발표회)을 사용하여 혼동을 준 오답으로, 제품 발표회
에 대해 언제 상의하면 좋을지 묻는 말에 어제의 발표회가 잘 끝났다고 답
한 것은 틀리다.
(d) 질문의 sales presentation에 해당하는 대명사 it을 사용한 오답으로, 아직 진
행하지 않은 제품 소개가 끝나자마자라고 답한 것은 틀리다.
어휘

어휘

M: I wish we hadn’t seen a horror film tonight.
W:
(a) Same here. Now I’ll be up all night.
(b) Then let’s watch another one.
(c) Next time, let’s see a scary movie.
(d) It’s too bad we couldn’t get tickets.

discuss  v. 상의하다   sales presentation  phr. 제품 발표회   
check with  phr. ~에게 문의하다   as soon as  phr. ~하자마자

M: Hi, this is Brad returning Paula’s call.
W:
(a) I’ll return her call later.
(b) She’s unavailable right now.
(c) She hasn’t called back.
(d) Please have her contact me.

해설

해석

 : 오늘 밤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M
W:
(a) 저도요. 이제 저는 온밤을 꼬박 지새울 거예요.
(b) 그럼 우리 다른 한 편 더 봐요.
(c) 다음엔, 우리 무서운 영화 봐요.
(d) 우리가 표를 구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워요.

해설

 서문
평
오늘 밤 공포 영화를 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에, ‘저도요. 이제
저는 온밤을 꼬박 지새울 거예요’라며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는 의미를 전달
한 (a)가 정답이다.

 : 안녕하세요, Paula의 전화에 회신하는 Brad입니다.
M
W:
(a) 제가 나중에 그녀의 전화에 회신하겠습니다.
(b) 그녀는 지금 부재중입니다.
(c)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d) 제게 연락해 달라고 그녀에게 전해주세요.

오답분석

(b) 공포 영화를 본 것에 후회하는 말에, 다른 영화 한 편을 더 보자고 답한 것
은 적절하지 않다.
(c) 공포 영화를 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에, 다음에는 무서운 영화
를 보러 가지고 답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d) 질문의 film(영화)과 관련된 ticket(표)을 사용하여 혼동을 준 오답으로, 공
포 영화를 본 것에 대한 후회의 말에 표를 구하지 못해 아쉽다고 답한 것
은 틀리다.

 서문
평
Paula가 걸었던 전화에 회신하였다는 말에, ‘그녀는 지금 부재중’이라며 전화
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를 전달한 (b)가 정답이다.
오답분석

(a) 질문의 Paula’s call에 해당하는 her call(그녀의 전화)을 사용한 오답으로, 이
미 전화를 회신하고 있는 맥락에서 그녀의 전화를 나중에 회신하겠다고 답
한 것은 틀리다.
(c) 이미 걸려왔던 Paula의 전화에 대해 회신하는 상황이므로, Paula에 해당하
는 She(그녀)가 다시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다고 답한 것은 틀리다.
(d) 질문의 Paula에 해당하는 인칭대명사 her를 사용한 오답으로, 그녀에게 다
시 연락해 달라고 답한 것은 틀리다.
어휘

어휘

be up all night  phr. 온밤을 꼬박 지새우다   too bad  phr. 아쉽다

9.
W: You were right. Cindy backed out of helping me move.
M:
(a) See—you can depend on her.
(b) She always pulls through.
(c) You’re not the one that volunteered.
(d) I told you not to get your hopes up.

unavailable  adj. 부재의   contact  v. 연락하다

7.
W: That volleyball game was close right to the end.
M:
(a) I just hope it will end soon.
(b) Right. It was quite one-sided.
(c) Yeah. We won by a landslide.
(d) The finish was so nerve-racking.
해석

to the end  phr. 마지막까지   one-sided  adj. 편파적인   
landslide  n. 압도적인 승리(득표)   nerve-racking  adj. 초조하게 하는

8.

6.

해석

 서문
평
배구 경기가 마지막까지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는 말에, ‘마지막 부분이 매
우 초조하게 했다’라며 상대방의 말에 간접적으로 동의하는 의미를 전달한 (d)
가 정답이다.

 : 그 배구 경기는 마지막까지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어요.
W
M:
(a) 저는 그게 곧 끝나길 바랄 뿐이에요.
(b) 맞아요. 그것은 상당히 편파적이었어요.
(c) 네. 우리는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d) 그 마지막 부분이 매우 초조하게 했어요.

해석

 : 당신이 맞았어요. 제가 이사할 때 도와주기로 했던 Cindy가 빠졌어요.
W
M:
(a) 그것 봐요, 그녀는 당신이 믿을 만해요.
(b) 그녀는 언제나 해내곤 해요.
(c) 당신은 자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d) 제가 희망을 품지 말라고 했죠.

해설

 서문
평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했던 Cindy가 빠졌다는 말에, ‘제가 희망을 품지
말라고 했죠’라며 이렇게 될 것을 예상했다는 의미를 전달한 (d)가 정답이다.
오답분석

(a) Cindy가 더 이상 도와주지 않기로 했다는 말에, 그녀는 믿을 만하다고 답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b)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했던 Cindy가 빠지게 되었다는 말에, 그녀는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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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나 해내곤 한다고 답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c) Cindy는 원래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자진하였었기 때문에, You(당신)
가 자진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답한 것은 틀리다.
어휘

M: Do you have any room vacancies?
W: Yes, we have two standards and a deluxe.
M: Is the deluxe room larger?
W:
(a) Unfortunately, it’s not available.
(b) No, but it has an ocean view.
(c) It’s the same size as the deluxe.
(d) The deluxe costs more.

back out  phr. (하기로 했던 일에서) 빠지다   depend  v. 믿다   
volunteer  v. 자진하다   get somebody’s hopes up  phr. ~의 희망을 키우다

10.
M: John’s rude remarks to Julie were so out of character.
W:
(a) Julie ought to make it up to him.
(b) He was uncharacteristically courteous.
(c) I’m surprised he didn’t bring them up.
(d) I wonder what made him snap at her.
해석

해설

 : John이 Julie에게 한 무례한 발언들은 너무 그답지 않았어요.
M
W:
(a) Julie는 그에게 보상해야 해요.
(b) 그는 그답지 않게 공손했어요.
(c) 저는 그가 그것들을 꺼내지 않아서 놀랐어요.
(d) 저는 무엇이 그가 그녀에게 쏘아붙이게 만들었는지 궁금해요.
 서문
평
Julie에 대해 무례한 발언을 한 John은 그답지 않게 행동했다는 말에, ‘무엇이
그가 그녀에게 쏘아붙이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다’라며 상대방의 말에 간접적으
로 동의하며 자기 생각을 덧붙인 의미를 전달한 (d)가 정답이다.
오답분석

 : 빈방 있나요?
M
W: 네, 일반 객실 두 개와 딜럭스 객실 한 개가있어요.
M: 딜럭스 객실은 더 넓은가요?
W:
(a) 불행하게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b) 아니요, 하지만 그것은 바다가 보이는 전망을 갖추고 있어요.
(c) 그것은 딜럭스 객실과 같은 크기예요.
(d) 그 딜럭스 객실은 더 비싸요.

해설

 반 의문문 - Be동사
일
Is를 사용하여 딜럭스 객실이 더 넓은지를 묻는 말에, ‘아니지만 바다가 보이는
전망을 갖추고 있다’라며 딜럭스 객실이 더 넓지 않다는 의미를 전달한 (b)가
정답이다. (c)도 ‘same size’라며 크기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딜럭스 객실에 대
해 물어봤는데 동일한 객실과 비교하여 답하고 있으므로 틀리다.

어휘

vacancy  n. 빈방

13.

(a)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Julie가 아닌 John이기 때문에 보상해야 할 사람은
Julie가 아니므로, Julie가 그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답한 것은 틀리다.
(b) 질문에서 John은 공손하게 행동한 상황이 아니므로, 그답지 않게 공손했
다고 답한 것은 틀리다.
(c) John은 무례한 발언들을 이미 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명사 them이 지칭
하는 질문의 remarks(발언들)를 꺼내지 않아서 놀랐다고 답한 것은 적절
하지 않다.
어휘

해석

W: Excuse me. Is the post office nearby?
M: It’s back the way you came from.
W: Oh. Do I have to go far?
M:
(a) No, it should still be there.
(b) I’d say about two blocks.
(c) It hasn’t been there long.
(d) Well, I’d try once more.

rude  adj. 무례한   remark  n. 발언   out of character  phr. ~답지 않다   
ought to  phr. ~해야 한다   make it up to  phr. ~에게 보상하다   
uncharacteristically  adv. ~답지 않게   courteous  adj. 공손한   
bring up  phr. (화제를) 꺼내다   snap at  phr. 쏘아붙이다

해석

 : 실례합니다. 우체국이 근처에 있나요?
W
M: 당신이 왔던 길에 있어요.
W: 오. 제가 멀리 가야 하나요?
M:
(a) 아니요, 그것은 아직 거기에 있어요.
(b) 제 생각엔 두 블록 정도에요.
(c) 그곳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d) 음, 제가 한 번 더 시도해볼게요.

해설

 반 의문문 – 조동사 Do
일
Do I have to를 사용하여 자신이 멀리 가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 ‘두 블록 정도’
라며 그렇게 멀지 않다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b)가 정답이다.

어휘

n
 earby  adj. 근처의   far  adv. 멀리

11.
W: Hello. May I speak to David, please?
M: Sure. Can I ask who’s calling?
W: This is Mary, his classmate.
M:
(a) I’ll tell him you called.
(b) You have the wrong number.
(c) Hold on a moment, please.
(d) Nobody here’s named David.
해석

해설

어휘

 : 여보세요. David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W
M: 물론이죠. 전화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W: 저는 Mary예요, 그의 반 친구죠.
M:
(a) 그에게 당신이 전화했었다고 말할게요.
(b) 전화를 잘못 거셨네요.
(c)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d) 여기에 David라는 사람은 없어요.

14.
M: Let’s make tacos tonight!
W: We just had them a few days ago.
M: I bought all the ingredients already, though.
W:
(a) We can save them for later.
(b) But you know I love tacos.
(c) Then we’ll have enough food.
(d) I’d rather stay in for dinner tonight.

 서문
평
David의 집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Mary이며 David의 반 친구라고 신원을 밝
히는 말에,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전화를 바꿔주겠다는 의미를 전달한 (c)가
정답이다. (a), (b), (d)도 전화를 받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남자의 첫
번째 말에서 ‘Sure’라며 David와 통화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현재 David가 부
재한 상황에 적합한 (a)나 David라는 사람이 없다는 맥락의 (b), (d)는 틀리다.

해석

classmate  n. 반 친구   have the wrong number  phr. 전화를 잘못 걸다

 : 오늘 저녁에 타코를 만들어요!
M
W: 우리 며칠 전에 그것들을 먹었잖아요.
M: 하지만, 제가 이미 모든 재료들을 샀는걸요.
W:
(a) 우리는 나중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둘 수 있어요.
(b) 하지만 제가 타코를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c)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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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저는 차라리 오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싶어요.
해설

어휘

(a) It should depart soon.
(b) Freetown’s an hour’'s drive.
(c) That’s due any minute now.
(d) Express trains leave every hour.

 서문
평
며칠 전에 타코를 먹었지만 오늘 저녁에 타코를 다시 만들어 먹기 위해 재료를
이미 사놓았다는 남자의 말에, ‘나중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둘 수 있다’면서 오
늘은 타코를 먹지 말자는 의미를 전달한 (a)가 정답이다. (b)는 타코를 먹자고
제안한 남자가 이어서 할 법한 말이므로 오답이다.

해석

 : Freetown에서 오는 기차는 언제 도착하나요?
W
M: 어떤 거요? 여러 대가 있어요.
W: 오후 2시에 출발한 급행열차요.
M:
(a) 그것은 곧 출발할 거예요.
(b) Freetown은 차로 한 시간 거리에요.
(c) 그것은 곧 올 거예요.
(d) 급행열차들은 매시간 출발해요.

해설

 서문
평
오후 2시에 Freetown을 출발한 급행열차가 언제 도착하는지를 묻는 말에
‘그것은 곧 올 것이다’라며 열차가 도착하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c)
가 정답이다.

어휘

arrive  v. 도착하다   express  adj. 급행의   depart  v. 출발하다

ingredient  n. 재료

15.
W: What brings you in today, Mr. Smith?
M: Hi, Dr. Kim. I’ve been getting intense headaches.
W: How long has this been going on?
M:
(a) About two weeks.
(b) Only when I get a headache.
(c) Mornings are the worst.
(d) They last around three hours.
해석

해설

어휘

 : 무슨 일로 오늘 여기에 오셨죠, Mr. Smith?
W
M: 안녕하세요, Kim 선생님. 저는 극심한 두통을 겪고 있어요.
W: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나요?
M:
(a) 대략 2주 정도요.
(b) 제가 두통이 있을 때만요.
(c) 아침이 가장 심해요.
(d) 그것은 3시간 정도 지속돼요.

18.
M: Congratulations on your new niece! How’s your sister feeling?
W: She’s resting well at home.
M: Would it be OK if I stopped by with flowers?
W:
(a) You can come by before she has the baby.
(b) It’d be better to give her a few more weeks.
(c) No, they haven’t arrived yet.
(d) Sure. She’s still at the hospital.

 문사 의문문 – How
의
How long을 사용하여 두통을 겪은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묻는 말에, ‘대략
2주 정도’라며 두통을 겪은 기간을 답변한 (a)가 정답이다. (d)도 three hours
라는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지만 현재시제 동사인 last를 사용하여 두통
을 겪을 때 일반적으로 증상이 몇 시간 지속되는지를 말하고 있으므로 틀리다.

해석

 : 조카가 태어난 것을 축하드려요! 당신 여동생은 괜찮나요?
M
W: 그녀는 집에서 잘 쉬고 있어요.
M: 제가 꽃을 들고 잠깐 들러도 괜찮을까요?
W:
(a) 당신은 그녀가 아기를 낳기 전에 잠깐 들러도 돼요.
(b) 그녀에게 몇 주를 더 쉬게 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c) 아니요, 그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d) 물론이죠. 그녀는 아직 병원에 있어요.

해설

 반 의문문 – 조동사 would
일
Would it be OK ~라며 꽃들을 들고 잠깐 들러도 괜찮을지 의견을 구하는 말
에, ‘그녀에게 몇 주를 더 쉬게 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라고 괜찮지 않다는 의미
를 전달한 (b)가 정답이다. (c)는 No로 시작하여 정답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대화의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틀리
다. (d)는 Sure로 시작되어 정답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녀는 아직 병원에 있다’
라는 말은 그녀가 집에서 잘 쉬고 있다는 대화의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틀리다.

어휘

niece  n. 조카   stop by  phr. 잠깐 들르다   come by  phr. 잠깐 들르다

intense  adj. 극심한   headache  n. 두통

16.
M: The protests across the city are really escalating.
W: They do seem to be getting out of hand.
M: I’m afraid they’ll soon turn into riots.
W:
(a) Let’s just hope it won’t come to that.
(b) Thankfully the protesters are dispersing.
(c) I doubt the protests will take place at this rate.
(d) Law enforcement has calmed things down since then.
해석

 : 도시 전역에 걸친 시위들은 정말로 확대되고 있어요.
M
W: 정말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M: 저는 그 시위들이 곧 폭동으로 변할까 봐 걱정이에요.
W:
(a)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를 바라자구요.
(b) 다행히도 시위대는 해산하고 있어요.
(c) 이런 식으로 시위들이 일어날지 의문이에요.
(d) 경찰들이 그때부터 상황을 진정시켰어요.

해설

 서문
평
도시 전역에 걸친 시위들이 폭동으로 변할까 봐 걱정이라는 말에, ‘그렇게 되
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자신도 걱정하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한 (a)가 정답이다.
(b)의 ‘다행히도 시위대가 해산하고 있다’는 말은 시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말과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틀리다.

어휘

protest  n. 시위   escalate  v. 확대되다    out of hand  phr. 통제할 수 없는   
riot  n. 폭동   disperse  v. 해산하다   law enforcement  phr. 경찰, 공권력

19.
W: Are you accepting Beaumont University's admission offer?
M: If I don’t get into Dunly University.
W: But I thought Beaumont was your top choice.
M:
(a) It is. Dunly’s just my backup.
(b) I’ve had second thoughts about it.
(c) Right, but I might not get accepted.
(d) Well, Dunly offered a full scholarship.
해석

17.
W: When will the train from Freetown arrive?
M: Which one? There are several.
W: The express train that departed at 2p.m.
M:

 : 당신은 Beaumont 대학의 입학 제의를 받아들일 건가요?
W
M: 제가 Dunly 대학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요.
W: 하지만 저는 Beaumont가 당신이 가장 바라는 학교라고 생각했어요.
M:
(a) 그렇죠. Dunly는 단지 예비일 뿐이에요.
(b) 저는 그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았어요.
(c) 맞아요, 하지만 저는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d) 음, Dunly는 전액 장학금을 제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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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어휘

 서문
평
Beaumont 대학이 남자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에, ‘그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았다’라며 Beaumont 대학에 가장 입학하고 싶어했던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전달한 (b)가 정답이다.

어휘

22.

admission  n. 입학   offer  n. 제의   backup  n. 예비   scholarship  n. 장학금

Listen to a conversation about a blind date.

20.

M: Thanks for introducing me to Sarah. She’s a sweet girl.
W: Of course. How’d the date go?
M: Great. We really seemed to hit it off.
W: I knew you would!
M: Yeah, we had plenty of things to discuss.
W: You should ask her out again.

M: I’m glad I stayed in this weekend.
W: I thought you might’ve gone to the music festival.
M: Not this time. The lineup of artists wasn’t impressive.
W:
(a) Yeah, you should’ve just skipped it.
(b) At least you got some fresh air.
(c) True. Most were pretty obscure.
(d) I hope you enjoyed the show regardless.
해석

해설

어휘

Q: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conversation?
(a) The man’s plan to take Sarah out again.
(b) The man’s impressions of his first date with Sarah.
(c) The man’s desire to be introduced to Sarah.
(d) The man’s reason for going out with Sarah.

 : 제가 이번 주말에 집에 있었던 게 다행이에요.
M
W: 저는 당신이 음악 축제에 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M: 이번에는 아니에요. 공연자들의 라인업이 인상적이지 않았거든요.
W:
(a) 그래요, 당신은 그것을 그냥 건너뛰었어야 해요.
(b) 당신은 적어도 상쾌한 공기를 좀 마셨겠네요.
(c) 사실이에요. 대부분은 꽤 무명이었어요.
(d) 저는 당신이 공연에 상관없이 즐겼기를 바라요.

해석

 번에는 음악 축제에 가지 않았으며 공연자들의 라인업이 인상적이지 않았다
이
는 말에, ‘사실이며 대부분이 꽤 무명이었다’라며 남자의 말에 동의하는 의미를
전달한 (c)가 정답이다. (a), (b), (d)는 음악 축제에 가지 않았다는 대화의 내용
과 맞지 않으므로 틀리다.

Q: 대화의 주제는 무엇인가?
(a) 다시 Sarah와 데이트를 하기 위한 남자의 계획
(b) Sarah와의 첫 데이트에 대한 남자의 인상
(c) Sarah에게 소개되고 싶은 남자의 바람
(d) Sarah와 데이트를 하는 남자의 이유

lineup  n. 라인업   impressive  adj. 인상적인   obscure  adj. 무명의   
regardless  adv. 상관없이

해설

 심 내용 문제 – 주제
중
대화의 주제를 묻는 문제이다. 남자가 여자에게 Sarah를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하자, 여자가 Sarah와의 데이트가 어땠는지를 묻고, 남자가 정말 죽이 잘 맞는
것 같다(We really seemed to hit it off)고 했으므로, Sarah와의 첫 데이트에 대
한 남자의 인상이 좋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Sarah와의 첫 데이트에 대한
남자의 인상’이라고 종합한 (b)가 정답이다.

어휘

blind date  phr. 소개팅   date  n. 데이트   hit it off  phr. 죽이 잘 맞다   
plenty of  phr. 많은, 충분한   take out  phr. ~와 데이트하다, ~을 데리고 나가다   
impression  n. 인상   go out  phr. 데이트하다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two friends.
W: I’ve been so busy preparing for my business trip next week.
M: Do you need help with anything?
W: I’d be grateful if you could look after my dog while I’m gone.
M: Sure. What do I need to do?
W: Just come by once a day to fill his bowl and walk him.
M: OK. I can do that.

23.

Q: What is the woman mainly asking the man to do?
(a) Check on her house daily.
(b) Help her prepare for a business trip.
(c) Care for her pet while she is away.
(d) Keep her dog at his place.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two friends.
W: Frank, could you help me with something?
M: Sure, what is it?
W: The lady who was supposed to edit my dissertation backed down.
M: So you’re looking for someone else to do it?
W: Yes. Would anyone you know be interested?
M: I’ll put the word out to my colleagues.

두 친구 간의 대화를 들으시오.
W: 나는 요즘 다음 주 출장 준비를 하느라 너무 바빠.
M: 도움이 필요한 것 있니?
W: 내가 없는 동안 내 강아지를 네가 돌봐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M: 당연하지. 내가 뭘 하면 될까?
W: 그냥 하루에 한 번 들러서 강아지의 그릇을 채워주고 함께 산책하면 돼.
M: 좋아. 할 수 있어.

Q: What is the woman mainly asking the man to do?
(a) Help her find another editor.
(b) Recommend her as an editor.
(c) Edit a colleague’s dissertation.
(d) Find her an editing job.

Q: 여자가 주로 남자에게 하는 부탁은 무엇인가?
(a) 그녀의 집을 매일 확인하기
(b) 그녀가 출장 준비하는 것을 돕기
(c) 그녀가 부재중인 동안 애완동물을 돌봐주기
(d) 그녀의 강아지를 그의 집에 두기
해설

소개팅에 관한 대화를 들으시오.
M: 제게 Sarah를 소개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정말 사랑스러운 여성이에요.
W: 당연하지요. 데이트는 어땠나요?
M: 아주 좋았어요. 우리는 정말 죽이 잘 맞는 것 같았거든요.
W: 당신들이 그럴 거라 알고 있었어요!
M: 맞아요, 우리는 이야기할 거리가 많았어요.
W: 당신은 그녀에게 다시 데이트 신청을 해야 해요.

21.

해석

business trip  phr. 출장   look after  phr. 돌봐주다   come by  phr. 들르다   
away  adv. 자리에 없는

해석

두 친구 간의 대화를 들으시오.
W: Frank,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M: 당연하지, 무슨 일이야?
W: 내 논문을 수정해주기로 되어있었던 여성분이 그만두셨어.
M: 그래서 지금 논문 수정을 해줄 다른 누군가를 찾고 있는 중인 거야?
W: 맞아. 혹시 네가 아는 사람 중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까?
M: 내 동료들에게 말을 꺼내 볼게.

 심 내용 문제 – 주요 행위
중
대화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대화의 앞
부분에서 남자가 도움이 필요한지를 묻고, 여자가 자신이 없는 동안 남자가 강
아지를 돌봐주면 좋을 것 같다(I’d be grateful if you could look after my dog
while I’m gone)고 했다. 이를 ‘그녀가 부재중인 동안 애완동물을 돌봐주기’라
고 표현한 (c)가 정답이다.

Q: 여자가 주로 남자에게 하는 부탁은 무엇인가?
(a) 그녀가 다른 편집자를 찾는 것을 도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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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녀를 편집자로 추천하기
(c) 동료의 논문을 수정하기
(d) 그녀에게 편집 일을 찾아주기
해설

어휘

Q: Which is correct about the ceramics festival?
(a) The man made the mug there.
(b) It runs through next weekend.
(c) The woman attended it already.
(d) It had never been held before.

 심 내용 문제 – 주요 행위
중
대화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여자가 자
신의 논문을 수정해주기로 되어있었던 여성분이 그만두었다고 말하자, 남자
가 논문 수정을 해줄 다른 누군가를 찾고 있는지를 물었고, 다시 여자가 남
자가 아는 사람 중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지(Would anyone you know be
interested?) 물어보았다. 이를 ‘그녀가 다른 편집자를 찾는 것을 도와주기’라
고 표현한 (a)가 정답이다.

해석

W: 정말 귀여운 머그잔이네! 그거 어디서 났어?
M: Century Plaza의 도자기 축제에서 샀어.
W: 그 축제 아직도 하고 있니? 나도 한번 살펴보고 싶어.
M: 지난 주말에만 열렸어.
W: 놓쳐서 너무 아쉽다. 그 축제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축제니?
M: 올해의 축제가 처음이었지만, 매년 열리는 행사가 될 거야.

edit  v. 수정하다, 편집하다   be supposed to  phr. ~하기로 되어 있다   
dissertation  n. 논문   back down  phr. 그만두다, 철회하다   colleague  n. 동료   
recommend  v. 추천하다

Q: 도자기 축제에 대해 맞는 것은 무엇인가?
(a) 남자가 그곳에서 그 머그잔을 만들었다.
(b) 이 축제는 다음 주말까지 계속된다.
(c) 여자는 이미 이 축제에 참석했다.
(d) 이 축제는 이전에는 열렸던 적이 없다.

24.
Listen to a conversation at a department store.
M: How may I assist you today, ma’am?
W: I’m trying to find a Father’s Day gift.
M: You can’t go wrong with a tie. This blue one is a steady seller.
W: It’s nice, but I got him one last year. I was actually thinking of a wallet.
M: A good choice. We also have a great selection of hats and belts.
W: Thanks, but I’ll stick with my first idea.
Q: What will the woman buy for her father?
(a) A tie.
(b) A wallet.
(c) A hat.
(d) A belt.
해석

ma’am  n. 부인   you can’t go wrong with  phr. ~가 항상 괜찮다   
steady seller  phr. 꾸준히 잘 팔리는 제품, 스테디셀러   wallet  n. 지갑   
a selection of  phr. 엄선된   stick  v. 고수하다

어휘

mug  n. 머그잔, 컵   ceramic  n. 도자기   check out  phr. 살펴보다   
annual  adj. 매년의   attend  v. 참석하다

M: Which vacation package should we go with—the one at Palm Resort
or Blue Oasis?
W: Well, Palm Resort’s is $400 cheaper.
M: And it’s for six days, not five. But it doesn’t include excursions.
W: Nor meals. The Blue Oasis one includes excursions and meals, right?
M: Right, but I don’t mind venturing off the resort for food. Do you?
W: No, I actually prefer it.
Q: Whi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a) Palm Resort’s package is the shorter of the two.
(b) Meals are not included in Palm Resort’s package.
(c) Excursions cost extra in Blue Oasis’s package.
(d) The woman prefers to dine within the resort.

Q: 여자는 그녀의 아버지를 위해 살 것은 무엇인가?
(a) 넥타이
(b) 지갑
(c) 모자
(d) 벨트

어휘

 부 정보 문제 – Correct
세
대화에서 도자기 축제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마지막에
남자가 도자기 축제는 올해가 처음이었다(This year’s was the first)고 말했으
므로 도자기 축제가 처음으로 열린 행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이 축제는
이전에는 열렸던 적이 없다.’라고 바꾸어 표현한 (d)가 정답이다.

Listen to a couple make vacation plans.

M: 제가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부인?
W: 저는 아버지의 날을 위한 선물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M: 넥타이가 항상 괜찮은 선물이죠. 이 파란색 넥타이가 꾸준히 잘 팔리는 제
품이에요.
W: 정말 좋긴 하지만, 제가 작년에 넥타이를 하나 사드려서요. 저는 사실 지갑
을 생각하던 중이었어요.
M: 좋은 선택이네요. 우리는 또한 엄선된 모자들과 벨트들도 가지고 있어요.
W: 고맙지만, 저는 저의 처음 생각을 고수할게요.

 부 정보 문제 – 육하원칙
세
여자가 그녀의 아버지를 위해 살 것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이다. 여자가 중간
에 지갑을 생각하는 중이었다고(I was actually thinking of a wallet) 말하자,
남자가 모자와 벨트도 추천했고, 여자는 처음 생각을 고수할 것(I’ll stick with
my first idea)이라고 말했으므로, 지갑을 살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가
정답이다.

해설

26.

백화점에서의 대화를 들으시오.

해설

두 친구 간의 대화를 들으시오.

해석

한 커플이 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을 들으시오.
M: 우리는 Palm Resort와 Blue Oasis의 휴가 패키지여행 중에서 어떤 것을 가
야 할까?
W: 글쎄, Palm Resort의 것은 400달러 더 저렴해.
M: 그리고 그것은 5일이 아니라, 6일 동안이지. 하지만 그것은 유람 여행이 포
함되어있지 않아.
W: 식사도 마찬가지야. Blue Oasis의 패키지여행은 유람 여행과 식사를 포함
해, 그렇지?
M: 맞지만, 나는 음식을 위해 리조트 밖에서 모험을 해 보는 것도 괜찮아. 너
는?
W: 나도, 사실 그게 더 좋아.

25.

Q: 대화에 따르면 맞는 것은 무엇인가?
(a) Palm Resort의 패키지여행은 두 개 중에 더 짧다.
(b) Palm Resort의 패키지여행에 식사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c) Blue Oasis의 패키지여행에서 유람 여행은 추가 요금이 든다.
(d) 여자는 리조트 안에서 식사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two friends.
W: What a cute mug! Where’d you get it?
M: I purchased it at a ceramics festival at Century Plaza.
W: Is that still going on? I’d love to check it out.
M: It was only on last weekend.
W: Too bad I missed it. Is it held regularly?
M: This year’s was the first, but it’'ll be an annual event.

해설

 부 정보 문제 – Correct
세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Palm Resort의 패키지여행이
400달러 더 저렴하다는 여자의 말에 대해, 남자가 그 패키지여행은 6일 동안
이며, 유람 여행이 포함되어있지 않다(it doesn’t include excursions)고 했고,
여자가 식사도 마찬가지(Nor meals)라고 했으므로, 식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이를 ‘Palm Resort의 패키지여행에 식사는 포함되어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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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바꾸어 표현한 (b)가 정답이다.
어휘

W: 그것들은 제가 그것들을 샀을 때 있던 바로 그 지점에 있어요.
M: 그래서 당신은 여전히 예상했던 주가 급등을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W: 아니요, 그것은 그 후에 바로 일어났지만, 저는 그때 팔지 않았어요.
M: 그리고 그것들은 다시 떨어졌고요?
W: 맞아요. 저는 그것들을 그냥 처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package  n. 패키지여행   include  v. 포함하다   excursion  n. 유람 여행   
venture  v. 모험하다   prefer  v.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   extra  n. 추가 요금   
dine  v. 식사하다

27.

Q: 여자에 대해 맞는 것은 무엇인가?
(a) 그녀의 주식은 현재 그것들이 원래 그랬던 것보다 낮다.
(b) 그녀의 주식은 그녀의 투자 이후에 즉시 떨어졌다.
(c) 그녀는 가격 인상 이후에 그녀의 주식 대부분을 팔았다.
(d) 그녀는 그녀가 소유한 주식을 파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Listen to a conversation about a book.
W: Frank Egan’s latest book, Home Again, is riveting.
M: Really? The critics’ consensus is that he’s lost his touch, and I agree.
W: No way. The characters are all so true to life.
M: Didn’t you find the conclusion a letdown?
W: I’ll concede that it was disappointing.
M: Right. I probably won’t bother reading the sequel that's coming out
soon.
Q: Which is correct about Home Again?
(a) Most critics have acknowledged it as Egan’s best work.
(b) The woman found its characters realistic.
(c) The woman regards its conclusion as its strength.
(d) A follow-up to it is not expected to be published.
해석

한 책에 관한 대화를 들으시오.

어휘

technology  n. 기술   share  n. 주식   spike  n. (주가의) 급등   predict  v. 예상하다   
afterwards  adv. 그 후   offload  v. 처분하다, 빼내다   originally  adv. 원래   
immediately  adv. 즉시   investment  n. 투자   increase  n. 인상   
own  v. 소유하다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two friends.
W: Have you been keeping up with the baseball playoffs?
M: I haven’t watched much recently.
W: You were really into it till the end last year.
M: That’s because the Eagles were doing so well.
W: Well, at least they made it to the playoffs again this year.
M: Yeah, barely. But now there’s no team left to root for.

Q: Home Again에 관해 맞는 것은?
(a) 대부분의 비평가는 그것을 Egan의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했다.
(b) 여자는 그 책의 등장인물이 사실적이라고 생각했다.
(c) 여자는 그것의 결말이 그 책의 강점이라고 여긴다.
(d) 그 책의 속편은 출판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어휘

 부 정보 문제 – Correct
세
여자에 대해 맞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여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 주식의 주가
가 급등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 팔지 않았다(I didn’t sell them then)고 했다는
여자의 말에 남자가 그것들이 다시 떨어졌냐고 물었으며, 이에 여자가 그것
들을 처분해야 할지도 모르겠다(Now I might just offload them)고 말했다. 이
를 ‘그녀는 그녀가 소유한 주식을 파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바꾸어 표현
한 (d)가 정답이다.

29.

W: Frank Egan의 최신작 Home Again이 관심을 사로잡고 있어요.
M: 정말이요? 비평가들의 여론은 그가 그의 기량을 잃었다는 것이고, 저는 동
의해요.
W: 전혀 그렇지 않아요. 등장인물들이 모두 너무 사실적인걸요.
M: 당신은 결말이 허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W: 그것이 실망스러웠다는 것은 인정하죠.
M: 맞아요. 아마 저는 곧 나올 속편을 굳이 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설

해설

Q: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a) The Eagles did not make it to the playoffs last year.
(b) The Eagles are no longer in championship contention.
(c) The man does not usually follow the Eagles.
(d) The man expected the Eagles to win this year.

 부 정보 문제 – Correct
세
Home Again에 관해 일치하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남자가 비평가들이 책의 작
가가 기량을 잃었다고 한 것에 동의한다고 말하자, 여자가 그렇지 않으며 등장
인물들이 너무 사실적이라고(The characters are all so true to life) 했으므로,
여자는 남자의 말에 동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여자는 그 책의 등장인
물이 사실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바꾸어 표현한 (b)가 정답이다.

해석

W: 너는 야구 플레이오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니?
M: 최근에는 많이 보지 못했어.
W: 작년에는 네가 끝까지 엄청나게 빠져있었잖아.
M: 그것은 Eagles가 매우 잘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W: 글쎄, 최소한 그들은 올해 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어.
M: 그래, 간신히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응원할 팀이 남아있지 않아.

latest  adj. 최신의   rivet  v. 관심을 사로잡다   critic  n. 비평가   consensus  n. 여론   
lose one’s touch  phr. ~의 기량을 잃다    true to life  phr. 사실적인    
conclusion  n. 결말   letdown  n. 허탈   concede  v. 인정하다   
disappointing  adj. 실망스러운   sequel  n. 속편   acknowledge  v. 인정하다   
realistic  adj. 사실적인   regard  v. 여기다   strength  n. 강점   follow-up  n. 속편   
publish  v. 출판하다

Q: 대화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a) Eagles는 작년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다.
(b) Eagles는 더 이상 우승을 차지할 기회가 있지 않다.
(c) 남자는 보통 Eagles를 따르지 않는다.
(d) 남자는 Eagles가 올해 우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28.
Listen to two people discuss stocks.
M: How are your technology shares doing?
W: They’re right where they were when I bought them.
M: So you’re still waiting for the spike that you predicted?
W: No, that happened right afterwards, but I didn’t sell them then.
M: And they fell back down?
W: Yeah. Now I might just offload them.
Q: Which is correct about the woman?
(a) Her shares are now lower than they were originally.
(b) Her shares fell immediately after her investment.
(c) She sold most of her shares after a price increase.
(d) She is considering selling the shares she owns.
해석

두 친구 간의 대화를 들으시오.

해설

 론 문제 – Infer
추
대화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Eagles가 올해 또 플레
이오프에 진출했다는 여자의 말에, 남자는 Eagles가 간신히 진출했으며 지금
은 응원할 팀이 남아있지 않다(now there’s no team left to root for)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Eagles는 플레이오프에서 우승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Eagles는 더 이상 우승을 차지할 기회가 있지 않다’라고 추
론한 (b)가 정답이다.

어휘

keep up with  phr. ~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playoff  n. 플레이오프, 연장전   
recently  adv. 최근에   be into  phr. ~에 빠져있다   
make it to  phr. ~에 진출하다, 이르다   barely  adv. 간신히   
root for  phr. ~를 응원하다   championship  n. 우승   
in contention  phr. ~할 기회가 있는   follow  v. 따르다   win  v. 우승하다

두 사람이 주식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오.
M: 당신의 기술 주식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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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c) 회사 행사를 위한 활동들을 제안한다.
(d) 회사 행사를 위한 주최자를 찾는다.

Listen to a conversation about a political rally.
M: I can’t believe all the protesters that tried to disrupt Ron Burton’s rally
last night.
W: Well, he’s been stirring them up with his rhetoric.
M: Still, he has a right to be heard like any other presidential candidate.
W: True. I do think they were too aggressive.
M: He deserves credit for cutting the event short to avoid escalation.
W: Yeah, it was getting ugly between the protesters and his supporters.
Q: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a) The protesters delayed the start of the rally.
(b) The woman supports Burton’s public statements.
(c) The man was among the people protesting Burton.
(d) The rally ended before breaking out into a serious conflict.
해석

어휘

annual  adj. 연례의, 매년의   get-together  phr. (비 격식적인) 파티, 모임   
take care of  phr. ~을 책임지고 떠맡다   arrangement  n. 준비, 마련, 주선   
suggestion  n. 의견, 제안, 제시   make a decision  phr. 결정을 하다   
announce  v. 발표하다, 알리다   attend  v. 참석하다   sign up  phr. ~에 등록하다   
propose  v. 제안하다   organizer  n. 주최자, 조직자

Welcome to tonight’s mayoral debate between incumbent mayor
Julia Houston and challenger Peter Snyder. As moderator, I’d like to
point out a few things to keep the debate running smoothly. Please
limit responses to the time allotted, and do not interrupt when your
opponent is speaking. Most importantly, please stick to the question
at hand, and refrain from leveling irrelevant personal attacks. And now,
without further ado, let’s begin.

정치 집회에 관한 대화를 들으시오.

Q: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speech?
(a) To present debate topics to be discussed.
(b) To remind participants of debate rules.
(c) To explain the format of a debate.
(d) To introduce the participants in a debate.

Q: 대화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a) 시위자들은 그 집회의 시작을 지연시켰다.
(b) 여자는 Burton의 공개적인 성명들을 지지한다.
(c) 남자는 Burton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 있었다.
(d) 그 집회는 심각한 물리적 충돌로 발생하기 전에 끝났다.

어휘

 부 정보 문제 – 육하원칙
세
화자가 직원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요청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화자가 연례 파
티에서 여러분 모두가 이번 연도에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다(We’re
wondering what you’d all like to do this year)고 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Jill Cooper에게 이메일로 보내달라(please email her your
suggestions by this Friday)고 했다. 이를 ‘회사 행사를 위한 활동들을 제안한
다’라고 바꾸어 표현한 (c)가 정답이다.

32.

M: 저는 지난밤에 Ron Burton의 집회를 방해하려고 한 그 모든 시위자들을 믿
을 수가 없어요.
W: 글쎄요, 그는 자신의 발언으로 그들을 자극해오고 있었잖아요.
M: 그래도, 그에게는 다른 대통령 후보처럼 말할 권리가 있어요.
W: 사실이에요. 저는 정말 그들이 너무 공격적이었다고 생각해요.
M: 그는 악화를 피하기 위해 그 행사를 짧게 축소한 것에 대해 인정을 받을
만해요.
W: 맞아요, 시위자들과 그의 지지자들 사이가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해설

해설

해석

 론 문제 – Infer
추
대화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남자는 Ron Burton이 행
사를 짧게 축소한 것에 대해 인정을 받을 만하다고 한 말에, 여자가 시위자들
과 그의 지지자들 사이가 험악해지고 있었다(it was getting ugly between the
protesters and his supporters)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집회가 짧게 축소되어
험악해지고 있던 것이 끝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집회는 심각한 물리적
충돌로 발생하기 전에 끝났다’라고 추론한 (d)가 정답이다.

Q: 연설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a) 의논될 토론 주제를 제시하기 위해.
(b) 참가자들에게 토론 규칙을 상기시키기 위해.
(c) 토론의 구성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d) 토론에서 참가자들을 소개하기 위해.

rally  n. 집회   protester  n. 시위자   disrupt  v. 방해하다   stir up  phr. 자극하다   
rhetoric  n. 발언   presidential  adj. 대통령 선거의, 대통령의   
candidate  n. 후보자   aggressive  adj. 공격적인   deserve  v. ~을 받을 만하다   
credit  n. 인정   escalation  n. 악화, 확대   ugly  adj. 험악한   supporter  n. 지지자   
delay  v. 지연시키다   public  adj. 공개의   statement  n. 성명, 진술   
break out  phr. 발생하다   conflict  n. 물리적 충돌, 갈등

해설

 심 내용 문제 – 목적
중
연설의 목적을 묻는 문제이다. 사회자인 화자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
지하기 위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I’d like to point out a few things
to keep the debate running smoothly)는 말에 이어 몇 가지 규칙을 나열하
고 있다. 이를 ‘참가자들에게 토론 규칙을 상기시키기 위해’라고 표현한 (b)
가 정답이다.

어휘

mayoral  adj. 시장의   debate  n. 토론   incumbent  adj. 재임중인   
challenger  n. 도전자   moderator  n. 사회자   point out  phr. 알려주다, 언급하다   
run  v. (언급된 시간에) 진행되다   smoothly  adv. 순조롭게   limit  v. 제한하다   
allotted  adj. 할당된   interrupt  v. (말·행동을) 방해하다   
opponent  n. (게임·대회·논쟁 등의) 상대   stick to  phr. 고수하다   
refrain  v. 삼가다   level  v. (비난·풍자 따위를) 돌리다, 퍼붓다   
irrelevant  adj. 무관한, 상관없는   attack  n. 공격   
without further ado  phr. 더 이상의 지체 없이   present  v. 제시하다   
remind  v. 상기시키다   participant  n. 참가자   format  n. 구성방식   
introduce  v. 소개하다

31.
Good afternoon, staff! It’s time to plan our annual office get-together.
We’re wondering what you’d all like to do this year. Jill Cooper will once
again be taking care of the arrangements for the event. So please email
her your suggestions by this Friday. Then she and I will make a decision
and announce it some time next week.
Q: What is the speaker mainly asking employees to do?
(a) Attend an office event.
(b) Sign up to attend an office event.
(c) Propose activities for an office event.
(d) Find an organizer for an office event.
해석

 늘 밤 재임 중인 시장 Julia Houston과 도전자 Peter Snyder 간의 시장 후보
오
토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회자로서, 이 토론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
도록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답변은 할당된 시간
내로 제한하며, 상대방이 말할 때 방해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당면한 문제를 고수해 주시고, 무관한 개인적인 공격을 퍼붓는
것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33.

 녕하세요, 직원 여러분! 우리의 연례 회사 파티를 계획할 시간입니다. 우리
안
는 여러분 모두가 올해에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합니다. Jill Cooper
는 다시 한번 이 행사의 준비를 맡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여
러분의 의견을 그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녀와 제가 결정해서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하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Have you ever wondered why we feel jet
lag? When we fly across time zones, we travel faster than our biological
rhythms can adjust. This results in jet lag, a temporary disorder that
lasts until our internal body clock adjusts to the new time zone. When
traveling west and thus extending the day, we need about one day of
recovery for each time zone crossed. But when we travel eastward and

Q: 화자가 직원들에게 하라고 주로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a) 회사 행사에 참석한다.
(b) 회사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등록한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 제공 공식 모의고사 내용의 복제·전송·배포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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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urr와 Hamilton은 1804년 이전에는 다정한 관계였다.
(c) 정치적 결투는 보통 사력을 다하여 싸우는 것이었다.
(d) 그 결투는 Burr의 경력을 회복하는 데에 실패했다.

the day is shortened, more time is needed: for instance, 8 days for 6 time
zones. This is because the average person’s biological cycle is longer
than 24 hours.
해설

 부 정보 문제 – Correct
세
강의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마지막에서 1804년 사건은
Hamilton의 죽음과 쇠퇴하고 있던 Burr의 정치가 경력의 끝이라는 결과를 야
기했다(the 1804 event resulted in Hamilton’s death and the end of Burr’s
flagging political career)고 했다. 이를 ‘그 결투는 Burr의 경력을 회복하는 데
에 실패했다’고 바꾸어 표현한 (d)가 정답이다.

어휘

famous  adj. 유명한   duel  n. 결투   political  adj. 정치적인   rival  n. 경쟁자   
adversary  n. 적   snatch  v. 빼앗다   Senate  n. 상원   father-in-law  n. 장인   
prompt  v. 촉발하다   election  n. 선거   governor  n. 주지사   
partially  adv. 부분적으로   opposition  n. 반대(측)   rarely  adv. 드물게   
fatal  adj. 치명적인   flagging  adj. 줄어드는, 쇠약해 가는   defeat  v. 패배시키다   
good terms  phr. 다정한 관계   fight to the death  phr. 사력을 다하여 싸우다   
revive  v. 회복하다

Q: Whi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lecture?
(a) Recovery from eastward flights takes a day per time zone crossed.
(b) Our bodies are slower to recover from westward flights.
(c) Recovery from jet lag is faster with a shortened day.
(d) The biological cycle’s duration affects jet lag recovery time.
해석

 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우리가 시차를 느끼는지 궁금해 해본 적이 있
안
나요? 우리가 시간대가 다른 지역을 횡단할 때, 우리는 생물학적 리듬이 적응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동합니다. 이것은 시차를 야기하는데, 이는 우
리 내부의 체내 시계가 새로운 표준 시간대에 적응할 때까지 지속되는 일시적
인 장애입니다. 서부를 여행하고 그래서 하루가 늘어났을 때, 우리는 가로질러
온 표준 시간대 한 개마다 약 하루의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쪽으로 여행하고 하루가 짧아졌을 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예를 들
어, 6개의 시간대를 위해 8일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평균 생체시계
가 24시간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35.
In today’s astronomy lecture, we’ll take a look at the planet Kepler-438b,
an Earth-like planet that’s 470 light years away. It’s 12% larger than Earth,
and though its mass is unknown, it would be only 1.4 times greater
than Earth’s if the planet turns out to be rocky. The star that it orbits is a
red dwarf that has a lower temperature than the Sun and is about half
the Sun’s size. While Kepler-438b gets more light than Earth does, it is
similar to Earth in temperature, meaning it could potentially support
life. However, Kepler-438b’s host star emits radiation bursts that might
render the planet uninhabitable.

Q: 강의에 따르면 맞는 것은 무엇인가?
(a) 동부 비행으로부터의 회복은 횡단한 시간대마다 하루가 걸린다.
(b) 우리의 몸은 서부 비행에서 회복하는 데에 더 느리다.
(c) 시차의 회복은 짧아진 하루에서 더 빠르다.
(d) 생체시계의 기간은 시차 회복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해설

어휘

 부 정보 문제 – Correct
세
강의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우리가 시간대가 다른 지역을 횡
단할 때, 우리 내부의 체내 시계가 새로운 표준 시간대에 적응할 때까지 지속
되는 일시적인 장애(a temporary disorder that lasts until our internal body
clock adjusts to the new time zone)를 겪으며 표준 시간대를 회복한다고 했
다. 이를 ‘생체시계의 기간은 시차 회복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바꾸어 표
현한 (d)가 정답이다.

Q: Which is correct about Kepler-438b?
(a) Its mass is confirmed to be 1.4 times greater than Earth’s.
(b) It orbits a star that is cooler than the Sun.
(c) It receives lower levels of light than Earth does.
(d) Its surface temperatures make it uninhabitable.

jet lag  phr. 시차 (비행기 이용한 장거리 여행 시 시차로 인한 피로감)   
fly across  phr. 횡단하다   time zone  phr. 표준 시간대   travel  v. 이동하다(가다)   
biological rhythm  phr. 생물학적 리듬   adjust  v. 적응하다   
result in  phr. ~을 야기하다   temporary  adj. 일시적인   disorder  n. 장애   
last  v. 지속되다   internal  adj. 내부의   body clock  phr. 체내 시계   
extend  v. 늘이다   recovery  n. 회복   eastward  adv. 동쪽으로   
shorten  v. 짧아지다   average  adj. 평균의   biological cycle  phr. 생체시계   
westward  adj. 서부의   duration  n. 기간, 지속

해석

34.
Let's talk about one of the most famous duels in American history—the
duel between political rivals Aaron Burr and Alexander Hamilton. The
two men had been adversaries since at least 1791, when Burr snatched a
Senate seat from Hamilton’s father-in-law. But what prompted the duel
was Burr’s loss in the 1804 election for governor of New York—partially
due to Hamilton’s opposition. Although duels at the time were rarely
fatal, the 1804 event resulted in Hamilton’s death and the end of Burr’s
flagging political career.

Q: 케플러-436b에 대해 맞는 것은 무엇인가?
(a) 그것의 질량은 지구의 것보다 1.4배 더 크다고 확인되었다.
(b) 그것은 태양보다 더 차가운 항성의 궤도를 돈다.
(c) 그것은 지구보다 더 적은 양의 빛을 받는다.
(d) 그것의 표면 온도는 생명체가 살 수 없도록 만든다.

Q: Whi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lecture?
(a) Burr defeated Hamilton for a Senate seat in 1791.
(b) Burr and Hamilton were on good terms prior to 1804.
(c) Political duels were generally fights to the death.
(d) The duel failed to revive Burr’s career.
해석

 늘의 천문학 강의에서, 우리는 470광년 떨어져 있는 지구와 비슷한 행성인,
오
케플러-436b 행성을 볼 것입니다. 그것은 지구보다 12퍼센트 더 크며, 질량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만약 그 행성이 암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가름이 나면
지구의 질량보다 딱 1.4배만 더 클 것입니다. 그것이 공전하는 항성은 태양보다
낮은 온도를 갖고 약 절반 크기인 적색 왜성입니다. 케플러-436b가 지구보다
더 많은 빛을 받는 반면, 기온은 지구와 비슷한데, 이는 어쩌면 생물체가 존재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케플러-436b의 호스트 항성은 행성에 생
명체가 살 수 없도록 만들지도 모르는 방사선 파열을 배출합니다.

 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결투 중의 하나인 정치적 경쟁자 Aaron Burr와
미
Alexander Hamilton 간의 결투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 두 남자는 최소 1791
년 이후로 적이 되었는데, Burr가 Hamilton의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원 의원 자
리를 빼앗아 갔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결투를 촉발한 것은 1804년 뉴욕 주지
사 선거에서 Burr가 패배한 것이였으며, 이는 부분적으로는 상대측인 Hamilton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이 시기의 결투는 좀처럼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1804
년 사건은 Hamilton의 죽음과 쇠퇴하고 있던 Burr의 정치가 경력의 끝이라는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해설

 부 정보 문제 – Correct
세
케플러-436b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케플러-436b가
궤도를 도는 별은 궤도가 태양보다 낮은 기온을 가진 적색 왜성이라고(The
star that it orbits is a red dwarf that has a lower temperature than the Sun)
했다. 이를 ‘그것은 태양보다 더 차가운 별의 궤도를 돈다’라고 바꾸어 표현
한 (b)가 정답이다.

어휘

a stronomy  n. 천문학   lecture  n. 강의   light year  phr. 광년   mass  n. 질량   
turn out  phr. 판가름이 나다   rocky  adj. 바위(암석)로 된   orbit  v. 궤도를 돌다   
dwarf  n. 왜성   temperature  n. 기온   similar  adj. 유사한   
potentially  adv. 어쩌면   emit  v. 내뿜다   radiation  n. 방사선   burst  n. 파열   
render  v. 만들다  uninhabitable  adj. 사람이 살 수 없는   surface  n. 표면

36.
Ladies and gentlemen, synthetic food dyes have been used for decades.
The reason is simple—they make food look more appealing, which is
good for business. Yet many studies have found possible links between
these chemicals and adverse health effects. Do we have to wait until an

Q: 강의에 따르면 맞는 것은 무엇인가?
(a) Burr는 Hamilton을 1791년 상원 의원 자리에서 패배시켰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 제공 공식 모의고사 내용의 복제·전송·배포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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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  v. 수행하다   cost  v. 희생시키다, (비용이) 들다   
unionize  v. 노동조합을 가입하다

absolutely conclusive causal relationship has been established before
we take action? These dyes have no nutritional value—so why keep
using them if they could be dangerous? Some food companies are
taking notice of these concerns, but it would be more effective if the
government took action.

37.
Q: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news report?
(a) A decision to test partial privatization of trash collection.
(b) The public backlash over the privatization of trash collection.
(c) A union’s attempt to fight the privatization of trash collection.
(d) The choice of a private contractor to take over trash collection.

Q: Which statement about synthetic food dyes would the speaker most
likely agree with?
(a) Their health risks have been overstated.
(b) Food companies have been too slow to phase them out.
(c) They hardly change the appearance of most foods.
(d) The evidence for their negative health effects is compelling.
해석

 사 숙녀 여러분, 인공 식용 색소는 수십 년에 걸쳐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이
신
유는 간단한데, 그것들은 음식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이것은 장사하는 데에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이 화학 물질들과 건강에 유해한 영향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관련성들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틀림없이 결정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까요? 이 색소들
은 영양가도 없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면 왜 계속 사용하는
걸까요? 몇몇 식품 회사들은 이러한 우려에 주의하고 있지만, 만약 정부가 이
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Q: 인공 식용 색소에 대해 화자가 가장 동의할 것 같은 진술은 무엇인가?
(a) 그것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은 과장되었다.
(b) 식품 회사들은 그것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에 너무 느리다.
(c) 그것들은 대부분의 음식 외형을 거의 바꾸지 않는다.
(d) 건강에 대한 그것들의 부정적인 영향의 근거는 설득력이 있다.

해설

어휘

해석

 : 뉴스 보도의 주제는 무엇인가?
Q
(a) 쓰레기 수거의 부분적 민영화를 시험하기 위한 결정
(b) 쓰레기 수거 민영화에 대한 대중의 반발
(c) 쓰레기 수거 민영화에 맞서 싸우는 노동조합의 시도
(d) 쓰레기 수거를 인계받을 민간 계약자의 선택

해설

 심 내용 문제 – 주제
중
뉴스 보도의 주제를 찾는 문제이다. Greenburg 시의회가 부분적으로 쓰레기 수
거를 민영화하는 것에 대한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하자고 투표했다(Greenburg
City Council has voted ~ partially privatize garbage collection)고 했으며, 이
에 관해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관해 말하고 있다. 이를 ‘쓰레기 수거의 부분
적 민영화를 시험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종합한 (a)가 정답이다.

38.
Q: Whi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news report?
(a) The majority of city areas are not included in the plan.
(b) The selected private contractor will begin work this fall.
(c) The program will include the collection of recyclables.
(d) The program was strongly supported by Councilor Morrison.

 론 문제
추
화자가 가장 동의할 법한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많은 연구들이 인공 식용 색
소에 들어 있는 화학 물질들과 건강에 유해한 영향 사이의 가능성 있는 연결
고리들을 찾아냈다(many studies have found possible links between these
chemicals and adverse health effects)고 했고, 결정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인공 식
용 색소가 유해하다고 해도 당장 사용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자는 ‘식품 회사들은 그것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에 너무 느리다’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므로 (b)가 정답이다.
synthetic  adj. 인공의   appealing  adj. 매력적인   adverse  adj. 유해한, 부정적인   
conclusive  adj. 결정적인   causal relationship  phr. 인과관계   
establish  v. 밝히다   take notice of  phr. 주의하다   concern  n. 우려   
take action  phr. ~에 대해 조치를 취하다

해석

 : 뉴스 보도에 따르면 맞는 것은 무엇인가?
Q
(a) 시내 지역의 대부분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b) 선정된 민간 계약자는 올해 가을부터 일하기 시작할 것이다.
(c) 그 프로그램은 재활용품 수거도 포함한다.
(d) 그 프로그램은 Morrison 의원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해설

 부 정보 문제 – Correct
세
뉴스 보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시는 25퍼센트의 시내 지역
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회사들의 신청을 요구하기 시작할 예정이다(The city will
begin seeking proposals from companies to take over collection of trash in
25% of city neighborhoods)라고 했다. 이를 ‘시내 지역의 대부분은 계획에 포
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바꾸어 표현한 (a)가 정답이다.

37-38
Now for local news. Greenburg City Council has voted to move ahead
with a pilot program that would partially privatize garbage collection.
The city will begin seeking proposals from companies to take over
collection of trash in 25% of city neighborhoods. The city hopes to
select a contractor this fall and begin privatized garbage pickup early
next year. The collection of recycling will be unaffected. The program
will explore whether privatizing trash collection results in savings to
taxpayers. All council members with the exception of Councilor Edward
Morrison were in favor. Morrison stated that even if a private company
can perform the service more cheaply, the move will cost unionized city
workers their jobs.
해석

 제 지역 소식입니다. Greenburg 시의회는 부분적으로 쓰레기 수거를 민영화
이
하는 것에 대한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하자고 투표했습니다. 시는 25퍼센트의
시내 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회사들의 제안서를 요청하기 시작할 예정입니
다. 시는 올해 가을 계약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초 민영화된 쓰레기 수거가 시
작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쓰레기 수거 민영화가 납세자들에게 절세의 효과를 가져올 지 조
사할 것입니다. Edward Morrison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회 구성원들은 찬성했
습니다. Morrison 의원은 사기업이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지라도, 이 조치는 노조에 가입된 도시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일자리를 희생
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휘

privatize  v. 민영화하다   seek  v. 요청하다, 찾다   proposal  n. 신청, 제안   
contractor  n. 계약자   unaffected  adj. 영향을 받지 않는   
explore  v. 조사하다, 답사하다   saving  n. 절약   taxpayer  n. 납세자   

39-40
Class, today we’ll be discussing the history of the ejection seat. Before
the development of the jet aircraft, there was little need for an ejection
seat, which launches a pilot out of a plane during an emergency. In the
1920s and 30s, pilots could jump out of their planes with relative ease.
However, this exit method became impossible as aircraft increased
in speed. Even if pilots were able to escape, many of them would
be knocked unconscious by the plane or severely injured from the
windblast.
During the 1940s, the Germans developed the first ejection seats and
placed them in their jet fighters. In 1942, when one of their test pilots
lost control of his plane, he became the first person to escape using an
ejection seat. Eventually, ejection seats came into wide use. By 1944, the
British began witnessing German pilots ejecting from their aircraft. After
several tragic fatalities, such as the death of jet test pilot Douglas Davies
in 1943, the British recognized the need for ejection seats and started
developing their own versions. These early seats were not very effective,
but over the years, they underwent improvements and are now fairly
reliable.
해석

 러분, 오늘 우리는 사출 좌석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볼 것입니다. 제트기의
여
발달 이전에는, 비상시에 조종사를 비행기 밖으로 발사시키는 사출 좌석에 대
한 필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조종사들이 비행기 밖
으로 비교적 쉽게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탈출 방법은 비행기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 제공 공식 모의고사 내용의 복제·전송·배포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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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Comprehension (청해)

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 제공

스크립트 · 해석 · 해설

공식 모의고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이 탈출할 수 있다고 하
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에 의해 의식을 잃게 되거나 돌풍에 의해 심하게
부상을 당할 것입니다.
1940년대에는, 독일인들이 첫 사출 좌석을 개발하여 제트 전투기에 설치했습
니다. 1942년에, 시험 조종사들 중 한 명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사출 좌석을 이용해 탈출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출 좌석은 널
리 보급되었습니다. 1944년까지, 영국인들은 독일 조종사들이 비행기에서 탈
출하는 것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943년에 사망한 제트기 시험 조종사인
Douglas Davies와 같은, 몇몇 비극적인 사망자들 이후, 영국인들은 사출 좌석
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고 그들만의 형태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좌석들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지만, 수년에 걸쳐 그것들은 개선을
겪었고 지금은 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휘

development  n. 발달   jet aircraft  phr. 제트기   launch  v. 발사하다   
emergency  n. 비상   relative  adj. 상대적인   ease  n. 쉬움   escape  v. 탈출하다   
unconscious  adj. 의식을 잃은   injure  v. 부상을 입다   place  v. 설치하다, 놓다   
lose control  phr. 조종할 수 없게 되다   come into wide use  phr. 널리 보급되다   
witness  v. 목격하다   tragic  adj. 비극적인   fatality  n. 사망자   
recognize  v. 인식하다   effective  adj. 효과적인   undergo  v. 겪다, 경험하다   
improvement  n. 개선   reliable  adj. 신뢰할 수 있는

39.
Q: When was the ejection seat first used successfully in an emergency?
(a) 1930.
(b) 1942.
(c) 1943.
(d) 1944.
해석

 : 사출 좌석이 언제 처음 비상시에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는가?
Q
(a) 1930년
(b) 1942년
(c) 1943년
(d) 1944년

해설

 부 정보 문제 – 육하원칙
세
사출 좌석이 언제 처음 비상시에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1942년에 시험 조종사들 중 한 명이 사출 좌석을 이용해 탈출한 첫 번째 사람
이 되었다(In 1942, when one of their test pilots ~ the first person to escape
using an ejection seat)고 했다. 따라서 정답은 (b) 1942년이다.

40.
Q: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talk?
(a) Germany’s ejection seats were far less reliable than Britain’s.
(b) Ejection seats were designed to be used at relatively low speeds.
(c) Britain copied designs of ejection seats from captured German jets.
(d) Britain developed ejection seats a few years after Germany.
해석

 : 담화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Q
(a) 독일의 사출 좌석들은 영국의 것보다 훨씬 덜 믿을 만했다.
(b) 사출 좌석들은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에서 사용되기 위해 설계되었다.
(c) 영국은 독일 제트기에서 포착된 사출 좌석의 디자인을 복제했다.
(d) 영국은 독일의 몇 년 이후 사출 좌석들을 개발했다.

해설

 론 문제 – Infer
추
담화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1944년에 독일 조종사들이 비
행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영국인들이 목격하기 시작하자, 영국인들은 사출 좌
석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고 그들만의 변형을 개발하기 시작했다(the British
recognized the need for ejection seats and started developing their own
versions)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은 독일의 뒤를 이어 사출 좌석을 개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영국은 독일의 몇 년 이후 사출 좌석들을 개발했
다’라고 추론한 (d)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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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어휘)

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 제공

해석 · 해설

공식 모의고사
1

(d)

2

(b)

3

(c)

4

(b)

5

(d)

6.

6

(b)

7

(a)

8

(b)

9

(a)

10

(b)

해석

11

(a)

12

(d)

13

(a)

14

(c)

15

(a)

 : 저한테 가장 가까운 우체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 주실 수 있나요?
A
B: 오른편의 모퉁이를 돌면 있어요.

16

(d)

17

(b)

18

(d)

19

(d)

20

(a)

해설

21

(a)

22

(d)

23

(c)

24

(c)

25

(a)

26

(a)

27

(c)

28

(b)

29

(d)

30

(d)

 사 어휘 문제
동
오른편의 모퉁이를 돌면 있다고 대답한 것을 보아, 가장 가까운 우체국으로 가
는 ‘길을 알려’ 달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 direct(길을 알려주다, 지
시하다)가 정답이다. (d)의 teach는 ‘(주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다’를 뜻하므
로 오답이다.
(a) return v. 돌아오다 (c) locate v. 두다 (d) teach v. 가르치다

어휘

nearest  adj. 가장 가까운   post office  n. 우체국   corner  n. 모퉁이, 모서리

1.
해석

 : 저는 이 노래가 리메이크였는지 몰랐어요.
A
B: 사실 저는 원곡보다 이 버전이 더 좋아요.

해설

 사 어휘 문제
명
이 노래가 리메이크인지 몰랐다는 말에 원곡보다 이 곡(리메이크)을 더 좋아한
다고 답하는 흐름이 되어야 자연스럽다. 따라서, ‘한 노래의 여러 다른 형태’를
나타낼 수 있는 (d) version(버전)이 정답이다.
(a) model n. 모형 (b) design n. 디자인 (c) format n. 크기

어휘

7.
해석

 : 사업이 잘돼 가는군요!
A
B: 고마워요. 이렇게 수익성이 좋은 시도가 될지 전혀 생각도 못 했어요.

해설

 용사 어휘 문제
형
빈칸에는 사업이 잘돼 가는 상황에 맞는 내용이 와야 하므로, ‘수익성이 좋은’
시도라는 내용이 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a) lucrative(수익성이
좋은)가 정답이다.
(b) vicarious adj. 대리의 (c) equitable adj. 공정한 (d) affordable adj.
(가격이) 알맞은

어휘

endeavor  n. 시도, 노력

remake  n. 리메이크(예전의 영화/노래를 새로 또는 다르게 만든 것)   
original  n. 원곡, 원형

2.
해석

 : 클럽 회원권을 만드는 것에 관해 물어봐야 할까요?
A
B: 왜 안 되겠어요? 물어봐서 나쁠 것 없지요.

해설

 사 어휘 문제
동
클럽 회원권을 만드는 것에 대해 물어봐야 할지를 묻는 말에 Why not(왜 안되
겠어요)이라고 답했으므로, ‘물어봐도’ 나쁠 것 없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문맥
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b) inquire(묻다)가 정답이다.
(a) analyze v. 분석하다 (c) inspect v. 점검하다 (d) appeal v. 관심을 끌다

어휘

8.
해석

 : 나는 Gators가 그 게임에서 질 거라고 확신했어요.
A
B: 맞아요. 그들이 승리를 거뒀다는 걸 믿을 수 없어요.

해설

 디엄 문제
이
Gators가 게임에서 질 거라고 확신했다는 말에, 그들이 ‘거둔’ 것을 믿을 수 없
다는 답이 이어지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빈칸 뒤의 a victory와 함
께 ‘승리를 거두다’라는 이디엄 pull off a victory를 완성하는 (b) pulled off(거
두다)가 정답이다.
(a) take over phr. 인수하다 (c) cheer up phr. 격려하다 (d) get through
phr. 통과하다

어휘

victory  n. 승리

membership  n. 회원권   it wouldn’t hurt  phr. (~해서) 나쁠 것 없다

3.
해석

 : 온라인 뱅킹은 어떻게 신청하죠?
A
B: 당신의 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직접 등록해야 해요.

해설

 사 어휘 문제
명
온라인 뱅킹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으므로,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
여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c) branch
(지점)가 정답이다.
(a) division n. 분배 (b) section n. 부분 (d) range n. 범위

어휘

9.

sign up for  phr. 신청하다    register  v. 등록하다   in person  phr. 직접

해석

 : 거대한 프로젝트가 Jenny를 압도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A
B: 맞아요, 그녀는 도전에 의연해요.

해설

 용사 어휘 문제
형
Jenny가 거대한 프로젝트에 압도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그녀가 도전에 ‘의
연하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a) undaunted(의연한)
가 정답이다.
(b) overlooked adj. 간과한 (c) exacerbated adj. 악화시킨 (d) disconcerted
adj. 당황한

어휘

huge  adj. 거대한   overwhelm  v. 압도하다   challenge  n. 도전

4.
해석

 : 공항버스는 정확한 요금만 받나요?
A
B: 아니요, 운전기사가 당신에게 잔돈으로 거스름돈을 줄 수 있어요.

해설

 사 어휘 문제
명
공항버스가 정확한 요금만 받는지를 묻고 있으므로, 운전기사가 잔돈으로
‘거스름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b)
change(거스름돈)가 정답이다.
(a) choice n. 선택 (c) receipt n. 영수증 (d) refund n. 환불

어휘

10.

r equire  v. ~가 필요하다, ~를 요구하다   exact  adj. 정확한   fare  n. 요금   
small bill  phr. 잔돈, 소액권

해석

 : 20분간 주차하는데 10달러를 지불해야 했어요!
A
B: 시내에 주차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액수의 돈이 들어요.

해설

 용사 어휘 문제
형
20분간 주차하는데 10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것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으므로,
시내에 주차하는 비용이 ‘터무니없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
서 (b) exorbitant(터무니없는)가 정답이다.
(a) illustrious adj. 저명한 (c) extraneous adj. 관련 없는 (d) inadvertent
adj. 고의가 아닌

어휘

pay  v. 지불하다   park  v. 주차하다   downtown  adv. 시내에

5.
해석

 : 우리 팀은 한 주 경기를 잘하면 그 다음주는 끔찍하게 못 해요.
A
B: 연습을 좀 하면, 우리도 곧 더 한결같아질 거예요.

해설

 용사 어휘 문제
형
주 별로 경기력 차이가 크다는 말에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으므로, 곧 기복이 없는, 즉 ‘한결같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이어져야 자연스럽다. 따라서 (d) consistent(한결같은)가 정답이다.
(a) coherent adj. 논리 정연한 (b) adamant adj. 단호한 (c) apparent adj.
분명한

어휘

11.

horribly  adv. 끔찍하게   practice  n. 연습

해석

항생제들은 종종 감염을 치유하는 것을 돕기 위해 처방된다.

해설

 사 어휘 문제
동
항생제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감염을 ‘치유하는’ 것을 돕는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a) cure(치유하다)가 정답이다.
(b) relax  v. 휴식을 취하다  (c) mend  v. 수리하다   (d) repair  v. 수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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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antibiotic  n. 항생제   infection  n. 감염   prescribe  v. 처방하다

18.

12.
해석

경찰은 근처에서 세 대의 자전거를 훔친 남자를 찾는 중이다.

해설

 사 어휘 문제
동
빈칸에는 경찰이 도둑을 대상으로 할 만한 행동을 나타내는 어휘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d) searching(찾다)이 정답이다.
(a) push v. 밀다 (b) reach v. 도달하다 (c) explore v. 탐험하다

어휘

neighborhood  n. 근처, 이웃

13.

해석

J ohn이 1라운드에서 그의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 라운
드에서의 누적된 점수는 그의 역대 최고 점수 중 하나였다.

해설

 용사 어휘 문제
형
1라운드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으므로, 세 라운드에서 ‘누적된’
점수는 높았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d) cumulative
(누적된)가 정답이다.
(a) abstract adj. 추상적인 (b) adjacent adj. 인접한 (c) congruent adj.
동일한

어휘

score  v. 점수를 받다   average  adj. 평균의

해석

극장 본관은 최대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19.

해설

 사 어휘 문제
명
극장 본관에 최대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문맥이 되어야 자연스러우므
로, 특정 공간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을 나태는 어휘가 필요하다. 따라서 (a)
capacity(수용(력))가 정답이다.
(b) estimate n. 추정 (c) potential n. 잠재력 (d) extension n. 확대, 연장

해석

 년, 많은 중국인 학생들은 그들의 대입 시험을 본 이후에 그들의 교과서를 갈
매
기갈기 찢는 의례를 따른다.

해설

 사 어휘 문제
명
중국인 학생들이 대입 시험을 본 이후에 교과서를 찢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
고 있으므로, 중국인 학생들이 ‘의례’를 따른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문맥상 자
연스럽다. 따라서 (d) ritual(의례)이 정답이다.
(a) conduct n. 행동 (b) formula n. 공식 (c) process n. 과정

어휘

tear up  phr. 갈기갈기 찢다

어휘

maximum  adj. 최대의

14.
해석

 생들이 높은 시험 성적을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적절
학
한 지원이 필요하다.

해설

 사 어휘 문제
동
학생들이 높은 시험 성적을 받는다는 문맥이 되어야 자연스러우므로 빈칸에
는 목표를 ‘달성하다’라는 뜻의 어휘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c) achieve(달
성하다)가 정답이다.
(a) fulfill v. 이행하다 (b) gather v. 모으다 (d) perform v. 수행하다

어휘

20.
해석

 력한 바람으로, 허리케인은 해안 지역사회들에 파멸적인 영향들을 줄 수 있
강
다.

해설

 용사 어휘 문제
형
빈칸에는 허리케인이 강력한 바람으로 해안 지역사회들에 주는 영향이 어떠
한지를 나타내는 어휘가 들어가야 하므로, 허리케인이 ‘파멸적인’ 영향들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a) catastrophic(파멸
적인, 비극적인)이 정답이다.
(b) diminutive adj. 아주 작은 (c) imperative adj. 명령적인 (d) audacious
adj. 대담한

어휘

c oastal  adj. 해안의   community  n. 지역 사회

r equire  v. 필요하다   adequate  adj. 적절한

15.
해석
해설

어휘

 생들은 자신의 학생증을 행정실에서 찾아와야 하는데, 모든 학생증이 그곳
학
에서 발부된다.
 사 어휘 문제
동
학생들이 행정실에서 학생증을 찾아온다고 했으므로, 그곳에서 모든 학생증
을 ‘발부한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a) issued(발부
하다)가 정답이다.
(b) draw v. 그리다 (c) serve v. 제공하다 (d) seek v. 찾다

21.
해석

일반적인 적혈구는 지름이 대략 6에서 8마이크로미터이다.

해설

 사 어휘 문제
동
적혈구의 지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대략 6에서 8마이크로 미터‘의 길
이이다’라는 내용이 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a) measures((길이
가) ~이다)가 정답이다.
(b) evaluate v. 평가하다 (c) calculate v. 계산하다 (d) quantify v. 양
을 나타내다

어휘

red blood cell  phr. 적혈구   diameter  n. 지름

pick up  phr. 찾아오다

16.
해석
해설

어휘

 신 Marzel V250 노트북 컴퓨터는 속도와 내구성의 향상이라는 특징을 갖고
최
있다.
 사 어휘 문제
동
속도와 내구성의 향상은 최신 노트북 컴퓨터가 가진 특징이므로, 이러한 ‘특징
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d) features
(특징을 갖다, 특별히 포함하다)가 정답이다.
(a) affirm v. 단언하다 (b) obtain v. 얻다 (c) harbor v. (계획이나 생각
을) 품다

22.
두 나라는 많은 회담 끝에 그들의 차이들을 조화시킬 수 있었다.

해설

 사 어휘 문제
동
빈칸에는 회담을 통해 두 나라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어휘가 필
요하다. 따라서 (d) reconcile(조화시키다)이 정답이다. (a)의 placate(달래다)는
화를 누그러뜨린다는 의미로 사용되므로 오답이다.
(a) placate v. 달래다 (b) absolve v. 용서하다 (c) constrict v. 압축하다

어휘

talk  n. (정부·기관 사이의 공식적인) 회담

improvement  n. 향상   durability  n. 내구성

17.
해석

등록금은 대부분의 대학 운영비의 일부만을 충당한다.

해설

 사 어휘 문제
동
등록금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일부분을 해결한다는 문맥이
되어야 자연스러우므로, 빈칸에는 운영비의 일부만을 ‘충당하다’라는 뜻의 어
휘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b) cover가 정답이다.
(a) grant v. 승인하다 (c) spend v. 소비하다 (d) excuse v. 용서하다,
변명하다

어휘

해석

23.
해석

 리 위의 건설 공사는 금요일까지 그 섬의 안팎으로 향하는 차량들을 방해할
다
것이다.

해설

 사 어휘 문제
동
다리 위에 건설 공사가 있다고 했으므로, 차량들을 ‘방해한다’는 내용이 이어지
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c) hinder(방해하다)가 정답이다.
(a) repel v. 격퇴하다 (b) offset v. 상쇄하다 (d) thwart v. 좌절시키다

어휘

traffic  n. 차량들, 교통

operating cost  phr.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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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해석
해설

어휘

(a) dubbed adj. 기름이 칠해진 (b) gagged adj. 재갈이 물린 (c) sapped
adj. 약해진

 대기업은 많은 양의 석유를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이 회사는 사실상 석유 산
그
업을 독점하고 있었다.

어휘

 사 어휘 문제
동
빈칸에는 대기업이 많은 양의 석유를 통제하고 있는(controls so much oil) 상
황을 나타내는 어휘가 필요하다. 따라서 (c) monopolized(독점하다)가 정답이
다. 대기업이 석유를 통제한 것이 다른 기업의 석유를 빼앗아 온 상황임은 알
수 없으므로 (b) confiscated(몰수하다)는 오답이다.
(a) supplant v. 대신하다 (b) confiscate v. 몰수하다 (d) overshadow v.
무색하게 만들다

30.
해석

 금 우대 조치들이 주로 기업들을 도울 때 그 정치인이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세
이롭다고 주장한 것은 솔직하지 않았다.

해설

 용사 어휘 문제
형
세금 우대 조치들이 주로 기업들을 돕지만 그 정치인은 모든 이들에게 이롭다
고 사실과 반대로 주장했으므로, ‘솔직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오는 것이 문맥
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d) disingenuous(솔직하지 않은)가 정답이다.
(a) innocuous adj. 해가 없는 (b) precocious adj. 조숙한 (c) ostentatious
adj. 화려한

어휘

tax break  phr. 세금 우대 조치

conglomerate  n. 대기업   virtually  adv. 사실상

25.
해석

 obin Williams는 다재다능한 배우였는데 그는 매우 다양한 배역을 연기할 수
R
있었다.

해설

 용사 어휘 문제
형
빈칸에는 그가 매우 다양한 배역을 연기할 수 있다(could play a wide variety
of roles)는 내용을 나타내는 어휘가 필요하다. 따라서 (a) versatile(다재다능
한)이 정답이다.
(b) tentative adj. 잠정적인 (c) abundant adj. 풍부한 (d) ubiquitous adj.
어디에나 있는

어휘

a wide variety of  phr. 매우 다양한   role  n. 배역

tangled  adj. 헝클어진

26.
해석

 원들은 타당한 불만을 가진 고객들을 달래기 위해 쿠폰을 제공하라고 권고
직
받는다.

해설

 사 어휘 문제
동
빈칸에는 불만을 가진 고객들에게 쿠폰이 하는 역할을 나타내는 어휘가 들
어가야 한다. 따라서 ‘달래다’라는 뜻의 (a) appease가 정답이다. (b) forestall
(미연에 방지하다)은 불만이 생기지 않게 미리 방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
므로 오답이다.
(b) forestall v. 미연에 방지하다 (c) condone v. 용납하다 (d) preclude
v. 못하게 하다

어휘

s taff member  phr. 직원   reasonable  adj. 타당한   complaint  n. 불만, 불평

27.
해석

 석으로 인해 생긴 그 고통은 매우 극심할 수 있어서 환자들은 응급 치료를
담
찾을 수밖에 없다.

해설

 용사 어휘 문제
형
담석으로 인해 생긴 고통으로 환자들이 응급 치료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으
므로, 그 고통이 ‘매우 극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c) excruciating(매우 극심한, 견딜 수 없는)이 정답이다.
(a) precarious adj. 불안정한 (b) provocative adj. 도발적인 (d) ameliorating
adj. 개선하는

어휘

g
 allstone  n. 담석   sufferer  n. 환자   emergency care  phr. 응급 치료

28.
해석

 이크를 구운 후에, 초콜릿 아이싱을 두껍게 케이크의 윗면과 옆면에 바르세
케
요.

해설

 사 어휘 문제
동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므로, 초콜릿 아이싱을 ‘바르다’라는 내용이 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b) smear(바르다)가 정답이다.
(a) swipe v. 후려치다 (c) splatter v. 튀기다 (d) smudge v. 얼룩을 남기다

어휘

icing  n. (케이크에 장식용으로 쓰는) 아이싱, 당의

29.
해석

 arl의 머리는 헝클어지고 엉겨 붙어 있었는데, 그는 마치 일주일이나 샤워를
C
하지 않은 것 같았다.

해설

 사 어휘 문제
동
Carl이 마치 일주일이나 샤워를 하지 않은 것 같았다고 했으므로, 머리가 헝클
어지고 ‘엉겨 붙어’ 있었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d)
matted(엉겨 붙은)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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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 해설

공식 모의고사
1

(b)

2

(c)

3

(d)

4

(c)

5

(a)

6.

6

(c)

7

(b)

8

(c)

9

(d)

10

(b)

해석

11

(a)

12

(c)

13

(a)

14

(b)

15

(b)

16

(c)

17

(b)

18

(a)

19

(c)

20

(b)

A: 그 회사는 Rob이 계속 남아있도록 설득하기 위해 그에게 급여 인상을 제안
했어요.
B: 나는 그것이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21

(a)

22

(b)

23

(c)

24

(b)

25

(a)

해설

26

(c)

27

(d)

28

(a)

29

(c)

30

(b)

적절한 한정사가 수식하는 명사구 채우기
문맥상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석되며, doubt
가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부정문처럼 취급한다. 따라서 ‘아무런’
을 뜻하면서 부정문에 쓰이는 any를 이용해 ‘아무런 변화도’를 뜻하는 (c) any
difference가 정답이다. (b) no difference를 쓰면 부정 의미의 doubt와 함께 이
중 부정을 만들어서 긍정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오답이다.

어휘

offer  v. 제공하다   raise  n. 급여 인상   convince  v. 설득하다   
stay on  phr. 계속 남아있다   doubt  v. ~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다

1.
해석

A: 왜 당신은 전화를 받지 않았나요?
B: 전화가 울렸을 때 저는 세차하고 있었어요.

해설

적절한 시제의 동사 채우기 – 과거진행
부사절의 동사가 과거 시제인 rang(울렸다)이고, 전화가 울렸을 당시 ‘세차하
고 있었다’는 문맥이 되어야 자연스럽다. 따라서 보기 중 과거진행 시제 (b)
was washing이 정답이다. 현재완료 시제 (c)와 현재완료진행 시제 (d)는 과
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사절의 과거 시제와 어
울리지 않는다.

어휘

7.

answer  v. (전화를) 받다   ring  v. (전화가) 울리다

해석

A: Parker Hotel 말고 Park Plaza Hotel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B: 네. 저는 항상 그 둘이 혼동돼요.

해설

‘사역동사 + 목적어 + 목적격 보어’ 어순 채우기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이 ‘그 둘을 혼동되게 만들다’라는 문맥이 되어야 하므
로, ‘~하게 만들다’라는 뜻의 사역동사 get 다음에, 목적어 ‘그 둘’에 해당하
는 the two, 그리고 목적격 보어로 ‘혼동하다’이라는 뜻의 동사구인 ‘mix up’의
과거분사형 mixed up이 순서대로 온 (b) get the two mixed up이 정답이다.

어휘

mean  v. 의미하다   mix up  phr. 혼동하다

2.
해석

A: 저는 아까 당신이 저를 찾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B: 저는 단지 당신이 점심 먹을 시간이 있는지 아닌지 궁금했어요.

해설

적절한 명사절 접속사 채우기
빈칸 앞의 형용사(curious)와 함께 ‘점심 먹을 시간이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
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자연스러우므로, ‘~인지 아닌지’를 뜻하는 접속사 (c)
whether가 정답이다. ‘점심 먹을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 궁금하다’라는 문맥이
아니므로 (a) that은 오답이다.

어휘

8.

earlier  adv. 아까, 전에   curious  adj. 궁금한   free for  phr. ~할 시간이 있는

해석

A: 제가 수학 시험에서 낙제했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어요.
B: 당신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면 제가 당신에게 약간의 도움을 줬을 텐
데요.

해설

가정법 과거완료 채우기
주절에 가정법 과거완료 동사 would’ve given이 왔고 문맥상 ‘도움을 주지 못
했던’ 과거 상황을 반대로 가정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도 이와 짝을 이루어 가
정법 과거완료를 완성하는 ‘had p.p’ 형태가 와야 한다. 따라서 (c) had been
willing이 정답이다.

어휘

fail  v. 낙제하다   be willing to  phr. 기꺼이 ~하다   accept  v. 받아들이다

3.
해석

A: 우리는 그 의뢰인들을 카페에서 만날 예정인가요?
B: 네, 그곳이 그들이 우리를 보기를 원한다고 말한 장소에요.

해설

적절한 의문사 채우기
‘그 카페가 그들이 말한 장소이다’라는 문맥이므로 ‘장소’를 뜻하는 의문사 (d)
where가 정답이다.

9.

어휘

client  n. 의뢰인, 고객

해석

A: 캐나다 로키산맥의 경치가 보이다니 당신은 운이 좋군요.
B: 저는 바로 가까이에 자연이 있는 것을 즐겨요.

해설

가산 명사 / 불가산 명사 구별하여 채우기
보기의 명사 nature는 불가산 명사로 부정관사와 함께 쓰이지 않고 복수형으
로 쓰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d) nature가 정답이다.

어휘

view  n. 경관   the Canadian Rockies  phr. 캐나다 로키산맥   
close at hand  phr. 바로 가까이에

4.
해석

A: 개들이 미친 듯이 짖고 있네요.
B: 네, 그들이 무언가 이상한 것을 감지한 게 틀림없어요.

해설

적절한 조동사 채우기
‘무언가 이상한 것을 감지한 게 틀림없다’라는 문맥이 되어야 자연스러우므로
‘~임이 틀림없다’를 뜻하는 (c) must가 정답이다. 개들이 미친 듯이 짖고 있는
이유에 대한 ‘예측/추정’을 말하고 있으므로 ‘필요’를 나타내는 (a) need, ‘의무’
를 나타내는 (b) shall, (d) should는 오답이다.

어휘

10.

bark  v. 짖다   furiously  adv. 미친 듯이   sense  v. ~을 감지하다, 느끼다   
unusual  adj. 이상한

해석

A: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당신의 스마트폰의 문제들을 해결했나요?
B: 처음에는 그런 것으로 보였지만, 그것들은 어제 재발생했어요.

해설

to 부정사를 대신하는 to 채우기
문맥상 ‘그런 것으로 보였다’라는 의미이고, A의 말을 근거로 이를 영어로 표현
하면 It appeared to solve the problems with my smartphone이 된다. to 부정
사의 to 이하에 앞에 나온 어구 solve the problems with my smartphone이 반
복되므로, 반복되는 어구를 생략하고 to만 남긴 (b) appeared to가 정답이다.

어휘

at first  phr. 처음에는   reoccur  v. 재발생하다

5.
해석

A: 직무 능력 평가가 바뀌었나요?
B: 네, 지금은 다른 점수제가 사용되고 있어요.

해설

시간 표현에 시제 일치하는 동사 채우기
빈칸 뒤에 현재의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인 now(지금은)를 통해 과거에
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
재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나타내는 현재진행 시제 (a)와 (c)가 정답의 후보이
다. 그런데, 주어가 a different points system이므로 단수 동사를 사용한 (a) is
being used가 정답이다.

어휘

11.

employee performance evaluation  phr. 직무 능력 평가   
points system  phr. 점수제

해석

 청받은 그 서류들은 Ms. Kim이 서울에 도착할 때 그녀의 호텔에 있어야만 한
요
다.

해설

적절한 시제의 동사 채우기 – 현재
문맥상 ‘Ms. Kim이 서울에 도착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접속사 when으로
시작하는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나 현재완료 시제를 써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시제가 사용된 (a) arrives가 정답이다.

어휘

requested  adj. 요청된   document  n.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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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 해설

공식 모의고사
12.

18.

해석

추가의 돈이 필요한 학생들은 돈을 조금 벌기 위해 보통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해석

Annie의 의사는 그녀가 매일 철분 보충제를 복용할 것을 추천했다.

해설

적절한 부정대명사 채우기
‘학생들은 돈을 조금 벌기 위해 보통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라는 문맥이 되어야
자연스러우므로, 빈칸에는 앞서 언급된 money를 대신하여 양이 정해지지 않
은 약간의 돈을 의미하는 부정대명사 (c) some이 정답이다. money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가산 명사 대신 쓸 수 있는 (a), (b), (d)는 오답이다.

해설

추천의 주절 뒤 종속절에 동사원형 채우기
주절에 ‘추천’을 나타내는 동사 recommend(추천하다)가 왔으므로 종속절(that
절)에 ‘(should +) 동사원형’이 와야 한다. 따라서 동사원형 (a) take가 정답
이다.

어휘

recommend  v. 추천하다   supplement  n. 보충제   daily  adv. 매일

어휘

extra  adj. 추가의    look for  phr. 구하다   part-time job  phr. 아르바이트

19.

13.
해석

그 지역 경제는 Dynaco Motors가 제조 공장을 시내로 옮긴 후에 살아났다.

해설

적절한 시제의 동사 채우기 – 과거
과거 시제 took off(살아났다)를 통해 ‘지역 경제가 살아난’ 시점이 ‘과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ynaco Motors가 제조 공장을 시내로 옮긴’ 시점은 ‘과거’ 또
는 ‘과거 이전’일 것이므로 과거시제 (a) moved가 정답이다.

어휘

local  adj. 지역의   take off  phr. 살아나다   manufacturing plant  phr. 제조 공장

해석

 임대주는 세입자가 대신할 사람을 찾기만 하면 그의 임대차 계약을 조기에
그
종료해 주겠다고 동의했다.

해설

5형식 어순 채우기
빈칸 앞에 5형식 동사 let과 목적어 the tenant가 왔으므로, 빈칸에는 목적격 보
어인 동사원형 end로 시작하는 (a)와 (c)가 정답의 후보이다. 동사 end는 타동
사이므로 목적어 the lease가 바로 뒤따르며, 그 뒤에 부사 early가 온 (c) end
the lease early가 정답이다.

어휘

landlord  n. 임대주   consent  v. 동의하다   tenant  n. 세입자   
so long as  phr. ~하기만 하면, ~하는 한은   replacement  n. 대신할 사람

14.
해석

그 두 명의 감독들은 수년간 조직의 구조에 대해 서로 언쟁을 벌여왔다.

해설

적절한 전치사 채우기
‘서로 언쟁을 벌여왔다’라는 문맥이므로 ‘(누구)와’를 뜻하는 전치사 (b) with가
정답이다. 참고로, (c)의 전치사 over를 사용하면 ‘~에 대해 언쟁을 벌이다’라
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over 뒤에 언쟁의 내용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아둔다.

20.
해석

 인율 감소의 원인들을 조사하는 한 연구는 경제적 불안정이 하나의 주요한
혼
요인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해설

현재분사 /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주어 A study, 동사 found, 목적어 that절을 갖춘 완전한 문장이므로 빈칸 이하
(_______ the causes ~ rates)는 수식어 자리이다. 따라서 수식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분사 (a)와 (b)가 정답의 후보이다. 수식받는 명사 A study(한 연구)와
수식하는 examine(조사하다)이 ‘조사하는 한 연구’라는 능동의 의미로 해석되
므로, 현재분사 (b) examining이 정답이다. 일반적으로는 to 부정사도 명사 뒤
에서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미래에 ~(해야) 할 명사’로
해석한다. 따라서 주절의 시제보다 이전 시점을 나타낼 때 쓰이는 to 부정사의
완료형 (d)는 이 문장에 어울리지 않는다.

어휘

cause  n. 원인   decline  v. 감소하다, 하락하다   economic  adj. 경제적인   
instability  n. 불안정   factor  n. 요인

어휘 argue  v. 언쟁을 벌이다   organization  n. 조직   structure  n. 구조

15.
해석

 승하는 식료품 가격은, 침체되는 소비자 지출과 연결되었고, 식당들의 수입
상
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어왔다.

해설

분사구문 자리 채우기
빈칸 이하(_______ with ~ spending)의 구 앞뒤로 콤마(,)가 있으며, 앞에 주
어 Rising food prices, 뒤에 동사 have negatively impacted가 있으므로 주어
와 동사 사이에 들어간 구는 수식어로 들어간 삽입구이다. 삽입구 형태로 수식
어 역할을 하는 것은 분사구문이므로, 분사 (b)와 (c)가 정답의 후보이다. 주절
의 주어 Rising food prices(상승하는 식료품 가격)와 보기의 동사 couple(연결
하다)이 ‘상승하는 식료품 가격은 연결된다’라는 수동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과
거분사 (b) coupled가 정답이다.

어휘

21.

rise  v. 상승하다   slowing  adj. 침체되는   spending  n. 지출   
impact  v. 영향을 끼치다   revenue  n. 수입

해석

만약 그 회사의 경비 삭감이 승인된다면 직원들은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해설

If가 생략된 가정법 미래 채우기
문맥상 ‘그 회사의 경비 삭감이 승인된다면’이라는 미래의 상황에 대한 가정의
의미가 되어야 빈칸에는 가정법 미래가 와야 한다. 빈칸 뒤에 온 동사원형 be
approved와 함께 가정법 미래 if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a) should이다. 이 문
장을 if를 생략하지 않은 가정법 형태로 다시 쓰면 Employees will be hit hard
if the company’s spending cuts should be approved인 것을 생각해 보면 쉽
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어휘

employee  n. 종업원   spending cut  phr. 경비 삭감   approve  v. 승인하다

16.
해석

 직원들은 사회적 개발에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 반면에 학업적 성과에
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해설

적절한 한정사 채우기
빈칸 바로 뒤에 명사 attention이 있으므로, 빈칸에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나 한정사가 와야 한다. ‘학업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다’라는 내용이 ‘반
면에’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로 연결되었으므로 뒤에는 ‘관심을 거의 가지지
않는다’라는 상반된 의미의 내용으로 연결되어야 자연스럽다. 따라서 불가산
명사인 attention을 수식할 수 있고 ‘거의 없는’이라는 의미를 더하는 한정사
(c) little이 정답이다.

어휘

22.
해석

 교가 모든 학생들에게 책과 물품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첫 학기에
학
는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

해설

4형식 어순 채우기
동사 offer는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가 모두 오는 4형식 동사이다. 문맥상
‘모든 학생들에게 책과 물품들을 제공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자연스러우므
로, 간접목적어는 ‘모든 학생들’이고 직접목적어는 ‘책과 물품들’이다. 4형식 동
사 뒤에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가 연달아 올 때 전치사를 취하지 않으므로
(b) every student books and supplies가 정답이다.

어휘

semester  n. 학기   supplies  n. 물품

school official  phr. 교직원   academic  adj. 학업적인   performance  n. 성과   
social  adj. 사회적인   development  n. 개발

17.
해석

고운 가루로 갈린 말린 후추 열매들은 요리할 때 유용하다.

해설

현재분사 / 과거분사 구별하여 채우기
문장에 이미 주어(Peppercorns)와 동사(are)가 있으므로 빈칸에는 명사
Peppercorns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사 (b)와 (c)가 올 수 있
다. 수식받는 명사 Peppercorns(말린 후추 열매들)와 수식하는 grind(갈다)가
‘갈린 후추 열매들’이라는 수동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과거분사 (b) ground
가 정답이다.

어휘

23.

peppercorn  n. 말린 후추 열매   fine  adj. 고운   useful  adj. 유용한

해석

Isabel은 그녀가 팀에서 주목을 받은 선수들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아
주 흥분했다.

해설

능동태 / 수동태 구별하여 동사 채우기
Isabel 자신이 ‘흥분했던(was thrilled)’ 시점은 과거이므로, ‘그녀가 팀에서 주
목을 받은 선수들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은 과거나 과거완료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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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 해설

공식 모의고사

28.

어야 한다. 따라서 (a)나 (c)가 정답의 후보이다. 주어 the players(선수들)와 동
사 give(주다)의 관계가 ‘선수들에게 주어지다’라는 수동의 관계이므로 과거완
료 수동태로 쓰인 (c) had been given이 정답이다.
어휘

해석

(a) 브루노 투구 머리 개구리라고 불리는 어두운색의 개구리 종은 브라질의 열
대 숲에서 발견된다. (b) 작지만 치명적인 그것은 그것의 피부에서 살무사의 독
보다 25배 더 유독하다고 추정되는 독을 분비한다. (c) 다른 대부분의 독성 개
구리들과는 달리, 이 개구리는 치명적으로 물 수 있게 만드는 뾰족한 가시를
가진 턱을 지니고 있다. (d) 놀랍지 않게도, 이 극도로 위험한 개구리의 어떠한
포식자도 그것의 자연 서식지 안에서 발견된 적이 없다.

해설

주어에 수 일치하지 않는 동사가 와서 틀린 문장 찾기
(a)에서 be동사의 보어(Found ~ Brazil)가 문장의 맨 앞으로 이동해 주어와 동
사가 도치되어있다. 따라서 문장의 주어는 a dark-colored frog species이므
로 복수 동사 are는 단수 동사 is로 바뀌어야 맞다. 참고로, 이 문장을 도치되
지 않은 형태로 다시 쓰면 A dark-colored frog species called the Bruno’s
casque-headed frog is found in the tropical forests of Brazil이 된다.

어휘

tropical  adj. 열대의   species  n. 종   deadly  adj. 치명적인   secrete  v. 분비하다   
estimated  adj. 추정되는   toxic  n. 유독한   venom  n. 독   poisonous  adj. 독성의   
jaw  n. 턱   spine  n. 가시   lethal  adj. 치명적인   predator  n. 포식자   
extremely  adv. 극도로   habitat  n. 서식지

thrilled  adj. 흥분한   discover  v. 알아내다, 발견하다   spot  n. 주목(=spotlight)

24.
해석

 연구의 참가자들은, 범위가 20세에서 60세까지 이르는데, 매우 다양한 배경
그
에서 온 사람들을 포함했다.

해설

분사구문 자리 채우기
주어 the study participants, 동사 included, 목적어 people이 있는 완전한 문
장이므로 빈칸을 포함한 어구(_______ from ages 20 to 60,)는 수식어이다.
보기에 주어진 동사 range(범위가 ~에 이르다)와 명사 the study participant
(그 연구의 참가자들)의 관계가 ‘그 연구의 참가자들은 범위가 ~에 이르다’라는
능동의 관계이므로 현재분사로 쓰인 (b)와 (d)가 정답의 후보이다. ‘참가자들의
나이의 범위가 20세에서 60세까지 이르렀다’는 것과 ‘참가자들은 매우 다양
한 배경에서 온 사람들을 포함했다’는 것이 같은 시간에 일어난 것이므로 (b)
Ranging이 정답이다. to 부정사인 (c)는 ‘20세에서 60세까지 범위가 이르기 위
하여’라는 문맥이 되어 어색하므로 오답이다.

어휘

29.

participant  n. 참가자   include  v. 포함하다   a wide variety of  phr. 매우 다양한   
background  n. 배경

해석

(a) 국제 우주 학술원은 지성 있는 외계 생명체의 발견에 대응할 구체적인 계
획서를 보유하고 있다. (b) 이것들은 생명체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징후
를 감지한 관측소가 독립 검증을 위해 다른 관측소에 통지해야 함을 지시한다.
(c) 만약 그 징후가 진짜로 여겨지면, 원래의 관측소는 국내외의 관계자들에게
알리게 되어 있다. (d) 아마 그것이 이미 누설되었을테지만,  같은 관측소가 그
소식을 공식 발표할 특권을 가지고 있다.

해설

형용사 자리에 부사가 와서 틀린 문장 찾기
(c)에서 동사 deem(여기다)은 뒤에 목적격 보어로 부사가 아닌 형용사가 와
야 한다. 문장에서는 deem이 수동태인 is deemed로 쓰여 목적격 보어가 아
닌 주격 보어가 쓰여야 한다. 따라서 부사 genuine은 형용사 genuine으로 바
뀌어야 맞다.

어휘

specific  adj. 구체적인   protocol  n. 계획서   discovery  n. 발견   
intelligent  adj. 지성 있는   alien  adj. 외계의   dictate  v. 지시하다   
observatory  n. 관측소   detect  v. 감지하다   notify  v. 통지하다   
independent verification  phr. 독립검증   deem  v. 여기다   genuine  adj. 진짜의   
be supposed to  phr. ~하기로 되어 있다   official  n. 관계자   privilege  n. 특권   
publicly  adv. 공식적으로   announce  v. 발표하다   leak  v. 누설하다

25.
해석

 사를 하는 많은 손님들은 식당의 분위기를 식사 그 자체만큼 식사 경험의 필
식
수적인 한 부분으로 여긴다.

해설

비교 구문 어순 채우기
빈칸 앞뒤로 as가 있으므로 ‘~만큼 ~한’이라는 의미의 원급 비교 구문을 만들
고 있다. 빈칸 앞에 온 as 다음에 형용사의 원급인 vital, 그리고 그것이 수식하
는 명사구인 a part of the dining experience가 차례로 온 (a) vital a part of the
dining experience가 정답이다. 참고로, as와 같은 어순으로 쓰는 표현으로는
so, that, too 등이 있음을 알아둔다. (as/so/that/too + 형용사 + a(n) + 명사)

어휘

consider  v. 여기다   ambiance  n. 분위기   vital  adj. 필수적인

26.
해석

(a) A: 제가 탄자니아에서 갔던 그 사파리는 저의 기대를 완전히 넘어 섰어요.
(b) B: 전체 경험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무엇이었다고 말하겠나요?
(c) A: 아마 사자 한 마리가 얼룩말 한 마리를 쫓는 데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
을 본 것일 거예요.
(d) B: 놀랍군요! 저도 사파리에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내야겠네요.

해설

동명사 자리에 동사원형이 와서 틀린 문장 찾기
(c)의 be동사 was 뒤에는 주격 보어인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분이 와야 하
므로 명사 역할을 할 수 없는 동사원형이 오면 틀리다. 따라서 동사원형 see
를 동명사 seeing으로 고쳐야 한다. 명사 a lion 뒤에 나온 try는 지각동사 see
에 대한 목적격보어로 온 것으로, 지각동사의 목적격보어로 원형 부정사가 올
수 있음을 알아둔다.

어휘

totally  adv. 완전히   exceed  v. 넘다   expectation  n. 기대   
highlight  n. 가장 좋은 부분   whole  adj. 전체의   
unsuccessfully  adv. 성공적이지 못하게   chase  v. 쫓다

30.

27.
해석

(a) A: 걱정스러워 보이는군요. 오늘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b) B: 경영진이 내년 언젠가 직원들의 4분의 1이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c) A: 매우 가혹하네요. 당신의 동료 직원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
나요?
(d) B: 확실히 그들이 신난 것은 아니지만, 그건 예상되는 일이죠.

해설

to부정사의 태가 틀린 문장 찾기
문맥상 (d)에서 be to 용법으로 사용된 to부정사 is to expect는 ‘예상할 수 있
다’라는 가능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주어인 that은 앞절 전체, 즉 ‘그들이 신난
것은 아니다’를 가리키며, 동사인 expect(예상하다)와 ‘그들이 신나지 않은 것
은 예상되는 일이다’라는 수동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to expect를 to부정사
의 수동태를 이용해 to be expected로 고쳐야 한다.

어휘

management  n. 경영진   lay off  phr. 해고하다   harsh  adj.가혹한   
coworker  n. 동료 직원   exactly  adv. 확실히, 정확하게   expect  v. 예상하다

해석

(a) 연구는 학생들이 시험에서 벼락치기 전략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한
다. (b) 충분한 기간의 휴식은 사람들이 기억을 강화하도록 돕는 데에 유용하다
는 것이 드러났다. (c) 이제 새로운 한 연구가 사전에 무엇을 배웠는지를 되돌
아보기 위해 휴식 기간을 사용하는 것이 정보 기억력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것
을 보여준다. (d) 그러므로 벼락치기를 하는 것 대신에, 학생들은 더 많은 휴식
을 취하고 그들이 공부한 것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 같다.

해설

to부정사 자리에 동명사가 와서 틀린 문장 찾기
(b)에서 문맥상 ‘충분한 기간의 휴식은 유용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to부정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
다. 따라서 동명사 being은 to부정사 to be로 바뀌어야 맞다.

어휘

suggest  v. 제안하다   strategy  n. 전략   cramming  n. 벼락치기   
sufficient  adj. 충분한   consolidate  v. 강화하다, 통합하다   reflect  v. 되돌아보다   
further  adv. 더욱   improve  v. 향상시키다, 개선하다   retention  n. 기억력   
instead of  phr. ~ 대신에   break  n.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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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 해설

공식 모의고사
1

(d)

2

(d)

3

(b)

4

(d)

5

(a)

6

(c)

7

(b)

8

(a)

9

(d)

10

(b)

11

(b)

12

(d)

13

(d)

14

(c)

15

(c)

16

(c)

17

(b)

18

(c)

19

(d)

20

(b)

21

(d)

22

(c)

23

(b)

24

(a)

25

(d)

26

(b)

27

(b)

28

(c)

29

(b)

30

(b)

31

(a)

32

(a)

33

(a)

34

(b)

35

(b)

는 멋진 무도장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장식들은 모두 진품 골동품들이며, 우리
직원은 그 시대 스타일의 옷을 입는데, 모두 옛날 재즈 클럽에서 어떤 모습이
었을지를 당신이 경험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따라서 기억에 남는 저녁 시간을
위해, 당신이 ________________________ 수 있는 Blackpool Bistro로 오세
요.
(a) 이 도시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재즈 클럽을 즐길
(b) 지나간 시대의 화려한 밤의 유흥을 경험할
(c) 식사를 하는 동안 전문 재즈 댄서들을 볼
(d) 193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최고의 재즈 음악을 들을

1.
해석

해설

어휘

해설

 술 스타트업 WebbWear Systems의 설립자인 Steve Webb은, 다음 달
기
WebbWear 본사를 방문할 기회를 경매에 부칠 것입니다! 경매는 WebbWear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모든 수익금은 비영리 암 연구소로 보내질 예정입
니다. Steve가 직접 그 투어를 이끌게 되므로, 우승자는 성공적인 사업을 운
영하는 것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말
WebbWear.com에 방문하셔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a) Steve Webb의 최근 창업에 투자할
(b) WebbWear의 본사에 직장을 구할
(c) WebbWear 신제품의 최초 구매자가 될
(d) 설립자와 함께 WebbWear를 자세히 살펴볼

(그래서 기억에 남는 저녁 시간을 위해, 당신이 ____수 있는 Blackpool Bistro로 오
세요)를 통해, Blackpool Bistro에서 손님이 할 수 있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빈칸

에 넣어야 함을 알 수 있다. Blackpool Bistro는 1930년대의 재즈 클럽에서 영
감을 받았으며, 라이브 음악과 저녁 식사 코스 사이에 춤을 즐길 수 있는 멋진
무도장을 제공한다(it also offers ~ of your sumptuous dinner)고 했다. 또한
옛날 재즈 클럽에서 어떤 모습이었을 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all to give
you ~ at the old jazz clubs)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Blackpool에 방문한 손
님이 ‘지나간 시대의 화려한 밤에 즐길 수 있는 오락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b)가 정답이다.
어휘

 칸에 문장의 일부 넣기
빈
빈칸이 있는 문장 Go to Webbwear.com ~ for your chance to _______(이번
주말 WebbWear.com에 방문하셔서 _______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를 통해,
앞에서 이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를 빈칸에 넣어
야 함을 알 수 있다. WebbWear 본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본사를 방문할 기회
를 얻을 수 있으며, 설립자인 Steve가 직접 그 투어를 이끈다(Steve himself ~
the tour)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WebbWear를 설립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가지시기 바란다고 표현한 (d)가 정답이다.

해설

해석

 나친 자기애에 빠지는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른다. “나르시시즘”이
지
라는 용어는 나르키소스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는데, 그는 그리스 신화에서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넋을 빼앗겼던 아름다운 소년이다. 하지만 나르키
소스는 처음에 그가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사
실, 신화의 한 번역에서, 나르키소스는 그가 자신의 얼굴을 감탄하며 바라봤었
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겁에 질렸고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고려하면, 나르키소스는 __________________ 왔을지도 모른다.
(a)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에 눈이 멀어
(b) 그 주위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해
(c) 다른 사람들의 감탄을 완전히 의식하지 못해
(d) 자아도취적인 것으로 잘못 묘사되어

해설

 칸에 문장의 일부 넣기
빈
빈칸이 있는 문장 Considering such details, Narcissus may have been
_____(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고려하면, 나르키소스는 ___ 왔을지도 모른다)를 통
해, 지문에 나온 세부 사항들을 통해 나르키소스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을 빈
칸에 넣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나르키소스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넋을
빼앗긴 아름다운 소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신화의 한 번역에서 나르키소스
가 자신의 얼굴을 감탄하며 바라봤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겁에 질렸고 죄
책감에 시달렸다(Narcissus was horrified ~ his own face)고 했다. 이를 바
탕으로 나르키소스는 ‘자아도취적인 것으로 잘못 묘사되어’ 왔을지도 모른다
고 한 (d)가 정답이다.

어휘

indulge in  phr. ~에 빠지다, 탐닉하다   excessive  adj. 지나친, 과도한   
self-love  n. 자기애   be referred to as  phr. ~로 불리다   
narcissist  n. 나르시시스트, 자기도취자   narcissism  n. 나르시시즘, 자기 도취증   
derived  adj. 유래된   Greek  adj. 그리스의   mythology  n. 신화   
be captivated by  phr. ~에 넋을 빼앗기다   reflection  n. 모습, 반사   
initially  adv. 처음에   stare at  phr. ~을 응시하다    
horrified  adj. 겁에 질린, 충격받은   guilt-stricken  adj. 죄책감에 시달리는   
realize  v. 깨닫다   admire  v. 감탄하며 바라보다   blind  v. 눈이 멀게 만들다   
unaware of  phr. ~을 알지 못하는   surrounding  adj. 주위의   
oblivious  adj. 의식하지 못하는   admiration  n. 감탄   
characterized as  phr. ~라고 묘사하다   self-absorbed  adj. 자아도취적인

founder  n. 설립자, 창립자   start-up  n. 스타트업   auction  v. ~을 경매에 부치다   
headquarters  n. 본사   conduct  v. 진행하다, 행동하다   proceeds  n. 수익금   
nonprofit  adj. 비영리의   insight  n. 통찰력   invest  v. 투자하다   
latest  adj. 최근의   land a job  phr. 직장을 구하다

 건과 영양 분야의 최근 조사는 음식에 대한 욕구가 __________________
보
_____________에 의해 이끌린다는 것을 암시한다. 식욕은 한때 신체의 영양
결핍의 징후들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장 흔한 식욕은 사람
들의 식단에서 가장 부족한 음식들인 과일과 채소에 대해서일 것이다. 대신에,
식욕은 전형적으로 마음에 위안을 주는 고열량과 고지방의 음식들에 대한 것
이다. 따라서, 음식에 대한 욕구는 정서적인 요인들의 결과일 가능성이 더 크
다. 이러한 설명은 위안을 주는 음식들이 진정 효과를 가진 화학 물질인 세로
토닌의 수치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a) 신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
(b) 과일과 채소 섭취의 부족
(c) 세로토닌 수치의 갑작스러운 증가
(d) 신체적 욕구보다는 정서적 욕구
 칸에 문장의 일부 넣기
빈
빈칸이 있는 문장 Recent research in the field ~ are driven by ______(보건
과 영양 분야의 최근 조사는 음식에 대한 욕구들이 ____에 의해 이끌린다는 것을
암시한다)를 통해, 음식에 대한 욕구가 어떠한 요인의 결과인지를 빈칸에 넣어

야 함을 알 수 있다. 욕구들은 전형적으로 마음에 위안을 주는 고열량과 고지
방의 음식들을 위한 것이며, 결국 음식에 대한 욕구는 정서적인 요인들의 결과
일 가능성이 더 크다(it is more likely that ~ emotional factors)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음식에 대한 욕구들이 ‘신체적 욕구보다는 정서적 욕구’에 의해 이끌
린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표현한 (d)가 정답이다.
어휘

nutrition  n. 영양   craving  n. 욕구   deficiency  n. 부족, 결핍   
diet  n. 식단, 식습관   typically  adv. 전형적으로, 보통   
comfort food  phr. 위안을 주는 음식   boost  v. 증가하다, 신장시키다   
require  v.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intake  n. 섭취   sudden  adj. 갑작스러운

5.
해석

3.
해석

unique  adj. 독특한, 유일무이한   inspired  adj. 영감을 받은   
dance floor  phr. 무도장   sumptuous  adj. 호화로운   genuine  adj. 진품의, 진짜의   
antique  n. 골동품   taste  n. 경험   memorable  adj. 기억할 만한   
nightlife  n. 밤의 유흥   bygone  adj. 지나간   professional  adj. 전문적인

4.

2.
해석

 칸에 문장의 일부 넣기
빈
빈칸이 있는 문장 So for a memorable evening, ~ where you can _____

 특한 식사 경험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1930년대의 재즈 클럽에서 영감을 받
독
은 Blackpool Bistro는 환상적인 음식 이상을 제공하며, 이곳에서는 또한 라이
브 음악과 당신의 호화로운 저녁 식사 코스 사이에 여러 번의 춤을 즐길 수 있

 생들이 공부하도록 더 효과적으로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학
_________________ 제안한다. 두 대학 수업의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지 않
아도 될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것이 다르게 주어지는 이 예시를 생각해보자. 첫
번째 수업은 점수를 모으는 것으로 그 권리를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수업은 정
해진 점수에 도달하는 것에 실패함으로써 그 권리를 잃을 수 있다. 이 시나리
오에서, 두 번째 선택지가 더 효과적이다. 이는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지 않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 제공 공식 모의고사 내용의 복제·전송·배포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47

Reading Comprehension (독해)

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 제공

해석 · 해설

공식 모의고사

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 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잃는 것을 피하
는 것에 더 동기 부여를 받기 때문이다.
(a) 손실 방지라는 면에서 과제를 구상할 것을
(b) 처벌보다는 보상을 제공할 것을
(c) 시험에서 선택적인 면제를 제공할 것을
(d) 그들에게 무언가를 잃거나 얻는 것에 대한 선택지를 줄 것을
해설

어휘

(d) 감시 모드로의 이른 전환
해설

발사 이후 단지 몇 주가 지났을 무렵, 관측 위성 Hitomi는 ____에 따라 소실되었
다)를 통해, Hitomi가 소실된 이유를 빈칸에 넣어야 함을 알 수 있다. Hitomi는

별 경로 추적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고(Hitomi had difficulties ~ not
functioning properly), 감지기가 위성이 회전하고 있다고 부정확하게 보고하
고 있었다(which incrorrectly reported ~ was rotating)고 했다. 이를 바탕으
로 Hitomi는 ‘일련의 작은 결점과 기능 고장’으로 인해 소실되었음을 알 수 있
으므로 (b)가 정답이다.

 칸에 문장의 일부 넣기
빈
빈칸이 있는 문장 In order to ~ researchers suggest ______(학생들이 공부
하도록 더 효과적으로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______ 제안한다)을 통
해, 연구원들이 알아낸 효과적인 동기 부여 방법을 빈칸에 넣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 보다 이미 가
지고 있는 무언가를 잃는 것을 피하는 것에 더 동기 부여를 받는다(people are
more motivated ~ they currently do not)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더 효과적
으로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 ‘손실 방지라는 면에서 과제를 구상하는 것을’ 제
안한다고 한 (a)가 정답이다.

어휘

effectively  adv. 효과적으로   motivate  v. 동기를 부여하다   
opt out of  phr. 하지 않다, 빠져나오다   earn  v. 얻다   accumulate  v. 모으다   
strive  v. 애쓰다   in terms of  phr. ~면에서   avoidance  n. 회피, 방지   
reward  n. 보상   rather than  phr. ~보다는   punishment  n. 처벌   
optional  adj. 선택적인   exemption  n. 면제

6.
해석

 문가들은 최근에 설탕이 많이 함유된 과자와 음료수에 제시된 경고 문구가
전
_________________ 것이라는 점을 걱정한다. 연구는 그러한 문구들이 부모
가 그들의 아이들에게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주는 것을 재고하도록 만든다
는 점을 증명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효과의 힘이 경고의 참신함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만약 이러한 경고 문구가 도입된다면, 부모들이 그
경고 문구를 보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어서 결국 주의하는 것을 멈추고 오래된
버릇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a) 소비자들로부터 저항에 직면할
(b) 강력한 메시지를 담는 것에 실패할
(c) 시간이 흐르며 그것들의 효과성을 상실할
(d) 사실상 시작부터 무시될

해설

 칸에 문장의 일부 넣기
빈
빈칸이 있는 문장 Experts are concerned ~ drinks will _____(전문가들은 최

해석

 스만 제국이 붕괴하던 가운데,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두 명의 위원을 중
오
동으로 파견했다. 그는 두 사람에게 민족, 언어, 종교적 차이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하는 새로운 국경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 지도자들과 면담하라는 과업을
맡겼다. 윌슨은 이러한 경계들이 그 지역을 괴롭혀온 오래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두 위원의 면담은 종종 그들을 반대의 결과로
이끌었다. 두 위원은 특정한 집단들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더 많은 마찰
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마지막 보고서에서, 그들은 윌
슨의 경계 전략을 고수하는 것이 실제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고
주장했다.
(a) 적대감을 방지하기보다는 조성한다
(b) 어렵게 얻은 평화 협정을 약화시킨다
(c) 국경들을 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d) 중동에 대항하는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진다

해설

 칸에 문장의 일부 넣기
빈
빈칸이 있는 문장 In their final report, ~ might actually _____(그들의 마지막
보고서에서, 그들은 윌슨의 경계 전략을 고수하는 것이 실제로 ___고 주장했다)를
통해, 윌슨이 수립한 새로운 경계가 어떠한 결과를 불러왔는지를 빈칸에 넣
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윌슨은 그 지역의 오래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
라 확신했지만(Wilson was sure that ~ conflicts plaguing the region), 더 많
은 마찰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They found that highlighting
~ only create more friction)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윌슨의 경계 전략을 고
수하는 것이 ‘적대감을 방지하기보다는 조성한다’고 주장한 것을 알 수 있으
므로 (a)가 정답이다.

어휘

amid  prep. ~가운데   collapse  n. 붕괴   dispatch  v. 파견하다   
commissioner  n. 위원   task  v. 과업을 맡기다   interview  v. 면담하다   
national border  phr. 국경   separate  v. 분리하다   according to  phr. ~에 따라   
ethnic  adj. 민족의   linguistic  adj. 언어의   resolve  v. 해결하다   
long-standing  adj. 오래된   plague  v. 괴롭히다   highlighting  n. 강조하기   
friction  n. 마찰   adherence  n. 고수   foster  v. 조성하다   
forestall  v. 미연에 방지하다   antagonism  n. 적대감   undermine  v. 약화시키다   
hard-won  adj. 어렵게 얻은

야 함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에 이러한 경고 문구가 도입된다면, 부모
들이 그것에 익숙해질 수 있고, 결국 주의하는 것을 멈추고 오래된 버릇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They say that ~ their old habit)고 했다. 이를 바탕
으로 전문가들이 경고 문구가 ‘시간이 흐르며 그것들의 효과성을 상실할’ 것이
라는 점을 걱정한다고 한 (c)가 정답이다.
concern  v. ~을 걱정하다   propose  v. 제시하다   warning  n. 경고   
label  n. 문구   demonstrate  v. 입증하다   reconsider  v. 재고하다   
unhealthy  adj. 건강에 해로운   note  v. ~을 지적하다   strength  n. 힘   
effect  n. 영향, 효과   depend  v. 의지하다   novelty  n. 새로움, 참신함   
accustomed  adj. 익숙한   eventually  adv. 결국   take notice  phr. 주의하다   
revert to  phr. 되돌아가다   face  v. 직면하다   resistance  n. 저항   
contain  v. 담고 있다   forceful  adj. 강력한   effectiveness  n. 효과성   
virtually  adv. 사실상

7.
해석

mere  adj. 단지   launch  n. 발사   satellite  n. 위성   observatory  n. 관측소   
disaster  n. 재앙   in the wake of  phr. ~의 결과로   transition  n. 전환   
commissioning mode  phr. 시운전 모드   maneuver  n. 행동   
determine  v. 결정하다   orientation  n. 방향   tracker  n. 추적기   
function  v. 기능하다   
gyroscope  n. 자이로스코프(항공기·선박 등의 평형 상태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   
trigger  v. 작동시키다   reaction wheel  phr. 반동차   
be designed to  phr. ~하기 위해 고안된   counter  v. 대응하다   
activation  n. 활성화   thruster  n. 반동 추진 엔진   demise  n. 소멸, 죽음   
trial  n. 시험   glitch  n. 작은 결점   malfunction  n. 기능 고장   
premature  adj. 이른   shift  n. 전환

8.

근에 설탕이 많이 함유된 과자와 음료수에 제시된 경고 문구가 _____ 것이라는 점
을 걱정한다)을 통해, 전문가들이 경고 문구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빈칸에 넣어

어휘

 칸에 문장의 일부 넣기
빈
빈칸이 있는 문장 Mere weeks after ~ lost following a _____(2016년 2월의

2 016년 2월의 발사 이후 단지 몇 주가 지났을 무렵, 관측 위성 Hitomi는
________________에 따라 소실되었다. 이 참사는 Hitomi가 감시되는 시운전
모드에서 표준 작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의한 결과로 발생했다. 처음으로 비
감시 작동을 한 이후, Hitomi는 그것의 별 경로 추적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Hitomi는
자이로스코프를 기반으로 한 감지기에 의존했는데, 이 감지기는 그 위성이 회
전하고 있다고 부정확하게 보고했다. 이 잘못된 데이터가 Hitomi의 반동차들을
작동시켰는데, 이것들은 이런 회전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그러나,
반동차들의 활성화는 위성을 실제로 돌게 했다. 로켓의 반동 추진 엔진이 마지
막 희망이었지만, 부정확한 계산은 Hitomi를 계속 돌게하여 수명이 다하게 만
들었다.
(a) 비참한 시험 관찰 기간
(b) 일련의 작은 결점과 기능 고장
(c) 로켓 반동 추진 엔진을 위한 동력의 상실

9.
해석

 국 정부는 “히스패닉”이라는 용어를 1970년대 초에 처음으로 채택했다. 미
미
국의 인구 조사는 히스패닉계 사람을 “인종에 관계없이, 멕시코, 푸에르토리
코, 쿠바, 중앙 혹은 남아메리카, 또는 다른 스페인 문화나 기원을 가진 사
람”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이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
___________, 명백하게 남아메리카의 사람이지만 스페인어 대신 포르투갈어
로 말을 하는, 브라질 사람들이 히스패닉으로 불려야만 하는지 논쟁이 된다.
(a) 유사하게
(b) 그러므로
(c) 게다가
(d) 예를 들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 제공 공식 모의고사 내용의 복제·전송·배포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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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모의고사
해설

 칸에 연결어 넣기
빈
빈칸 앞 문장은 미국의 인구 조사가 인종을 정의한 것이 너무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고, 빈칸 뒤 문장은 남아메리카 사람이지만 포르투갈어로 말하
는 브라질 사람들이 히스패닉으로 불려야 하는지 논쟁이라는 하나의 예시를
들고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보기 중 예시를 나타내는 (d) For example(예를
들어)이 정답이다.

어휘

a dopt  v. 채택하다   term  n. 용어   Hispanic  adj. 히스패닉계의   
census  n. 인구 조사   Puerto Rican  phr. 푸에르토리코의   Cuban  adj. 쿠바의   
regardless of  phr. ~에 관계없이   race  n. 인종   grey area  phr. 애매한 부분   
Portuguese  n. 포르투갈어

두 배에 팔렸다고 했다. (a)는 그 집이 부분적으로 천장이 무너지고 바닥이 바
스락거려 매각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으며, (b)는 이 집의 호가가 꽤 낮아서 주
택 구매자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했고, (c)는 치열한 입찰 경쟁 끝에 집을
구매한 새로운 주인이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d)의
건축 허가가 필요했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기 위해 철거 허가가 필요하다는
도시의 법규는 지문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Bloomfield의 다 허물어져가는
상태의 집’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d)가 정답이다.
어휘

10.
해석

성별이 반영된 자동화의 영향
전문가들에 따르면, 직장에서 자동화가 증가하는 추세는 여성 근로자들에 불
균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은 여성 근로자들이 소매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 지배적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산업들은 가까운 미래에 여러
역할들을 자동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________, 남성들은 자동화를 향한 변화
를 추진시키고 있는 과학과 기술 분야에 지배적이며, 이는 남성들에게 고용 측
면에서 더 낮은 손실로 이어진다.

13.
해석

(a) 특히
(b) 정반대로
(c) 그렇지 않으면
(d) 대신에
해설

어휘

 을 떠나지 않고도 놀라운 문화적 경험을 하길 원하십니까?
집
Globalverse는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외국인 학생들을 기꺼이 그들의 집으로
맞이하실 가족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고국에 관해 배우기도 하면서
여러분의 문화와 지역 풍습들을 나누세요. 여러분의 학생이 귀국한 후에 심지
어 여러분은 결국 평생의 해외 연줄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자세한 정보들을 위해 www.globalverse.com을 방문하세요!
Q: 광고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a)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의 가족들
(b) 언어 교환 프로그램의 주최자들
(c) 해외 학생들을 기꺼이 도와줄 현지의 학생들
(d) 국제 학생들을 위한 잠재적인 홈스테이 호스트들

 칸에 연결어 넣기
빈
빈칸 앞 문장은 소매업과 같이 여성 근로자가 지배적인 특정 산업에서 여러 역
할이 자동화될 것이라는 내용이고, 빈칸 뒤 문장은 과학과 기술 분야에 지배적
인 남성들은 고용 측면에서 더 낮은 손실로 이어진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보기
중 대조를 나타내는 (b) conversely(정반대로)가 정답이다.
gendered  adj. 성별을 반영한, 남녀 한쪽 성 특유의   automation  n. 자동화   
growing  adj. 증가하는, 성장하는   workplace  n. 직장, 업무 현장   
disproportionately  adv. 불균형적으로   predominate  v. 지배적이다   
industry  n. 산업   drive  v. 추진시키다, 몰다   shift  n. 변화   loss  n. 손실   
employment  n. 고용

해설

 하원칙 문제
육
광고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광고에서 Globalverse가
외국인 학생들을 집으로 맞이할 가족들을 찾고 있다(Globalverse is looking
for ~ to twelve months)고 했다. 따라서 ‘국제 학생들을 위한 잠재적인 홈스
테이 호스트들’이라고 한 (d)가 정답이다.

어휘

eye-opening  adj. 놀라운   willing to  phr. 기꺼이 ~ 하는   welcome  v. 맞이하다   
local  adj. 현지의   custom  n. 풍습   home country  phr. 고국   
end up with  phr. 결국 ~을 가지게 되다   life-long  adj. 평생의   contact  n. 연줄   
detail  n. 자세한 정보   organizer  n. 주최자   exchange  n. 교환   assist  v. 돕다   
potential  adj. 잠재적인   host  n. 호스트, 주인   international  adj. 국제의

11.
해석

booming  adj. (도시 등이) 급속히 발전하는   asking price  phr. 호가, 부르는 값   
dilapidated  adj. 다 허물어져 가는   partially  adv. 부분적으로   
collapsed  adj. 무너진   crumbling  adj. 바스러지는   sale  n. 매각   
catch the attention of  phr. ~의 주목을 받다   intense  adj. 치열한   
bidding war  phr. 입찰 경쟁   demolish  v. 철거하다   code  n. 법규   
permit  n. 허가

“ 야만인”이라는 단어는 최초의 정의로부터 상당히 다른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
으로 발달했다. (a) 그 단어는 “이해할 수 없는 한 언어의 사용자”를 의미하는
그리스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b) 대부분의 고대 그리스인들이 같은 언어와 문
화를 공유했던 반면, 그들의 기원인 특정 부족들 또한 중요했다. (c) 그것 자체
로, 모든 외국인들은 야만인이라 불렸고, 그 단어가 경멸적인 용어는 아니었다.
(d)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은 그 단어에 “예의 없는”과 “폭력적인”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주었고,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된다.

해설

 색한 문장 골라내기
어
첫 문장에서 “야만인”이라는 단어가 최초의 정의로부터 다른 무언가를 의미하
는 것으로 발달했다고 했으므로, “야만인”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한 글임을
알 수 있다. (a)는 “야만인”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의 한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했으며, (c)와 (d)는 이 단어가 경멸적인 용어가 아니었지만 갈등을 겪으며 단
어에 점차 부정적인 의미를 주었다고 했다. 반면 (b)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같
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한 반면, 출신 부족이 중요했다는 내용은 첫 문장의 “야
만인”이라는 단어의 정의와 관련이 없으므로 (b)가 정답이다.

어휘

barbarian  n. 야만인   evolve  v. 발달하다, 진화하다   original  adj.  최초의   
definition  n. 정의, 의미   incomprehensible  adj. 이해할 수 없는   
specific  adj. 특정한   origin  n. 출신   derogatory  adj. 경멸적인   conflict  n. 갈등   
connotation  n. (함축된) 의미   uncivilized  adj. 예의 없는   violent  adj. 폭력적인

14.
해석

 던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시장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2016년에, 그
런
도시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500,000파운드가 넘었다. 런던 사람들은 일부 부
유한 해외 구매자들 때문에 너무 비싼 가격이 매겨져 시장에서 배척당하고 있
다. 그들 중 대다수는 런던 집들을 투자 대상들로 보고 너무 높은 가격에 새 부
동산들을 사들인다. 더욱이, 택지 개발 업자들은 평범한 런던 사람들에게는 그
야말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고급 거주지들을 지음으로써 투자자들의 구
미에 맞춘다.
Q: 글쓴이의 요점은 무엇인가?
(a) 런던으로 온 새 이민자들은 부동산을 감당할 수 없다.
(b) 런던의 외국인들에 의해 고급 주택들이 지어지고 있다.
(c)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가 런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d) 해외 투자자들이 런던의 부동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

해설

 심 내용 문제
중
글쓴이의 요점을 묻는 문제이다.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시장 중 하
나인데, 일부 부유한 해외 구매자들 때문에 부동산에 비싼 가격이 매겨져 런던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배척당하고 있다(Londoners are being ~ affluent
overseas buyers)고 있다고 했다. 이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가 런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종합한 (c)가 정답이다.

어휘

property  n. 부동산   average  adj. 평균의, 평범한   Londoner  n. 런던 사람   
price ~ out of the market  phr.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매겨 ~이 시장에서 배척당하다   
due to  phr. ~ 때문에   affluent  adj. 부유한   overseas  adj. 해외의   
buyer  n. 구매자   investment  n. 투자 대상   buy up  phr. 사들이다   
sky-high  adj. 너무 높은   what’s more  phr. 더욱이   developer  n. 택지 개발 업자   
cater to  phr. ~의 구미에 맞추다   investor  n. 투자자   residence  n. 거주지   
simply  adv. 그야말로   out of reach  phr. 손이 닿지 않는 곳에   
immigrant  n. 이민자   afford  v. 감당하다   drive up  phr. 끌어올리다   
profit  v. 이익을 얻다

12.
해석

 속히 발전하는 Bloomfield 지역의 한 집은 다 허물어져 가는 상태에도 불구
급
하고 호가의 거의 두 배에 팔렸다. (a) 그 집은 부분적으로 무너진 천장과 바스
러지는 바닥이 있어, 매각이 어려울 것 같았다. (b) 그러나 이 집의 호가는 상당
히 선호되는 지역치고는 꽤 낮아 많은 주택 구매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c) 치
열한 입찰 경쟁 끝에 제안이 받아들여진 새로운 주인은 그 집을 철거하고 새로
운 집을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d) 도시의 법규에 따르면, 공사를 위해 건축
허가가 필요했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철거 허가가 필요하다.

해설

 색한 문장 골라내기
어
첫 문장에서 Bloomfield의 한 집이 다 허물어져가는 상태에서도 호가의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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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해석

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므로, 학생들은 계획된 대로 계속 강독을 진행해
야 합니다. 덧붙여, 여러분은 5월 20일에 기말고사를 치를 것이며, 이는 원래
예정된 것보다 하루 늦은 날짜입니다. 수정된 시간표는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Newtown Post
Dale Meadows
Maxicana Grill의 살아남기 위한 최근 전략

Mr. Kemery 드림

몇몇 Mexicana Grill 음식점에서의 식중독 발생 반년 후에, 그 식품 체인점은 여
전히 분투하고 있다. 향상된 식품 안전 기준들을 강조하는 수많은 광고 캠페인
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는 고객들이 돌아오도록 유도하지 못해왔다. 전국에 수
천 개의 쿠폰을 발송하며, 이제 그 회사는 새로운 마케팅 대공세를 시작하고
있다. 이 쿠폰들은 그 회사의 사업장 중 어느 곳에서든 한 개의 무료 부리토로
교환될 수 있다. 그 회사는 이 대공세가 고객들을 되찾고 자사 제품들의 품질
에 자신감을 회복할 것을 바란다.

Q: 다음 중 이메일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a) 중간고사가 3월 16일로 일정이 변경되었다.
(b) 교과서 강독 일정은 조정되지 않을 것이다.  
(c) 기말고사는 처음에 5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d) 수정된 시간표는 곧 온라인에 게재될 것이다.
해설

Q: 뉴스 보도의 주제는 무엇인가?
(a) Mexicana Grill의 새로운 고급 부리토에 대한 할인
(b) 단골들에 보상하기 위한 Mexicana Grill의 홍보
(c) 회의적인 고객들을 되찾기 위한 Mexicana Grill의 노력
(d) 더 나은 식품 안전 절차들을 위한 Mexicana Grill의 캠페인
해설

 심 내용 문제
중
뉴스 보도의 주제를 묻는 문제이다. Mexicana Grill 체인점의 몇몇 음식점이 식
중독 사건 발생 후 분투하고 있다(Half a year after ~ is still struggling)고 한
후, 이 회사가 쿠폰을 발송하면서 고객들을 되찾고 품질에 자신감을 회복할 것
을 바란다(The company hopes ~ it products’ quality)고 했다. 이를 ‘회의적
인 고객들을 되찾기 위한 Mexicana Grill의 노력’이라고 종합한 (c)가 정답이다.

어휘

latest  adj. 최근의   tactic  n. 전략   food poisoning  phr. 식중독   
outbreak  n. 발생   chain  n. (상점 등의) 체인   struggle  v. 분투하다   
numerous  adj. 수많은   campaign  n. (광고) 캠페인   stress  v. 강조하다   
entice  v. 유도하다   roll out  phr. 시작하다   drive  n. 대공세   mail  v. 발송하다   
redeem  n. 교환하다   location  n. 사업장   reestablish  v. 회복하다   
discount  n.  할인   reward  n. 보상   loyal customer  phr. 단골   
win back  phr. 되찾다   skeptical  adj. 회의적인   procedure  n. 절차

오답분석

(a) 3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중간고사가 한 주 뒤에 진행될 것이라고 했
으므로, 중간고사가 3월 16일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c) 5월 20일에 치르는 기말고사는 원래 예정된 것보다 하루 늦은 것이라고
했으므로, 기말고사는 처음에 5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한 것은 지문
의 내용과 다르다.
(d) 수정된 시간표는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고 했으므로, 수정된 시간표
가 곧 온라인에 게재될 것이라고 한 것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어휘

해설

어휘

해석

 는 수년 동안 게 산업에서 일해왔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사업은 순조로
나
웠고 수익성도 있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새로운 조류 종의 출몰이 흔해
졌고, 이것이 몇몇 게들을 먹는 사람에게 해가 되도록 만들었다. 더럽혀진 게를
한 마리라도 팔게 될까 두려워서, 나는 정부가 게들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았
다고 확인할 때까지 기다렸다. 이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대략 넉 달 정도가 걸
렸는데, 이것은 내가 그 전체의 시간 동안 소득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는 여전히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이다.
Q: 다음 중 글쓴이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a) 그는 작년에 처음으로 게 산업에 뛰어들었다.
(b) 그는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수익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c) 그는 조류 출몰 기간 동안 게를 판매하지 않았다.
(d) 그는 조류로 인해 잃어버린 돈을 만회했다.

c hicha라고 알려진 밝은 네온 색상의 벽화들이 페루의 도로들과 나란히 벽
들을 덮고 있다. 단순한 거리 예술 형태 이상인 chicha는 1960년대에 음악의
한 장르로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는, 화려한 무대 의상들로 알려진 유명한
chicha 밴드 Los Shapis가 그들 특유의 패션을 환기하는 밝은 네온 포스터들
로 그들의 콘서트를 홍보하기 위해 예술가들과 협력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포스터들이 그라피티 예술가들의 눈에 띄었는데, 그들은 오늘날과 비슷한 방
식으로 벽화들을 제작한다.
Q: 지문은 주로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a) 어떻게 그라피티 예술이 음악산업에서 받아들여졌는가
(b) 어떻게 거리 예술이 1960년대에 음악 장르를 대중화했는가
(c) 어떻게 한 밴드의 홍보 노력들이 예술의 형태를 낳게 되었는가
(d) 어떻게 음악 장르의 쇠퇴 이후에도 거리 예술이 지속되었는가

해설

 orrect 문제
C
글쓴이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가 더럽혀진 게
를 한 마리라도 팔게 될까 두려워서, 정부가 게들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았다
고 확인할 때까지 기다렸다(Fearing to sell ~ no longer contaminated)고 했
다. 이를 ‘그는 조류 출몰 기간 동안 게를 판매하지 않았다’라고 바꾸어 표현
한 (c)가 정답이다.

 심 내용 문제
중
지문의 주제를 묻는 문제이다. chicha는 1960년대에 음악의 한 장르로 시작되
었으며(chicha began as ~ in the 1960s), 유명한 chichi 밴드인 Los Shapis
가 그들의 콘서트를 홍보하기 위해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포스터를 제작하며
(popular chichi band ~ with bright neon posters) 그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그라피티 예술가들이 벽화를 제작하게 되었다(the posters caught on ~ a
similar style to this day)고 했다. 이를 ‘어떻게 한 밴드의 홍보 노력들이 예술
의 형태를 낳게 되었는가’라고 종합한 (c)가 정답이다.

오답분석

(a) 수년 동안 게 산업에서 일해왔다고 했으므로, 그가 작년에 처음으로 게 산
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b)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순조로웠고 수익성도 있었다고 했으므로, 그가 처
음 일을 시작했을 때 수익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
과 다르다.
(d) 여전히 차이를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이라고 했으므로, 그가 조류로
인해 잃어버린 돈을 만회했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mural  n. 벽화   alongside  prep. 나란히   outfit  n. 의상, 옷   
collaborate  v. 협력하다, 공동으로 작업하다   advertise  v. 홍보하다, 알리다   
evocative  adj. ~을 환기시키는   embrace  v. 받아들이다, 포옹하다   
popularize  v. 대중화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다   publicity  n. 홍보, 언론의 관심   
engender  v. (어떤 상황을) 낳다   persist  v. 지속되다, 집요하게 계속하다

어휘

 신: Matthew Kemery
발
수신: 모두
주제: 일정 변동

19.

17.
해석

midterm exam  phr. 중간고사   due to  phr. ~ 때문에   presentation  n. 발표   
affect  v. 영향을 미치다   furthermore  adv. 게다가   originally  adv. 원래   
syllabus  n. 시간표   revise  v. 수정하다

18.

16.
해석

 orrect 문제
C
이메일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중간고사의 변동 사항이 정규
교과서 강독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This change will ~ textbook
reading schedule)라고 했다. 이를 ‘교과서 강독 일정은 조정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꾸어 표현한 (b)가 정답이다.

해석

학생들에게,
원래 3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중간고사가 조별 발표로 생긴 지연 때문에
한 주 뒤에 진행될 것입니다. 이 변동 사항은 우리의 정규 교과서 강독 일정

smooth  adj. 순조로운   profitable  adj. 수익성이 있는   algae  n. 조류   
infestation  n. 출몰, 횡행, 침략   toxic  adj. 해가 되는, 유독성의   
tainted  adj. 더럽혀진   confirm  v. 확인하다   contaminated  adj. 오염된   
issue  n. 문제   income  n. 소득, 수입   recoup  v. 만회하다, 되찾다

 he Daily Press
T
6월 29일
국내
Oceanic 항공이 가까스로 사고를 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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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ive on  phr. ~을 먹고 목숨을 부지하다   fluid  n. 분비액   take flight  phr. 날다   
approximately  adv. 대략   make it to  phr. ~에 도달하다   adulthood  n. 성숙기   
darken  v. 어둡게 하다   roughly  adv. 대략   maturity  n. 성숙기

Jill Kohler
Oceanic 항공의 비행기 한 대가 어제 Burling 공항에 착륙하던 중 상업용 드론
한 대와 거의 충돌할 뻔하였다. 비행기는 그 당시 대략 2,000피트 공중에 있었
고, 드론은 비행기의 250피트 아래를 지나갔다. 비행기의 조종사는 회피 행동
을 취하지 않고 착륙하였으나, 공항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즉시 경계 태세를
취하였다. 드론은 400피트 이상과 공항 5마일 반경 내 비행이 금지되어 있고,
따라서 그 드론 조작은 확실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였다. 경찰은 드론과 그것을
조작한 사람 둘 다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지 못했다.

21.
해석

Q: 다음 중 기사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a) 드론은 비행기로부터 2,000피트 떨어진 곳에 남아 있었다.
(b) 비행기는 드론에 대응하여 항로를 변경하였다.
(c) 드론의 합법적인 최대 고도는 250피트이다.
(d) 드론을 조작한 사람은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다.
해설

Brunsland 대학교의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특별 소장품 사서직을 고용하고 있
습니다. 지원서 검토는 4월 1일에 시작될 것이며, 일자리는 채워질 때까지 계
속 비어 있을 것입니다.
자격 요건:
최소한의 자격 요건에는 아시아학 학사 학위와 최소 4년간의 학술 도서관 근
무 경험이 포함됩니다. 우선 자격 요건에는 도서관학 특별 학위와 중국어, 일
본어, 또는 한국어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이 포함됩니다.

 orrect 문제
C
기사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경찰은 드론과 그것을 조작한
사람 둘 다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지 못했다(Neither the drone ~ located by
police)고 했다. 이를 ‘드론을 조작한 사람은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다’라고 바
꾸어 표현한 (d)가 정답이다.

이 직책에 대한 급여는 자격 요건과 경험에 기반하여 협상이 이루어질 것입
니다.

오답분석

지금 지원하기

(a) 드론은 비행기의 250피트 아래를 지나갔다고는 했지만, 비행기로부터
2,000피트 떨어진 곳에 남아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b) 비행기는 회피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드론에 대응하여 항로를
변경하였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c) 드론은 400피트 이상과 공항 5마일 반경 내 비행이 금지되어 있다고 했으
므로, 드론의 합법적인 최대 고도는 250피트라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다
르다.
어휘

Q: 다음 중 이 직책에 대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
(a) 도서관학 학위
(b) 아시아 언어 능숙도
(c) 모든 도서관에서의 실무 경력
(d) 아시아학 학사 학위

narrowly  adv. 가까스로   collide  v. 충돌하다   commercial  adj. 상업적인   
roughly  adv. 대략   evasive action  phr. 회피 행동   
alert  v. ~에게 경계 태세를 취하게 하다   prohibit  v. 금지하다   
operation  n. 조작, 운전   violation  n. 위반   regulation  n. 규정   
operator  n. 조작하는 사람   locate  v. ~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다   
course  n. 항로   in response to  phr. ~에 대응하여   legal  adj. 합법적인   
altitude  n. 고도   capture  v. 체포하다

해설

 하원칙 문제
육
대학교 구인 광고에 나온 직책에 대한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이다. 최
소한의 자격 요건에는 아시아학 학사 학위와 최소 4년간의 학술 도서관 근무
경험이 포함된다(Minimum requirements include ~ an academic library)고
했다. 이를 ‘아시아학 학사 학위’라고 바꾸어 표현한 (d)가 정답이다.

어휘

librarian  n. 사서, 도서관원   full-time  adj. 상근의, 풀타임의   review  n. 검토, 논평   
application  n. 지원서, 신청   qualification  n. 자격, 자질   
minimum  adj. 최소한의, 최저의   requirement  n. 자격, 필요조건   
bachelor’s degree  phr. 학사 학위   academic library  phr. 대학 도서관   
preferred  adj. 우선의, 선호되는   negotiate  v. 협상하다, 교섭하다   
proficiency  n. 능숙(도), 숙달   undergraduate degree  phr. 학사 학위

20.
해석

17년매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곤충으로, 각각의 새끼 또는 벌레들의 무
리는 땅속에 수년 동안 남아 있다가 모습을 드러낸다. 암컷 매미들은 나뭇가지
안으로 틈을 파고, 그 틈 안에 600개까지 알을 낳고, 그 후 즉시 죽는다. 6주에
서 8주 후에, 유충으로 알려진 그 덜 자란 매미들은 부화해서 땅으로 떨어진다.
13년 또는 17년이 지난 후에 날 준비가 될 때까지 그것들은 나무뿌리들에 구멍
을 파고 들어가 뿌리 분비액을 먹고 목숨을 부지한다. 대략 98퍼센트의 유충들
은 성숙기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수백만 마리의 17년매미들은 각 새끼와 함께
하늘을 까맣게 물들인다.

22.
해석

Q: 다음 중 17년매미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a) 그것들은 나무뿌리에 파인 구멍들 안에 알을 낳는다.
(b) 암컷들은 그들이 낳은 알들과 함께 남아 있지 않는다.
(c) 그것들의 알들은 낳아진 지 13년 또는 17년 후에 부화한다.
(d) 대략 98퍼센트의 유충들은 살아남아서 성숙기에 도달한다.
해설

 홍열은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균성 질병이다. 그것은
성
20세기 초에 효과적인 항생제가 발견되었을 때까지 주된 사망 원인이었다. 그
러나, 성홍열이 처음 현대적인 항생제로 치료되기 시작하기 전까지도, 성홍열
의 유독성은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다. 현재, 4년이라는
주기와 관련 없는 발병도 일어나긴 하지만, 감염률은 대개 이 간격으로 급증한
다. 2015년에,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그러한 발병 중 하나를 겪었는데, 그 결과
17,500건 이상의 감염자가 생겼다. 다행히, 어떠한 사망자 수도 기록되지는 않
았다.
Q: 다음 중 성홍열에 대해 일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a) 20세기 초까지 사망자 수는 드물어졌다.
(b) 현대적인 항생제를 사용할 때까지 심각성이 줄어들지 않았다.
(c) 현재 발병은 규칙적인 패턴에 따라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d) 2015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의 발병은 많은 사망을 야기했다.

 orrect 문제
C
17년매미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암컷 매미들은 나뭇가
지 안으로 틈을 파고 600개까지 알을 낳은 후에 즉시 죽는다(Female cicadas
carve ~ then immediately depart)라고 했다. 이를 ‘암컷들은 그들이 낳은 알
들과 함께 남아있지 않는다’라고 바꾸어 표현한 (b)가 정답이다.

해설

오답분석

(a) 암컷 매미들이 나뭇가지 안으로 틈을 파고 알을 낳는다고 했으므로, 나무뿌
리에 파인 구멍들 안에 알을 낳는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c) 6주에서 8주 후에 매미들이 부화해서 땅으로 떨어진다고 했으므로, 알들
이 낳아진 지 13년 또는 17년 후에 부화한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d) 대략 98퍼센트의 유충들은 성숙기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했으므로, 98퍼센
트의 유충들이 살아남아 성숙기에 도달한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어휘

 runsland 대학교 구인
B
특별 소장품 사서
일자리 번호: 494803
근무 유형: 상근
위치: 동아시아 도서관

 orrect 문제
C
성홍열에 대해 일치하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현재의 감염률은 대개 4년 간
격으로 급증한다(Currently, infection rates ~ four-year intervals)고 했다. 이
를 ‘현재 발병은 규칙적인 패턴에 따라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바꾸어 표
현한 (c)가 정답이다.
오답분석

(a) 성홍열은 20세기 초에 효과적인 항생제가 발견되었을 때까지 주된 사망 원
인이었다고 했으므로, 20세기의 초까지 사망자 수가 드물어졌다는 것은 지
문의 내용과 다르다.
(b) 성홍열이 처음 현대적인 항생제로 치료되기 시작하기 전까지도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다고 했으므로, 현대적인 항생제를 사용
할 때까지 심각성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d) 2015년에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다행히 어떠한 사망자 수도 기록되지 않

periodical cicada  phr. 17년매미   insect  n. 곤충   
brood  n. (한 배에서 태어난) 새끼들   emerge  v. 모습을 드러내다   
remain  v. 남아 있다   underground  adv. 땅속에   carve  v. 파다   slit  n. 구멍   
lay  v. 낳다   immediately  adv. 즉시   depart  v. 죽다   immature  adj. 덜 자란   
nymph  n. 유충   hatch  v. 부화하다   burrow  v. 구멍을 파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 제공 공식 모의고사 내용의 복제·전송·배포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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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 해설

공식 모의고사

라 남성들도 성 역할에 대한 불건전한 접근법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상
기해야 한다(Men, as well as women, ~ to gender roles)고 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남성들은 주요 부양자가 되지 않는 것이 용인된다고 느껴야 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으므로 (a)가 정답이다.

았다고 했으므로, 2015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의 발병은 많은 사망을 야
기했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어휘

scarlet fever  phr. 성홍열   bacterial  adj. 세균성의, 박테리아의   
typically  adv. 일반적으로, 보통   antibiotics  n. 항생제   
virulence  n. 유독성, 병독성   diminish  v. 줄어들다, 약해지다   
gradually  adv. 서서히, 차츰   currently  adv. 현재, 지금   infection  n. 감염, 전염병   
generally  adv. 대개, 일반적으로   surge  v. 급증하다, 급등하다   
interval  n. 간격, 사이   outbreak  n. 발생, 발발   unrelated  adj. 관련 없는, 관계없는   
fatality  n. 사망자 수, 치사율   rare  adj. 드문, 희귀한   severity  n. 심각함, 맹렬함   
regular  adj. 규칙적인, 정기적인

어휘

23.
해석

5 년 동안 장거리 연인 관계를 유지한 후, 내 약혼자와 나는 마침내 다음 달에
결혼한다. 그가 청혼한 후에, 우리는 어디에서 살지를 선택해야 했다. 우리는
둘 다 내가 약사로 일하고 있는 곳과 같이 크고 역동적인 도시에 끌린다. 하지
만 그는 작은 광산촌에서 번성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곳 약사들의 시
간당 급료가 더 높다. 결국, 우리는 재정상 가장 타당한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조기 퇴직에 더 가까워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마음에 드는 어디에서든
우리의 삶을 즐길 수 있다!

25.
해석

1920년, 발트 독일인 귀족 Ungern-Sternberg 남작은 몽골을 정복하기 위해 잔
혹한 활동을 계속했다. 러시아 군주제 지지자로서, 그는 러시아 혁명에서 황제
를 퇴위시켰던 러시아 공산당원으로부터 러시아를 탈환하기 위한 활동지로 몽
골을 이용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렸다. 러시아 제정 병사들과 함께, 그는 몽골을
통치하는 중국 군대를 공격함으로써, 독립에 대한 약속과 함께 몽골인들 사이
에서 지지를 얻었다. 불교 개종자로서, 그는 또한 몽골의 전통적인 불교도 통
치자인 Bogd Khan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Bogd Khan은 중국인에 의해 억
류되어 있었다. Ungern-Sternberg가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함락시켰지
만, 그는 러시아 공산당원과 싸우기 위해 러시아로 돌아간 이후 체포되어 처형
당했다.
Q: Ungern-Sternberg 남작에 대해 지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a) 그는 Bogd Khan에 의해 불교로 개종 되었다.
(b) 그는 혁명 동안 러시아 공산당원 편을 들었다.
(c) 그는 몽골인을 해방시키는 것에 대해 생각을 바꾸었다.
(d) 그는 중국의 통치에 대한 몽골인의 반감을 이용했다.

해설

 론 문제
추
Ungern-Sternberg 남작에 대해 지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묻는 문제이
다. 그는 몽골을 통치하는 중국 군대를 공격함으로써, 독립을 약속하며 몽골인
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었다(he attacked the Chinese forces ~ with promises
of independence)고 했다. 따라서 Ungern-Sternberg 남작은 ‘중국의 통치에
대한 몽골인의 반감을 이용했다’고 추론한 (d)가 정답이다.

Q: 지문에서 글쓴이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a) 그녀는 결혼 이후 일할 계획이 없다.
(b) 그녀는 약혼자와 합치기 위해 이동하기로 결정했다.
(c) 그녀는 작은 도시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냈다.
(d) 그녀는 은퇴 이후 광산촌에서 살 계획이다.
해설

 론 문제
추
지문에서 글쓴이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의 약혼
자가 광산촌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약사의 시간당 급료가 더 높다
고 하고 결국 글쓴이와 약혼자는 재정상 가장 타당한 결정을 내렸다(we made
the decision ~ financial sense)고 했다. 따라서 글쓴이는 ‘약혼자와 합치기
위해 이동하기로 결정했다’고 추론한 (b)가 정답이다.
오답분석

(a) 글쓴이가 작은 광산촌에서 약사들이 받는 시간당 급료를 언급하며 수입을
비교하고 있으므로, 글쓴이가 결혼 이후 일할 계획이 없다는 것은 잘못 추
론한 내용이다.
(c) 글쓴이가 현재 약사로 일하고 있는 곳이 크고 역동적인 도시라고는 했지만,
그녀가 작은 도시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냈는지는 추론할 수 없다.
(d) 글쓴이는 은퇴하게 되면 마음에 드는 어디에서는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다
고는 했지만, 은퇴 이후 광산촌에서 살 계획인지는 추론할 수 없다.
어휘

오답분석

maintain  v. 유지하다, 지키다   long-distance  adj. 장거리의   
propose  v. 청혼하다, 제안하다   attract  v. 마음을 끌다, 끌어들이다   
dynamic  adj. 역동적인, 활발한   pharmacist  n. 약사, 약국   
thriving  adj. 번성하는, 번화한   mining town  phr. 광산촌   
hourly rate  phr. 시간당 급료   financial  adj. 재정의, 금융의   
retirement  n. 퇴직, 은퇴   relocate  v. 이동하다, 이전하다

(a) Ungern-Sternberg가 불교 개종자라고는 했지만, 그가 Bogd Khan에 의해
불교로 개종 되었는지는 추론할 수 없다.
(b) Ungern-Sternberg가 러시아 공산당원으로부터 러시아를 탈환하기 위한 활
동지로 몽골을 이용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렸다고 했으므로, 그가 혁명 동안
러시아 공산당원 편을 들었다는 것은 잘못 추론한 내용이다.
(c) Ungern-Sternberg가 몽골인을 해방시키는 것에 대해 생각을 바꾸었는지
에 대해서는 추론할 수 없다.

24.
해석

독자 투고란

어휘

편집장님께:
직장에서 여성들이 직면하는 압박감에 관한 당신의 기사는 흥미로웠습니다. 저
는 남성들이 직면하는 압박감 또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직업적인 성공과 가족을 부양하는 능력은 오랫동안 남성들의 정체성에 중대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남성들은 불안정한 직업 상황에 그들 자신이 마
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은 남성들은 더 이상 그들 가정에서 생계비를 버
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안 몇몇 남성들은 심지어 우울
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성 역할에 대한 불건전
한 접근법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Darren Johnson

aristocrat  n. 귀족, 귀족 계급의 사람   baron  n. 남작, 거물   
wage  v. 계속하다, 벌이다   brutal  adj. 잔혹한, 악랄한   campaign  n. 활동, 운동   
conquer  v. 정복하다, 물리치다   loyalist  n. 지지자, 충신   
monarchy  n. 군주제, 왕정   envision  v. 마음속에 그리다, 상상하다   
retake  v. 탈환하다, 되찾다   dethrone  v. 퇴위시키다, 권좌에서 몰아내다   
tsar  n. 황제   revolution  n. 혁명, 변혁   independence  n. 독립, 자립   
convert  n. 개종자   backing  n. 지원, 뒷받침   ruler  n. 통치자, 지배자   
detain  v. 억류하다, 구금하다   capture  v. 함락시키다, 포획하다   
apprehend  v. 체포하다, 파악하다   execute  v. 처형하다, 사형하다   
side with  phr. ~의 편을 들다, 두둔하다   exploit  v. (부당하게) 이용하다, 착취하다   
bitterness  n. 반감, 비통

26-27

Q: 글쓴이가 가장 동의할 것 같은 진술은 무엇인가?
(a) 남성들은 주요 부양자가 되지 않는 것이 용인된다고 느껴야 한다.
(b) 성 고정관념 형성은 여성들보다 남성들에게 더 해롭다.
(c) 생계비를 버는 사람이 남성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가정의 안정성을
증진한다.
(d) 직장에서 실패한 남성들은 자기 자신을 탓할 뿐이다.
해설

pressure  n. 압박   workplace  n. 직장, 업무 현장   
professional  adj. 직업의, 전문적인   crucial  adj. 중대한, 결정적인   
identity  n. 정체, 신분   unstable  adj. 불안정한, 변하기 쉬운   
breadwinner  n. 생계비를 버는 사람, 가장   
cope with  phr. ~에 대응하다, ~에 대처하다   depression  n. 우울증, 암울함   
remind  v. 상기시키다, 생각나게 하다   approach  n. 접근법, 처리 방법   
gender  n. 성, 성별   acceptable  adj. 용인되는, 받아들여지는   
primary  adj. 주요한, 주된   provider  n. 부양자, 제공자   
stereotyping  n. 고정관념 형성   detrimental  adj. 해로운, 불리한   
ensure  v. 보장하다, 반드시 ~이게 하다   promote  v. 증진하다, 고취하다   
stability   n. 안정성, 안정감   blame  v. ~을 탓하다, ~ 책임으로 보다

해석

 pringfield Press
S
조언란
조언이 필요하세요? Betty Knows-it-all에 물어보세요

Betty Knows-it-all께:
제 아들이 13살이 된 이후로 줄곧, 우리의 관계는 긴장 상태였습니다. 그가 더
어렸을 때는 절대 이렇지 않았어요. 요즘, 그는 항상 규칙 따르는 것에 관해
서 훨씬 더 융통성 있는 그의 아버지와 불리하게 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며
칠 전, 제 아들은 특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고, 저는 갑자기 폭발하

 론 문제
추
글쓴이가 가장 동의할 법한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여성들뿐만 아니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 제공 공식 모의고사 내용의 복제·전송·배포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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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 해설

공식 모의고사

여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좀 했는데, 저는 그것을 후회합니다. 저
는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날까 봐 걱정이 돼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가 이후에 그 나무를 그의 추종자들에게 주었는데, 마음을 자극하는 나무
의 힘이 깨우침을 위한 그들의 탐구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Susan G.

28. Q: 지문의 주제는 무엇인가?
(a) 명상을 돕는 차 소비
(b) 차를 준비하는 전통적인 불교 방식
(c) 차 마시기 기원에 관한 전설
(d) 불교 종교의식에서의 차 사용

Betty Knows-it-all의 답변:
Susan께,
많은 부모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관계도 종종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는 아이들이 자
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십
대들이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맹렬히 비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아버지보다 당신을 표적으로 삼기로 선택하고 있는
것은 그가 당신을 더 안정된 부모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
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화를 내지만, 당신의 행동에 대해 아들에게 사과함으
로써 그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29. Q: 지문에 따르면, 왜 싯다르타는 화가 났는가?
(a) 그는 명상을 도울 차를 찾을 수 없었다.
(b) 그는 명상을 시도하던 중에 잠이 들었다.
(c) 그는 차를 마시지 않고는 명상을 할 수 없었다.
(d) 그는 명상을 하다가 추종자들에 의해 방해를 받았다.
해설

26. Q: 다음 중 Susan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a) 그녀는 아들과 항상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
(b) 그녀는 육아에 있어서 남편보다 더 엄격하다.
(c) 그녀는 남편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다.
(d) 그녀는 감정의 폭발 이후 안도감을 느낀다.

 9. 육하원칙 문제
2
왜 싯다르타가 화가 났는지 묻는 문제이다. 그가 명상을 하던 도중 여행으로
지친 피로로 졸다가 일어났을 때, 그는 피로가 그로 하여금 목표에 이르지 못
하게 막았다는 것에 갑자기 화가 났다(When he woke up, ~ from reaching
his aim)고 했다. 이를 ‘그는 명상을 시도하던 중에 잠이 들었다’고 바꾸어 표
현한 (b)가 정답이다.

27. 	Q: Betty Knows-it-all 답변의 요지는 무엇인가?
(a) Susan은 남편에게 사과해야 한다.
(b) Susan의 상황은 사실상 꽤 자연스러운 것이다.
(c) Susan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d) Susan은 아들에게 더 큰 인내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해설

 6. Correct 문제
2
Susan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Susan의 아들은 항상 규
칙 따르는 것에 관해서 훨씬 더 융통성 있는 아버지와 불리하게 저를 비교하고
있다(he is always comparing ~ to following rules)고 했다. 이를 ‘그녀는 육아
에 있어서 남편보다 더 엄격하다’고 바꾸어 표현한 (b)가 정답이다.

어휘

오답분석

(a) 그의 아들이 더 어렸을 때는 절대 이렇지 않았다(It was never like this when
he was younger)고 했으므로, 그녀는 아들과 항상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c) 그녀가 아들에게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했다고는 했지만, 남
편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d) 그녀가 폭발하여 아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한 것을 후회한다
고 했으므로, 그녀가 감정의 폭발 이후 안도감을 느낀다는 것은 지문의 내
용과 다르다.

해석

 hrive Magazine
T
여행
과잉 관광에 대한 이해와 관리
최근, 과잉 관광이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과잉
관광은 한 지역의 여행객 수가 너무 많아져서 방문객들의 경험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현지인들의 삶의 질을 약화하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
인들이 관광객들에 대한 적대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거나 관광객들을 위해 별
도의 길을 만들기도 한다.

s trained  adj. 긴장한, 불편한   compare  v. 비교하다, 비유하다   
unfavorably  adv. 불리하게, 비판적으로   flexible  adj. 융통성 있는, 유연한   
particularly  adv. 특히, 특별히   hurtful  adj.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해로운   
snap  v. 갑자기 폭발하다, 투덜대다   adolescence  n. 청소년기, 사춘기   
identity  n. 정체, 신원   cope  v. 대처하다, 대응하다   
lash out at  phr. ~을 맹렬히 비난하다, ~을 마구 몰아세우다   
stable  adj. 안정된, 차분한   lose one’s temper  phr. 화를 내다, 흥분하다   
apologize  v. 사과하다, 사죄하다   strict  adj. 엄격한, 엄밀한   
parenting  n. 육아, 양육   relieved  adj. 안도하는, 다행으로 여기는   
outburst  n. (감정의) 폭발, 분출   patience  n. 인내심, 참을성

이러한 불행한 상황을 만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원인이 된다. 공유경제
의 출현과 함께, 민간 주택 임대료가 크게 오르면서, 관광객들이 관광지 바로
근처 대신에 도시들의 많은 새로운 지역에 머물게 된다. 수입과 성장을 촉진하
기 위해 계획된 대단히 적극적인 정부의 관광정책 또한 부분적으로 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어떤 행선지들은 또한 이 장소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탄 이후 관광객 수가 폭발하는 것을 목격해 왔다.
다행히도, 일부 국가들은 과잉 관광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다룰 방법들을 고
려하기 시작했다. 이 선택권에는 민간 주택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
에 규제를 부과하는 것과 과잉 관광으로 인해 오염된 관광지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비수기에 관광을 촉진하는 것도 성수기
에 혼잡한 것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28-29
해석

exist  v. 존재하다, 현존하다   vivid  adj. 생생한, 선명한   adherent  n. 지지자, 신봉자   
go back to  phr. ~로 거슬러 올라가다, 돌아가다   supposedly  adv. 아마도   
wander  v. 헤매다, 거닐다   meditate  v. 명상하다, 묵상하다   
drowse  v. 졸다, 깜박 졸다   exhaustion  n. 피로, 탈진   frustration  n. 좌절감, 불만   
tear out  phr. 잡아 뜯다, 잡아 벗기다   throw aside  phr. 버리다, 팽개치다   
transform  v. 변화시키다, 탈바꿈시키다   resemble  v. 비슷하다, 유사하다   
follower  n. 추종자, 신봉자   stimulate  v. 자극하다, 격려하다   quest  n. 탐구, 탐색   
enlightenment  n. 깨우침, 이해   consumption  n. 소비, 소모   aid  v. 돕다, 거들다   
legend  n. 전설, 전설적인 인물   religious  adj. 종교의, 독실한   
ceremony  n. 의식, 식   interrupt  v. 방해하다, 중단시키다

30-31

 7. 중심 내용 문제
2
답변의 요지를 묻는 문제이다. 많은 부모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다(Many
parents have similar experiences)고 한 후,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They’re natural)라며 Susan을 안심시키고 있다. 이를 ‘Susan의 상황은 사실
상 꽤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종합한 (b)가 정답이다.
어휘

 8. 중심 내용 문제
2
지문의 주제를 묻는 문제이다. 중국의 차 마시기의 기원에 관해 많은 이야기가
존재한다(Many stories exist ~ of tea drinking)고 한 후, 이 중 하나가 중국의
불교 전통에서 온 것이다(One of the more ~ Chinese Buddhist tradition)라
며, 차 마시기의 기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차 마시기 기원에 관한 전
설’이라고 종합한 (c)가 정답이다.

알고 계셨나요…

30. Q: 다음 중 과잉 관광의 원인으로 언급된 것은 무엇인가?
(a) 정부 지원의 부재
(b) 행선지에 대한 온라인 광고
(c) 가격이 더 알맞은 여행 비용
(d) 비수기 홍보

중국에서,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차를 마셔왔다. 차 마시기의 기원에 관해 많
은 이야기가 존재한다. 이러한 기원들에서 더욱 생생한 것 중 하나는 중국의 불
교 전통에서 온 것이다. 이 전통의 지지자들에 따르면, 차 마시기는 이후에 부
처로 알려진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 싯다르타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마도, 어린 싯다르타는 어느 날 산을 헤매고 있다가, 그는 멈추어 명상하기로
했다. 여행으로 지친 그는 이내 졸았다. 그가 일어났을 때, 그는 피로가 그로 하
여금 목표에 이르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에 갑자기 화가 났다. 좌절감 속에서,
그는 속눈썹을 잡아 뜯어 버렸다. 그의 속눈썹은 땅에 내려앉자마자 마법처럼
차 나무로 변했고, 그것의 이파리에는 속눈썹과 비슷한 가느다란 털이 있었다.

31. Q: 세 번째 단락의 주제는 무엇인가?
(a) 과잉 관광을 다루는 방법
(b) 관광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c) 관광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방법
(d) 해외 관광을 억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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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져 이해할 수 없는 문장들로 채워져 있다(books filled with algorithmically
generated gibberish)고 했다. 따라서 Down With All 3가 ‘컴퓨터로 만들어진
글을 포함한다’고 추론한 (a)가 정답이다.

 0. 육하원칙 문제
3
과잉 관광의 원인으로 언급된 것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이다. 어떤 행선지들
이 소셜 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탄 이후 관광객 수가 폭발했다(the number of
visitors ~ on social media)고 했다. 이를 ‘행선지에 대한 온라인 광고’라고 바
꾸어 표현한 (b)가 정답이다.

오답분석

(b) D
 own With All 3가 위조되어 23,000달러의 가격표가 붙어있다는 것을 알았
을 때 Richmond는 이러한 막대한 금액의 돈을 들일 사람이 아마 없으리라
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으므로, Down With All 3가 무고한 고객들에 의해
구매되었다는 것은 잘못 추론한 내용이다.
(c) Richmond가 그런 책을 전혀 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당황했다고 했
으므로, 저자의 계획된 3부작을 완결하는 것이라는 것은 잘못 추론한 내
용이다.
(d) D
 own With All 3가 Richmond의 이름이 붙어있었다고는 했지만, 이 책이 무
허가 회사에 의해 발행되었는지는 추론할 수 없다.

 1. 중심 내용 문제
3
세 번째 단락의 주제를 묻는 문제이다. 일부 국가들이 과잉 관광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다룰 방법들을 고려하기 시작했다(some countries have begun ~
caused by overtourism)고 한 후, 규제를 부과하는 것, 관광지를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것, 비수기에 관광을 촉진하는 것과 같은 예시를 들고 있다. 이를 ‘과
잉 관광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종합한 (a)가 정답이다.
어휘

overtourism  n. 과잉 관광   undermine  v. 약화하다, 몰래 손상시키다   
local  n. 현지인, 주민   overtly  adv. 공개적으로, 명백히   hostility  n. 적대감, 적개심   
contribute  v. 한 원인이 되다, 기여하다   emergence  n. 출현, 등장   
rental  n. 임대료, 임대   significantly  adv. 크게, 상당히   
aggressive  adj. 대단히 적극적인, 공격적인   revenue  n. 수입, 세입   
destination  n. 행선지, 목적지   explode  v. 폭발하다, 터지다   
go viral  phr. 입소문을 타다, 퍼져나가다   impose  v. 부과하다, 시행하다   
regulation  n. 규제, 단속   temporarily  adv. 일시적으로, 임시로   
off-season  n. 비수기   discourage  v. 막다, 좌절시키다   
overcrowd  v. 혼잡하게 하다, 붐비다   peak season  phr. 성수기   
absence  n. 부재, 없음   publicity  n. 광고, 홍보   
affordable  adj. 가격이 알맞은, 입수 가능한   promotion  n. 홍보, 촉진   
suppress  v. 억제하다, 진압하다

어휘

32-33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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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자비 출판 작가인 Roger Richmond가 자가 출판 사이트에서 그의 소설
Down With All과 Down With All 2를 최종적으로 몇 부 팔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Bookbugg 계정에 접속했다. 그가 그의 이름이 붙어 있는 Down With All 3라는
또 다른 책을 안 것은 바로 그때였다.

해석

전기충격 요법
한때 대중적인 정신 건강 치료였던 전기충격 요법은 인기가 없어졌고, 현재
는 의료 역사의 야만적인 인공물로 널리 여겨진다. 실제로, 전기충격 치료는
보기에 무서울 수 있는데, 이는 그것이 환자들에게 일시적이거나 심지어 영구
적인 기억 상실을 야기할 수 있는 경련을 유발시키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전기충격 요법은 우리가 간과한다면 어리석을 어느 정도의 유효
성을 지니고 있다.

Richmond는 그런 책을 전혀 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당황했다. 그는 책
의 가격표가 23,000달러라는 것을 알았을 때 더욱 충격을 받았다. Richmond
는 위조된 책에 이러한 막대한 금액의 돈을 들일 사람이 아마 없으리라는 것
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문제를 Bookbugg에 보고했고,
Bookbugg는 웹사이트에서 즉시 제목을 삭제했다.

전기충격 요법이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여전히 다소 모
르는 것이 있지만, 그 치료는 조증과 심각한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의
가장 위험한 증상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증상들이 몇 달 내에 다
시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치료가 일시적인 완화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치료법을 둘러싼 오명을 없앨 수 있다면, 우리는
심신을 약화하는 심리적 장애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기꺼이 그것의 절충안을
받아들이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것이다.

그렇다면 애당초 웹사이트에 이 이상한 책이 어떻게 등장했을까? 돈을 세탁하
는 사람들이 Bookbugg를 이용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은 알고리
즘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해할 수 없는 문장들로 채워진 책들을 빠르게 만들어
낸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책들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목록에 오르고 발견될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무명 저자들의 이름이 주어진다. Bookbugg는 여러
불법 거래가 이런 방식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조치가 취해졌다고 주장한다.

34. Q: 다음 중 전기충격 요법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a) 과거에는 회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얻고 있다.
(b) 의도적으로 환자들의 경련을 유발하기 위해 사용된다.
(c) 과학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최근에서야 발견했다.
(d) 조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영구히 낫게 한다.

32. Q: Bookbugg가 이용되고 있었던 범죄 활동은 무엇인가?
(a) 불법으로 얻은 자금의 이동
(b)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불법 재판매
(c) 승인되지 않은 고객 자료 수집
(d) 이용할 수 없는 책에 대한 광고 및 판매

35. Q: 전기충격 요법에 대해 글쓴이가 가장 동의할 것 같은 진술은 무엇인가?
(a) 오늘날 기억 상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b) 선택적인 환자들을 위한 유용한 치료 형태가 될 수도 있다.
(c)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위험보다는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한다.
(d) 심각한 심리적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낫게 할 수 있다.

33. Q: 보도에서 Down With All 3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a) 컴퓨터로 만들어진 글을 포함한다.
(b) 무고한 고객들에 의해 구매되었다.
(c) 저자의 계획된 3부작을 완결하는 것이다.
(d) 무허가 회사에 의해 발행되었다.
해설

self-published  adj. 자비 출판한   author  n. 저자   log into  phr. ~에 접속하다   
baffle  v.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fork out  phr. 돈을 들이다   
enormous  adj. 막대한, 거대한   fake  adj. 위조의, 가짜의   
immediately  adv. 즉시, 바로   money launderer  phr. 돈을 세탁하는 사람   
take advantage of  phr. ~을 이용하다, ~을 활용하다   
generate  v. 만들어 내다, 발생시키다   gibberish  n. 이해할 수 없는 문장, 횡설수설   
prohibitive  adj. 터무니없는, 금지하는   obscure  adj. 무명의, 모호한   
discover  v. 발견하다, 찾다   admit  v. 인정하다, 시인하다   illegal  adj. 불법의, 위법인   
transaction  n. 거래, 계약   occur  v. 일어나다, 발생하다   insist  v. 주장하다, 고집하다   
measures  n. 조치, 방안   prevent  v. 막다, 예방하다   
criminal  adj. 범죄의, 형사상의   transfer  n. 이동, 운반   
unlawfully  adv. 불법으로, 비합법적으로   resale  n. 재판매, 전매   
copyrighted  adj. 저작권이 있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material  n. 자료, 재료   
unauthorized  adj. 승인되지 않은, 공인되지 않은   advertise  v. 광고하다, 선전하다   
unavailable  adj. 이용할 수 없는, 획득할 수 없는   innocent  adj. 무고한, 결백한   
complete  v. 완결하다, 완료하다   trilogy  n. 3부작, 3부극   
unlicensed  adj. 무허가의, 면허가 없는

해설

 2. 육하원칙 문제
3
Bookbugg가 이용되고 있었던 범죄 활동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이다.
Bookbugg에 작가가 쓰지도 않은 책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올라온 것을 조사
한 결과, 돈을 세탁하는 사람들이 Bookbugg를 이용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밝
혀졌다(It turns out ~ taking advantage of Bookbugg)고 했다. 이를 ‘불법으
로 얻은 자금의 이동’이라고 바꾸어 표현한 (a)가 정답이다.

 4. Correct 문제
3
전기충격 요법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전기충격 치료
는 환자들에게 일시적이거나 심지어 영구적인 기억 상실을 야기할 수 있는 경
련을 유발시키는 것에 의존한다(it relies on inducing ~ permanent memory
loss)고 했다. 이를 ‘의도적으로 환자들의 경련을 유발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바꾸어 표현한 (b)가 정답이다.
오답분석

 3. 추론 문제
3
보도에서 Down With All 3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Down
With All 3와 같이 Bookbugg에 올라오는 이상한 책들은 알고리즘 방식으로 만

(a) 전기충격 요법은 인기가 없어졌고 현재는 야만적인 인공물로 널리 여겨진
다고 했으므로, 전기충격 요법이 과거에는 회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를 얻고 있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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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전기충격 요법이 정확히 기능하는 방법에 관해서 우리는 여전히 다소 모르
는 것이 있다고 했으므로, 과학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최근에서
야 발견했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d) 전기충격 요법은 증상들이 몇 달 내에 다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했으
므로, 조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영구히 낫게 한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
과 다르다.
35. 추론 문제
전기충격 요법에 대해 글쓴이가 가장 동의할 법한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전기
충격 요법은 우리가 간과한다면 어리석을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지니고 있다
(electroshock therapy does ~ unwise to ignore)고 했다. 이를 통해 글쓴이
는 전기충격 요법이 ‘선택적인 환자들을 위한 유용한 치료 형태가 될 수도 있
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으므로 (b)가 정답이다.
어휘

electroshock therapy  phr. 전기충격 요법   
fall out of favor  phr. 인기가 없어지다, 총애를 잃다   
barbaric  adj. 야만적인, 미개인의   artifact  n. 인공물, 가공품   
treatment  n. 치료, 대우   frightening  adj. 무서운, 소름끼치는   
behold  v. 보다, 주시하다   rely on  phr. ~에 의존하다   induce  v. 유발하다   
convulsion  n. 경련, 경기   temporary  adj. 일시적인, 임시의   
permanent  adj. 영구적인, 영속적인   effectiveness  n. 유효성, 효능   
unwise  adj. 어리석은, 현명하지 못한   ignore  v. 간과하다, 무시하다   
function  v. 작용하다, 기능하다   mitigate  v. 완화하다, 경감시키다   
symptom  n. 증상, 징후   disorder  n. 장애, 이상   mania  n. 조증, 조병   
severe  adj. 심각한, 극심한   depression  n. 우울증, 암울함   relief  n. 완화, 경감   
reemerge  v. 다시 나타나다, 재출현하다   stigma  n. 오명, 낙인  
debilitating  adj. 심신을 약화하는, 쇠약하게 만드는   
psychological  adj. 심리적인, 정신의   gladly  adv. 기꺼이, 기쁘게   
trade-off  n. 절충, 균형   popularity  n. 인기, 평판   shun  v. 피하다, 멀리하다   
deliberately  adv. 의도적으로, 고의로   selected  adj. 선택적인, 선발된   
benefit  n. 혜택, 이익   risk  n. 위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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