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휘
Basic
1. A: Am I going the right way to River Café?
B: Yes, just _____ walking along this street.
(a) pass

5. A: Are these products being shipped to
Incheon?
B: No, the whole load is _____ for Busan.

(b) hold

(a) bound

(c) keep

(b) active

(d) move

(c) liable
(d) vital

2. A: Is there a nonstop flight from Seoul to
Glasgow?
B: No, you have to ______ planes in London.

6. In order to avoid car accidents, remember to
______ all traffic rules.

(a) alter

(a) limit

(b) trade

(b) obey

(c) extend

(c) detect

(d) transfer

(d) adjust

3. A: If you need any help, don't hesitate to ask.

7. Mr. Martin was such a _____ teacher that his

B: Thanks. It's great to have someone I can
always _____ on.

students never dared to break the rules in his
class.

(a) agree

(a) tidy

(b) insist

(b) tight

(c) settle

(c) strict

(d) rely

(d) stuffy

4. A: Do you need to get a new passport?

8. First published in 1943, The Little Prince has

B: Yes. My old one will ______ in a month.

sold over 100 million _______ worldwide.

(a) retire

(a) copies

(b) resign

(b) novels

(c) elapse

(c) scripts

(d) expire

(d)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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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Guests to the facility must be __________ at
all times by an employee who is authorized to
oversee site visits.
(a) escorted

4. A: You should try to meet some new people at
this party.
B: I know, but I'm too shy to ______ with
strangers.

(b) obtained

(a) concur

(c) suspended

(b) mingle

(d) approached

(c) tamper
(d) comply

Intermediate
1. A: You're late again. What's your excuse this
time?
B: It's my fault. I won't try to _______ my
tardiness.

5. A: The rent in this city is so expensive!
B: Well, the residents are ________ enough to
afford it.
(a) copious

(a) evade

(b) affluent

(b) justify

(c) prodigal

(c) neglect

(d) luxuriant

(d) uphold
6. Many people take out loans to _______
2. A: When will I get my money back for my
travel expenses?
B: It will take about two weeks for you to be
__________.
(a) balanced

expensive purchases such as houses or cars.
(a) discharge
(b) sponsor
(c) finance
(d) invest

(b) exempted
(c) discharged
(d) reimbursed

7. The pollen from flowers is known to ______
allergies in certain individuals.
(a) yield

3. A: You look pale. Are you feeling all right?

(b) strike

B: Not really. I think I'm _____________

(c) invoke

something.

(d) trigger

(a) giving up on
(b) falling back on
(c) doing away with
(d) coming dow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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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he amount of medical information online is
__________, enabling people to find answers
to most health questions.

2. A: You don't seem to have much energy today.
B: I always feel ______ when it's hot out.
(a) listless

(a) immense

(b) tactless

(b) invariable

(c) hapless

(c) competent

(d) ruthless

(d) compressed
3. A: I didn't have time to plan our weekend trip.
9. Please do not smoke on the premises as this

B: That's OK. We can just ____________.

building has been __________ a non-smoking

(a) walk a fine line

area.

(b) jump the gun

(a) procured

(c) play it by ear

(b) conceded

(d) make waves

(c) nominated
(d) designated

4. A: Ben is definitely hiding something from us.
B: Yeah, he's been behaving _______ recently.

10. Jason's insurance was ___________ after it

(a) tacitly

was discovered that he had violated the

(b) blithely

terms of his contract.

(c) furtively

(a) undermined

(d) insolently

(b) outstripped
(c) invalidated
(d) extenuated

5. A: I'm glad the professor pushed back our
deadline.
B: It’s only a slight ________, though—just an

Advanced
1. A: How should we pay for John's going-away
party?
B: We can all just _______ a couple of bucks.
(a) chip in

extra day.
(a) eclipse
(b) reprieve
(c) standstill
(d) drawback

(b) pay off
(c) pass up
(d) cash out

6. The Dutch national holiday King’s Day is
_________ on April 27.
(a) followed
(b) regarded
(c) observed
(d) estee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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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ather than flee predators, turtles often
______ their limbs and head and hide them
within their shells.
(a) waive
(b) repeal
(c) retract
(d) detach

8. Teachers should be allowed to _________
misbehaving students without worrying about
how parents will react.
(a) tarnish
(b) blemish
(c) postulate
(d) reprimand

9. The Whig Party's refusal to change its
outdated stance on slavery caused supporters
to _________ towards other parties.
(a) plummet
(b) gravitate
(c) meander
(d) saunter

10. Greater transparency in business would
prevent companies from getting together
and __________ to manipulate market prices.
(a) accosting
(b) colluding
(c) concocting
(d) absco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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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해설
1. (c) 2. (d) 3. (d) 4. (d) 5. (a) 6. (b) 7. (c) 8. (a) 9. (a)
1. 동사 어휘 문제
이 길이 River Café로 가는 길이 맞는지 묻는 말에 Yes(네)라고 대답했으므로,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라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c) keep(계속하다)이 정답이다. ‘계속해서 ~하다’라는 의미로 keep 다음에
~ing가 쓰인다.

2. 동사 어휘 문제
서울에서 글래스고까지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는지 묻는 말에 No(아니요)라고 대답했으므로, 런던에서 ‘경유해서’
가야 한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d) transfer(경유하다, 환승하다)가 정답이다.

3. 동사 어휘 문제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요청하라는 말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으므로,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기쁘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d) rely(의지하다)가 정답이다.

4. 동사 어휘 문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묻는 말에 Yes(네)라고 대답했으므로, 기존 여권이 한 달 있으면 ‘만료된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d) expire(만료되다)가 정답이다.

5. 형용사 어휘 문제
이 상품들이 인천으로 배송될 것인지를 묻는 말에 No(아니요)라고 대답했으므로, 전체 화물이 부산으로 ‘향한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a) bound(향하는)가 정답이다.

6. 동사 어휘 문제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모든 교통 규칙을 ‘지킬’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b) obey(따르다, 준수하다)가 정답이다.

7. 형용사 어휘 문제
학생들이 그의 수업 시간에는 절대로 규칙을 감히 어기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Mr. Martin은 매우 ‘엄격한’
선생님이었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c) strict(엄격한)가 정답이다.

8. 명사 어휘 문제
빈칸에는 전 세계적으로 소설 어린 왕자가 판매된 단위를 나타내는 어휘가 들어가야 하므로, 1억 ‘부’ 이상 판매되었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a) copies(부수)가 정답이다.

9. 동사 어휘 문제
빈칸에는 현장 방문을 감독할 권한이 있는 직원이 시설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해야 할 행동을 나타내는 어휘가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손님’이 주어인 수동태 문장이므로, 시설을 방문하는 손님들은 항상 직원에게 ‘안내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a) escorted(안내하다)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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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ediate 해설
1. (b) 2. (d) 3. (d) 4. (b) 5. (b) 6. (c) 7. (d) 8. (a) 9. (d) 10. (c)
1. 동사 어휘 문제
다시 늦은 것에 대해 이번에는 어떤 변명을 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자신의 잘못이라고 대답했으므로, 늦은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b) justify(합리화하다, 정당화하다)가
정답이다.
2. 동사 어휘 문제
자신의 여행 비용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는 말에 약 2주가 걸릴 것이라고 대답했으므로, ‘돌려받는’ 데에 약
2주가 걸릴 것이라는 내용이 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d) reimbursed(상환하다, 배상하다)가 정답이다.
3. 구동사 문제
몸이 괜찮은지 묻는 말에 Not really(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으므로, 몸이 아픈 것 같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d) coming down with(병에 걸리다)가 정답이다.
4. 동사 어휘 문제
이 파티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도록 해야 한다는 말에 그렇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힘들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b) mingle(어울리다, 섞이다)이 정답이다.
5. 형용사 어휘 문제
이 도시에서는 집세가 매우 비싸다는 말에, 거주민들이 집세를 부담하기에 충분히 ‘부유하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b) affluent(부유한)가 정답이다.
6. 동사 어휘 문제
많은 사람이 집이나 자동차와 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는다고 했으므로, 비용이 많이 드는 구매에
‘자금을 대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c) finance(자금을 대다)가
정답이다. 명사로는 ‘재정, 재무’ 등의 뜻을 가진 finance가 동사로 쓰일 때는 ‘자금을 대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7. 동사 어휘 문제
빈칸에는 꽃가루와 알레르기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촉발하다’라는 뜻의 (d) trigger가
정답이다. Trigger가 명사로 쓰였을 때는 ‘도화선, 방아쇠’ 등의 뜻이 있다.
8. 형용사 어휘 문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건강에 대한 대부분의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온라인에 있는 의학적인
정보의 양이 ‘엄청나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a) immense(엄청난)가 정답이다.
9. 동사 어휘 문제
담배를 피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으므로, 이 건물이 금연 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d) designated(지정하다)가 정답이다.
10. 동사 어휘 문제
Jason이 계약 조건(the terms of his contract)을 위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Jason의 보험이 ‘무효가 되었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c) invalidated(무효로 만들다)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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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해설
1. (a) 2. (a) 3. (c) 4. (c) 5. (b) 6. (c) 7. (c) 8. (d) 9. (b) 10. (b)
1. 구동사 문제
John의 송별회를 위해 돈을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 모든 사람이 몇 달러씩 부담하면 된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a) chip in(조금씩 내다, 갹출하다)이 정답이다.
2. 형용사 어휘 문제
오늘은 기운이 많이 없어 보인다고 걱정하는 말에, 더운 날에는 항상 ‘무기력해’진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a) listless(무기력한)가 정답이다.
3. 이디엄 문제
주말여행의 계획을 세울 시간이 없었다는 말에, That’s OK(괜찮아)라고 대답했으므로, 계획이 없어도 ‘상황에 맞게
대처하면’ 된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c) play it by ear(상황에 맞게 대처하다)가 정답이다.
4. 부사 어휘 문제
Ben이 확실히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말에, 요즘 그가 ’은밀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c) furtively(은밀하게, 몰래)가 정답이다.
5. 명사 어휘 문제
교수가 마감일을 미룬 것이 다행이라는 말에, 단지 약간 ‘연기’한 것뿐이라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b) reprieve(연기, 유예)가 정답이다.
6. 동사 어휘 문제
빈칸에는 국경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나타내는 어휘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기념하다’라는 뜻의 (c)
observed가 정답이다. observe는 ‘보다, 관찰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지만, 이런 문맥에서는 celebrate와 비슷한
뜻으로 쓰인다.
7. 동사 어휘 문제
빈칸에는 거북이가 포식자로부터 자신의 사지와 머리를 지키는 방법과 관련 있는 어휘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c)
retract(움츠리다, 집어넣다)가 정답이다.
8. 동사 어휘 문제
빈칸에는 잘못한 학생들에 대하여 교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나타내는 어휘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d)
reprimand(질책하다)가 정답이다.
9. 동사 어휘 문제
휘그당이 노예제도에 대한 구시대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은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해 지지자들이
다른 정당으로 ‘(마음이) 끌리게’ 되었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b) gravitate(끌리다)가
정답이다.
10. 동사 어휘 문제
사업의 투명성이 커지면 기업들이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인데, 그 행위의 내용은 업체들이 모여서
시장 가격을 조작하는 것을 ‘공모’하는 것이어야 문맥상 연결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b) colluding(공모하다)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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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
Basic
1. After using the same smartphone for almost three years, I finally decided to get a new one. I looked up
information on the latest models and purchased a phone with useful functions and a nice design. But once I
started using it, I noticed an issue with its battery—it runs out really fast. I constantly have to recharge it, which is
a huge hassle. Next time I purchase a smartphone, I'll be sure to ______________________.

(a) research models in advance
(b) protect it with a sturdy case
(c) prioritize function over design
(d) take its battery life into account

2. Attention staff:
In an effort to boost morale and increase productivity, management has decided to ___________________.
Beginning next month, you may adjust your working hours to come in late or leave early. However, we still
expect you to complete an eight-hour workday and fulfill your responsibilities. Please notify your supervisor when
changing your schedule. We hope that this new policy will help employees manage their time and workload
better.
Morrison Industries

(a) shorten working hours
(b) give employees more leave
(c) allow flexible work schedules
(d) assign employees new schedules

3. The ancient Greek inventor Archimedes is credited with creating various weapons to defend his hometown of
Syracuse. Some weapons were simply improved versions of existing designs, such as the catapult. However,
others were quite innovative. __________, he invented the Claw of Archimedes to defend Syracuse's seawall. This
device could lower a hook to pick up enemy ships, lift them partly out of the water, and then drop them,
damaging the ships and sending enemy sailors overboard.
(a) Similarly
(b) Therefore
(c) In contrast
(d) For instance

www.HackersIngang.com

www.teps.or.kr 1

4. The city is taking steps to mitigate the effects of recent flooding caused by heavy rains. (a) For one, flood
defense barriers have been closed in order to keep water levels in the river down. (b) The floods are mainly the
result of a severe storm system making its way down from the north. (c) Additionally, high-volume pumps have
been brought in from other regions to remove excess water. (d) Finally, city utility staff are working overtime to
reconnect the thousands of residents who have lost electricity.

5. Kangaroos may be known for their hopping ability, but they actually spend more of their time walking. When
moving at this slower speed, kangaroos place their tails on the ground. Until recently, scientists thought they did
so only for balance and support, but as it turns out, they use their tails to propel themselves forward, just like an
extra leg. In fact, the tail does as much work as the kangaroo's four legs combined.

Q: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a) How kangaroos' tails boost balance
(b) How kangaroos' tails aid in walking
(c) How kangaroos can move at high speeds
(d) How kangaroos use their legs when walking

6. Notice to Grandstand E-reader Users
Users of Grandstand brand e-readers are advised to update their devices by March 31. The update will install our
next generation operating system. Without this update, devices will no longer be able to connect to Wi-Fi to
download books. Anyone who misses the deadline will have to physically connect their device to a computer with
an Internet connection and update it manually.

Q: What is mainly being announced about the e-reader's update?
(a) It speeds up Wi-Fi connectivity.
(b) It fixes a bug in the operating system.
(c) It checks for flaws in the operating system.
(d) It is needed to maintain Wi-Fi connectivity.

7. -------------------Glentown Herald------------------Police Investigating Late-Night Crash
Police are investigating the cause of a bus accident in a suburb of Glentown last night. Twenty people were
injured, ten of whom are still hospitalized. The crash occurred when the bus went off the road and smashed into
a tree. Driver error is still being considered as a possible cause for the crash. The bus driver, who suffered a minor
injury, is currently being held at the police station, responding to police queries about what exactly happened.

Q: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ccording to the news report?
(a) The crash happened in downtown Glentown.
(b) All of those injured are still in the hospital.
(c) The cause of the accident has been determined.
(d) Police are still questioning the bus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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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ive years ago, I quit my well-paid job at a widely respected publishing company. I was tired of the long hours
and inflexible schedule, so I decided to become a freelance editor. At first, I made more money than I had at my
old job. But while some of my contracts provided steady work throughout the year, others were temporary, so
my income fluctuated. After a couple of years, I grew tired of the uncertainty and went back to full-time
employment.

Q: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bout the writer?
(a) She left the publishing company because of inadequate pay.
(b) Her full-time editing position was at a little-known company.
(c) Her income initially increased after her switch to freelancing.
(d) She was unable to secure any steady work while freelancing.

9. Public Notice

Appleton Historical Manor will be implementing some changes to its hours and admissions. Beginning next
month, our opening hours will be pushed back 30 minutes, making our hours of operation 9:30 a.m. to 5 p.m.
There will also be a slight change to our pricing scheme: seniors, who currently get a 50% discount on admission,
will no longer have to pay to enter. Teachers and minors will continue to be admitted free of charge. The "Free
Sunday" for everyone will be offered once a month as usual.
Q: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bout the manor?
(a) It currently starts admitting visitors at 9:30 a.m.
(b) Seniors will pay half price starting next month.
(c) Free admission for teachers will still apply.
(d) It waives its admission fees every Sunday.

10. Prospective university students often focus on rankings and name recognition when selecting a university.
However, university rankings are based largely on research excellence, which has little to do with the
undergraduate experience. To achieve higher ranks, many universities devote most of their resources to research,
even at the expense of students. In response to this issue, some educators argue that the rankings system should
put more emphasis on student satisfaction, the quality of teaching, and the employment rates of graduates.

Q: Which statement would the writer most likely agree with?
(a) Research excellence is given too little weight in university rankings.
(b) Teaching quality is not necessarily linked to the student experience.
(c) Current rankings do not guarantee a high-quality student experience.
(d) Changes to ranking criteria will have little effect on universit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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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ediate
1. Research shows that women who delay motherhood have children who perform better on standardized tests.
The finding remains significant even when controlling for variables such as the mother’s income and education.
Researchers hypothesize that parenting quality is the key to these academic gains. According to this hypothesis,
younger mothers focus more on pursuing personal goals and enjoying their social lives. Meanwhile, older
mothers will more often put these things behind the needs of their children. Ultimately, children benefit from
having older mothers because these women a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knowledgeable about child development
(b) capable of balancing work and motherhood
(c) willing to make more sacrifices for their children
(d) financially secure enough to support their children

2. Actor Martin Hall has accused Brite magazine of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 article, first
published by Brite on its website last Thursday, claimed to include an exclusive interview with Hall, in which he
revealed personal details about his recent marriage. But Hall has taken to social media, saying that he never
communicated with the magazine’s staff. He also claims that the supposed quotes in the article present false
information. Brite has since pulled the article and printed an official apology.

(a) printing a fabricated interview with him
(b) damaging his reputation on social media
(c) publishing an interview without permission
(d) disclosing private details about his marriage

3. The Irish Potato Famine is largely known as the Great Hunger among the Irish, who believe that calling the
events of the 1840s a famine is misleading. They argue that "famine" suggests that Ireland's food shortages
resulted from natural events. While they acknowledge that most of Ireland’s potato crop succumbed to disease,
they point out that other crops were still raised successfully in the country and that man-made factors
contributed greatly to the hardship. In particular, they note that the country, under British rule at the time, was
compelled to export the bulk of its crops to England, leaving Ireland's poor to starve. From the Irish perspective,
then, referring to the food shortage as a famine distorts history by _______________________.

(a) disregarding all the aid to Ireland
(b) ignoring the hardships of the British
(c) exaggerating Irish dependence on imports
(d) absolving the English of any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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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attempt by central banks to support economic growth through negative interest rates has had the
opposite of the intended effect. (a) Central banks typically hike interest rates when inflation is high because
doing so reins in excessive investment. (b) By setting negative rates, central banks essentially charge regular
banks fees for holding on to their deposits. (c) Theoretically, these fees should encourage low-interest lending by
regular banks and thus stimulate the economy. (d) However, such fees have actually prompted regular banks to
protect their profits by raising interest rates on their loans, stifling economic growth.
5.
To: George Freeman <george_freeman@promail.com>
From: Me <h.jackson@brightpath.biz>
Subject: Hello, George
Dear George Freeman,
Thank you for registering with Bright Path Recruiting. According to your profile, you would be ideally suited for a
teaching position at a school that has contracted us for recruitment, and we would like to put your name forward
for an interview. I have attached a full description of the position, including its responsibilities and benefits.
Please let me know if you are interested.
Hugh Jackson
Client Relations
Bright Path Recruiting
Q: What is the email mainly notifying George Freeman of?
(a) A potential job opportunity
(b) Details about a job candidate
(c) The outcome of a job interview
(d) The receipt of a job application
6.

Polyoke University
Notice

Polyoke University has now made its admissions decisions for students enrolling in the fall of 2017.
This talented group of students includes people from all 50 US states as well as from 43 countries around the
world. Chosen from the largest applicant pool in university history, the 2,000 admitted students have one month,
until April 15, to accept or decline the admission offer. We anticipate an incoming class of around 1,000.
Please see the Admissions section of this website for further information and updates.

Q: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ccording to the passage?
(a) The admitted class includes students from 50 countries.
(b) The applicant pool is almost as large as last year's pool.
(c) Students have one month from April 15 to accept or decline.
(d) Half of the accepted students are expected to en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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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perts have long predicted the demise of sales jobs. With automated checkout kiosks at stores and the
massive growth of e-commerce, cashiers and salespeople may indeed seem destined to fade away. However,
retail positions remain the most common form of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their numbers show
relatively steady growth. Among the possible explanations for this upward trend, the most obvious is simply that
consumers prefer human contact as a part of their shopping experience.

Q: Which statement would the writer most likely agree with?
(a) Salespeople are well on their way to becoming obsolete.
(b) Most US retailers employ more sales staff than necessary.
(c) E-commerce will eventually replace physical sales transactions.
(d) Experts underestimated the value of human interaction in sales.

8. To the Editor:
You reported on Monday that software executives are lobbying the government for more skilled-worker visas for
overseas engineers. This report is intriguing given that statistics show that 19% of our nation's computer science
graduates cannot find satisfactory full-time employment. The notion that our software companies are
suppressing wages through their hiring practices can no longer be dismissed as paranoid. An impartial
investigation into this matter—and a freeze on new visas in the meantime—is long overdue. Those at the top of
the software industry are unlikely to emerge unsullied.
Matt Ryder

Q: Which statement would the writer most likely agree with?
(a) Visa requirements for software engineers should be loosened.
(b) Domestic engineers are losing opportunities to foreign ones.
(c) Software executives are overpaying foreign-born engineers.
(d) Foreign countries are inflating software engineers’ wages.

9-10.
Subject: Job Application
From: Me <kim_yoon@advancedtrading.biz>
To: Jenna Collins <j.collins@speedymail.com>
Dear Jenna Collins,
Thank you for applying for the coordinator position at our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However, the job
requires more than three years of relevant work experience. Although you possess more than four years of work
experience, you have only worked as a coordinator for one year, with the bulk of your career being devoted to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We have decided that one year of experience in a coordinator role is insufficient
for the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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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we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we will be hiring a translator in approximately two weeks. This
position will also be full-time, and your work experience would make you qualified, so I believe that this position
could be a better fit for you. If you would like to apply for the position, please let me know so that I can send you
the application form in advance.
Sincerely,
Kimberly Yoon
Advanced Trading,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9. Q: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second paragraph of the email?
(a) To inform Ms. Collins of the results of her application
(b) To provide Ms. Collins with a detailed description of a job
(c) To explain the reasons for Ms. Collins being rejected for a job
(d) To offer Ms. Collins information about an alternative position

10. Q: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email?
(a) The vacant coordinator position is a full-time job.
(b) No work experience is required for the translation position.
(c) Ms. Collins has worked as a translator for less than three years.
(d) Ms. Collins can apply for the translator job without additional documentation.

Advanced
1. Movie studio Mega Pictures is threatening to sever ties with Pine Province. Provincial legislators are currently
working on a bill that would allow businesses to refuse services to certain groups and individuals. Mega, which
brings an estimated $200 million to the province each year while making films there, has released a statement
opposing the bill, which the studio believes sanctions discrimination. Mega says that as an inclusive company that
embraces diversity, it cannot continue to film in Pine Province should the bill pass. Overall, Mega emphasized that
the proposed legisl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is a covert form of corporate taxation
(b) is at odds with the company's principles
(c) would put local businesses at a disadvantage
(d) would limit the studio's profits in the province

2. At the recommendation of research organizations, many men diagnosed with early prostate cancer are now
opting for an active surveillance approach. Instead of undergoing surgery or radiation as many patients did five
years ago, nearly half of prostate cancer patients today simply choose to be closely monitored to ensure that their
tumors do not become too large. Especially for men diagnosed with low-risk tumors, the chance of dying from
prostate cancer within a decade is very low. Thus, to spare themselves unnecessary hardship, they a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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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pting for preemptive surgery
(b) favoring radiation over surgery
(c) seeking earlier prostate screenings
(d) electing to forgo invasive treatment
3. In George Lucas's original Star Wars series, the theme of family bonds is fundamental. The film's villain, Darth
Vader, battles his own son, the hero Luke Skywalker. Darth Vader is a complex character—a good man who
turned to “the Dark Side.” Despite Darth Vader’s wickedness, Luke feels unconditional love for his father, sparing
his life in their duel. This action reawakens Darth Vader’s own fatherly devotion, which allows him to betray the
Dark Side, sacrificing his own life to save Luke. In this climactic scene, Lucas shows tha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devotion to a cause can lead one badly astray
(b) evil corrodes even the strongest family bonds
(c) family loyalty can compromise good judgment
(d) love can redeem those who have lost their way
4. In the seventh century, the Byzantine Empire developed a chemical substance called naphtha, or Greek fire,
and used it in battle. Typically, clay pots were filled with this substance and then launched towards enemy ships,
breaking against them and lighting them on fire. ____________, large brass tubes connected to air pumps could
be filled with naphtha and then mounted on ships. The pumps could then be used to spray the enemy with the
flaming chemical.
(a) Admittedly
(b) Particularly
(c) Alternatively
(d) Consequently
5. The Battle of Salamis in 480 BC was a major naval conflict between the Greeks and Persians. The Greeks had
withdrawn their navy to Salamis Island after a series of crushing defeats. Eager for a decisive victory, the Persian
king Xerxes sailed into the Straits of Salamis with a gigantic fleet. So narrow was the waterway, however, that his
vessels could not maneuver effectively. Seeing the Persians' predicament, the Greek general Themistocles led a
well-organized and highly maneuverable Greek naval force to victory. Within a year of the battle, the remaining
Persian forces in Greece had been soundly defeated in battle, and the Persians would never again threaten the
Greek mainland.

Q: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ccording to the passage?
(a) The Persians retreated to Salamis after several major defeats.
(b) Xerxes was reluctant to engage the Greeks in battle at Salamis.
(c) Themistocles had difficulty navigating the Straits of Salamis.
(d) The Persians' defeat at Salamis did not end the war in Gre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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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e origin of Mars's two moons, Phobos and Deimos, is controversial. Some believe that they are asteroids
captured by Mars's gravitational field. A new theory based on recent evidence, however, posits that their
formation stems from a massive collision between Mars and a protoplanet about one third of Mars's size.
According to this theory, the collision sent huge amounts of debris into space, including larger objects, one of
them 1,000 times the size of Phobos. Over time, these objects fell back to Mars's surface due to its gravitational
pull, and only the two most distant, Phobos and Deimos, were left in orbit.

Q: Which of the following does the new theory claim?
(a) An asteroid impact with Mars created Phobos and Deimos.
(b) Mars pulled all debris from the collision back to its surface.
(c) The two surviving moons were the objects farthest from Mars.
(d) Phobos was the largest of the objects resulting from the impact.

7. Diego Velázquez's Las Meninas (1656. depicts Velázquez himself working on a painting in the Spanish court.
Maids, or the meninas of the title, surround a Spanish princess, who initially appears to be Velázquez's central
subject. However, she has her back to the painter, and he is looking towards the viewer, not at her. In fact, most
of the painting’s figures are looking in the same direction as Velázquez. By a trick of perspective, a small mirror at
the back of the room reflects what must be the painted Velázquez's true subject, the king and queen, who are in
the same position as the observer. This rare perspective makes this painting intriguing.

Q: What can be inferred about Las Meninas from the passage?
(a) Viewers of the painting see the scene from the monarchs' perspective.
(b) It depicts Velázquez painting the Spanish princess's portrait.
(c) It highlights the formality of the royal family's daily life.
(d) The king and queen are its most prominent figures.

8. For centuries, wine bottles have been plugged with cork, an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 that is harvested
sustainably by stripping cork trees of their bark. However, the issue of "cork taint"—a contamination affecting
wine's smell and taste—has radically shifted consumer preferences. Although other factors such as wooden
barrels and storage conditions can be the source of the taint, the media pinpointed cork as the culprit, prompting
winemakers to turn to bottles sealed with screw caps or plastic stoppers. The decline of the cork industry could
spell disaster for cork forests. Without demand for cork products, these forests could be cleared to make way for
more profitable crops.

Q: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passage?
(a) Screw-cap wines are not susceptible to becoming tainted.
(b) Contaminated cork is rarely the direct cause of cork taint.
(c) The use of plastic stoppers will help preserve cork forests.
(d) The media bears some blame for the cork industry's decline.

www.HackersIngang.com

www.teps.or.kr 9

9-10.
The Final Fight of Legendary Boxing Champion Mike Tyson
On June 11, 2005, heavyweight boxer Mike Tyson fought his last match. He was coming off a fourth-round
knockout loss to Danny Williams the previous year and had parted ways with his trainer Freddy Roach. His
opponent was an obscure Irishman named Kevin McBride, whom Tyson predicted would stand little chance.

After six rounds, Tyson was visibly fatiguing against the taller and larger McBride, who used his jab and clinched
with Tyson. At the end of the sixth round, Tyson head-butted McBride, earning a two-point deduction from the
referee. Because of this intentional foul, Tyson had no chance of outscoring McBride for the round, but he was
still ahead overall on the judges’ scorecards.

When the bell rang to end the round, however, Tyson went back to his corner and slumped down on his stool.
As the next round was about to begin, Tyson simply refused to rise, forcing the referee to declare the fight a
technical knockout in McBride’s favor.

9. Q: Why did the referee declare McBride the winner of the match?

(a) Tyson decided not to continue the fight.
(b) Tyson had intentionally fouled his opponent.
(c) Tyson was knocked out at the end of the round.
(d) Tyson was unable to continue after being head-butted.

10. Q: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passage?

(a) McBride was the heavy favorite in the fight.
(b) Tyson appeared to be winning for most of the fight.
(c) McBride won the heavyweight title by defeating Tyson.
(d) Tyson was at the height of his career going into the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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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해설
1. (d) 2. (c) 3. (d) 4. (b) 5. (b) 6. (d) 7. (d) 8. (c) 9. (c) 10. (c)
1. 빈칸에 문장의 일부 넣기
빈칸이 있는 문장을 보면 글쓴이가 다음 번에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게 될 사항이 빈칸에 와야
함을 알 수 있다. 글쓴이는 3년만에 유용한 기능이 있는 멋진 디자인의 스마트폰을 샀지만 배터리가 ‘매우 빨리
닳는다’(runs out really fast)는 ‘문제점’(issue)을 발견했다. 이를 바탕으로 글쓴이가 다음 번에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에는 배터리 수명을 중시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으므로 ‘배터리 수명을 고려하다’라고 하는 (d)가 정답이다.

2. 빈칸에 문장의 일부 넣기
빈칸이 있는 문장을 보면 사기 진작(boost morale)과 생산성 향상(increase productivity)을 위해 경영진이 결정한
내용이 빈칸에 와야 함을 알 수 있다. 바로 다음 문장에서, 다음달부터 직원들은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해도 된다’(may adjust your working hours to come in late or leave early)는 말이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경영진이 ‘유연 근무 일정을 허가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c)가 정답이다.

3. 빈칸에 연결어 넣기
아르키메데스가 발명한 무기들에 관한 지문이다. 우선 ‘일부 무기는 단지 기존 디자인을 향상시킨 것’(some weapons
were simply improved versions of existing designs)이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빈칸 바로 앞 문장에는 ‘다른 무기들은
꽤 혁신적이었다’(others were quite innovative)는 내용이 나온다. 빈칸이 포함된 문장은 아르키메데스가 시러큐스의
방파제를 방어하기 위해 아르키메데스의 갈고리를 발명했다는 내용이다. 즉 빈칸이 포함된 문장은 아르키메데스의
혁신적인 무기의 한 예를 들고 있으므로 (d) For instance(예를 들어)가 정답이다.

4. 어색한 문장 골라내기
첫 문장이 시가 최근에 폭우로 인한 홍수의 효과를 완화하려고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a)는 홍수를 막기
위한 방벽을 설치했다는 내용, (c)는 흘러넘치는 물을 다른 곳으로 빼내기 위해 들여온 대용량 펌프에 대한 내용, (d)는
홍수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주민들을 위해 시설 관리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는 등, 모두 ‘홍수의
효과를 완화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 반면 (b)는 홍수의 주된 원인을 다루고 있어 첫 문장의 ‘홍수의 효과를
완화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없으므로 (b)가 정답이다.

5. 중심 내용 문제
지문의 주제를 묻는 문제이다. 캥거루는 걸을 때 ‘꼬리를 땅에 대’(place their tails on the ground)는데, 예전에는
캥거루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라고 과학자들이 생각했으나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as it turns out)
꼬리는 또 다른 다리 역할을 하며 사실상 ‘캥거루의 네 다리를 합한 것만큼의 많은 역할을 한다’(does as much work as
the kangaroo’s four legs combined)는 것이 지문의 주 내용이다. 이를 ‘캥거루의 꼬리가 걷는 것을 어떻게 돕는가’라고
종합한 (b)가 정답이다.

6. 중심 내용 문제
공지의 요지를 묻는 문제이다. 3월 31일까지 e-reader 업데이트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이상
책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장치를 Wi-Fi에 연결할 수 없을 것’(Without this update, devices will no longer be able to
connect to Wi-Fi to download books)이라고 공지하고 있다. 이를 ‘Wi-Fi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고 종합한 (d)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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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rrect 문제
뉴스 보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경미한 상처를 입은’(suffered a minor injury) 버스 운전자는 ‘현재
경찰서에 구류되어’(currently being held at the police station) ‘정확하게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경찰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responding to police queries about what exactly happened)고 한다. 이를 ‘경찰이 여전히 버스
운전자를 취조하고 있다’라고 바꾸어 표현한 (d)가 정답이다.
오답분석
(a) 교통사고는 Glentown의 교외에서 일어났다고 했으므로, 사고가 Glentown 시내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b) 교통사고로 20명이 다쳤지만 10명은 여전히 입원 중이라고 했으므로, 부상자 모두가 여전히 병원에 있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c) 운전자 잘못이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이 아직 고려되고 있다’(still being considered as a possible cause for the
crash)고 했으므로, 사고의 원인이 밝혀졌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8. Correct 문제
글쓴이에 관한 보기 중 지문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가 출판사에서의 퇴직하고 프리랜서 편집자로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이전 직장에서 벌었던 것보다 많이 벌었다’(made more money than I had my old job)는
내용이 나오므로 이를 ‘그녀가 프리랜서로 전환한 후에 수입이 처음에는 증가했다’라고 바꾸어 표현한 (c)가 정답이다.
오답분석
(a) 그녀가 출판사에서 일할 때 월급을 많이 받았다고 했으므로, 그녀가 충분하지 않은 급여 때문에 출판사를 떠났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b) 그녀가 다녔던 출판사는 널리 인정받는 출판사라고 했으므로, 거의 알려지지 않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편집 업무를
했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d) 프리랜서로 일할 때 수주했던 계약 중의 일부는 일 년 내내 꾸준한 일거리를 제공했지만 다른 계약들은
일시적이라고 했으므로, 그녀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일거리도 꾸준하게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9. Correct 문제
저택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다음 달부터 저택 ‘관람 시간’(hours)과 ‘입장료’(admissions)에
변동이 있을 것이며, 교사와 미성년자(minors)는 계속해서 ‘무료로 입장’(admitted free of charge)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교사를 위한 무료입장은 여전히 적용될 것이다’라고 바꾸어 표현한 (c)가 정답이다.
오답분석
(a) 개관 시간을 30분 뒤로 늦춰서 오전 9시 30분에 연다고 했으므로, 현재 오전 9시 30분부터 방문객 입장을
시작한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b) 노인들은 현재 입장료의 50%를 할인받는데 앞으로는 입장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므로, 노인들은 다음
달부터 절반의 요금을 지불하리라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d) ‘일요일 무료입장’은 이전과 같이 한 달에 한 번 제공될 것이라고 했으므로, 일요일마다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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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추론 문제
글쓴이가 가장 동의할 법한 내용을 묻는 추론 문제이다. ‘예비 대학생들’(prospective university students)은 대학을
고를 때 종종 ‘순위나 인지도에 초점을 맞추는’(focus on rankings and name recognition)데, 사실 대학교 순위는
‘대체로 연구의 우수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are based largely on research excellence) 이는 ‘학부생의 경험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little to do with the undergraduate experience)는 것이 글쓴이의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글쓴이는
‘현재의 순위가 수준 높은 학생 경험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c)가 정답이다.

Intermediate 해설
1. (c) 2. (a) 3. (d) 4. (a) 5. (a) 6. (d) 7. (d) 8. (b) 9. (d) 10. (a)
1. 빈칸에 문장의 일부 넣기
빈칸이 있는 문장을 보면 나이가 들어 엄마가 된 여성이 가진 특성 중 자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특징이 빈칸에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늦은 나이에 출산한 여성’(women who delay motherhood)의 자녀가 ‘표준화 시험 성적이
좋다’(perform better on standardized tests)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연구원들의 가설에 의하면 이는 젊은 엄마는
‘개인적인 목표를 추구하거나 자신의 사회적 삶을 즐기는데 더 초점을 맞추는’(focus more on pursuing personal goals
and enjoying their social lives) 반면, 나이 든 엄마는 ‘자신의 삶을 자녀의 필요보다 후순위에 두기’(put these things
behind the needs of their children)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것은 나이 든 엄마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더 많은 희생을 할 것이다’라는 (c)이다.

2. 빈칸에 문장의 일부 넣기
빈칸이 있는 문장을 보면 Martin Hall이라는 배우가 Brite라는 잡지에 대하여 제기한 혐의가 빈칸에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지난 목요일에 Brite 잡지는 자사 웹사이트에 ‘Hall과의 단독 인터뷰를 게재했다고 주장’(claimed to include an
exclusive interview with Hall)하면서, ‘이 인터뷰에서 Hall이 최근에 한 결혼과 관련된 사적인 사실들을 밝혔다’(in
which he revealed personal details about his recent marriage)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Hall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has taken to social media) ‘그 잡지의 직원과 소통한 적이 없다’ (never communicated with the magazine’s
staff)고 밝히며, ‘기사에 포함된 소위 인용구들’(the supposed quotes in the article)은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present false information)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으로 보아 Hall이 제기한 혐의는 잡지가 ‘조작된 인터뷰를
실었다’(즉 인터뷰는 없었으며 기사의 내용은 조작이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a)가 정답이다. 잡지가 ‘기사를
삭제하고’(pulled the article) ‘공식사과를 게재한’(printed an official apology) 것을 보면 Hall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3. 빈칸에 문장의 일부 넣기
빈칸이 있는 문장을 보면, 당시의 식량 부족을 기근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아일랜드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역사왜곡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야 한다. 지문은 Irish Potato Famine이라고 알려진 1840년대의 사태를
기근(famine)이라고 부르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기근’(famine)이라는 말은
아일랜드의 식량 부족이 자연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당시에 감자가 병에 결려 작황이 나쁘긴
했지만 여타 작물들은 수확량이 많았는데도 아일랜드인들이 굶주렸던 것은 자연이 아닌 인간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영국 지배하에 있었던 아일랜드’(the country, under British rule at the time)가 ‘자국의 농작물 대부분을 영국으로
수출하도록 강요 받았기’(was compelled to export the bulk of its crops to England) 때문에 아일랜드의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림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아일랜드 측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식량 부족을 기근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일랜드를 수탈한) 영국의 책임을 면제해줌으로써’ 역사를 왜곡한다는 것이므로 (d)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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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색한 문장 골라내기
첫 문장에 ‘마이너스 금리’(negative interest rates) 로 경제 성장을 지원하려고 했던 중앙은행의 시도가 ‘역효과를
냈다’(has had the opposite of the intended effect)라는 주제문이 나오고, 보기의 문장들은 이를 풀어 설명하고 있다.
(b)는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설정함으로써 일반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자금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
(c)는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수수료가 일반 은행의 저금리 대출을 장려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내용,
(d)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수수료가 오히려 일반 은행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올리게
하여 경제 성장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내용으로, 모두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 의도했던 것과
반대되는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반면 (a)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에 관한
내용으로 첫 문장의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 의도하는 것’과 관련이 없으므로 (a)가 정답이다.
5. 중심 내용 문제
Bright Path Recruiting이라는 회사가 George Freeman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이메일의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첫 번째 문장에 Freeman이 Bright Path Recruiting회사에 등록했다는 언급이 나오므로 Freeman이 구직자 혹은
구인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 글쓴이는 자신이 근무하는 리크루트 회사에게 ‘채용 업무를 맡긴’(contracted us for
recruitment) 한 학교의 ‘교사 자리’(teaching position)에 George Freeman이 ‘딱 맞을 것’(ideally suited)으로
생각되어 ‘면접을 볼 수 있게 그를 추천’(put your name forward for an interview)하고 싶다고 한다. 즉 Freeman이
구직자임을 알 수 있다. 이 이메일은 구직자에게 인터뷰 주선을 하려는 것이므로 이메일이 Freeman에게 주로
전달하려는 것은 (a)의 ‘잠재적인 구직의 기회’이다.
6. Correct 문제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선발된 2,000명의 학생은 ‘입학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절’(to accept or
decline the admission offer)하는 데에 ‘4월 15일까지 한 달의 기간이 주어진다’(have one month, until April 15)고
하며, 대학교에서는 ‘신입생이 약 1,000명 될 것으로 예상’(anticipate an incoming class of around 1,000)한다. 이를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 중 절반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바꾸어 표현한 (d)가 정답이다.
오답분석
(a) 미국의 50개 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43개국에서 학생들을 받아들였다고 했으므로, 선발된 학급은 50개국의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b) 대학교 역사상 가장 많은 지원자 후보 중에서 선발했다고 했으므로, 지원자 후보 수가 작년만큼 많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c) 입학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것은 4월 15일까지라고 했으므로, 학생들은 4월 15일부터 한 달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7. 추론 문제
글쓴이가 가장 동의할 법한 내용을 묻는 추론 문제이다. 글쓴이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영업직의 종말을 오랫동안 예견해
왔는데, 결제 카운터가 자동화되고 전자상거래가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계산원과 판매 사원이 ‘곧 사라질 운명인 것처럼
보일 지 모르지만’(may indeed seem destined to fade away), 실제로 소매업 일자리는 미국에서 가장 흔한
고용형태이며 그 숫자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즉 영업직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언은 틀렸다는
것이다. 글쓴이가 소매업 일자리 성장의 가장 뚜렷한 이유로 ‘소비자들이 쇼핑 중 사람과의 접촉을 선호하기
때문’(consumers prefer human contact as a part of their shopping experience)이라는 점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전문가들은 매매과정에서의 인간 상호작용의 가치를 과소평가했다’라는 (d)가 글쓴이가 동의할 만한 내용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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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추론 문제
글쓴이가 가장 동의할 법한 내용을 묻는 추론 문제이다. 소프트웨어 회사 경영진들이 ‘해외 엔지니어 고용에 필요한
숙련근로자 비자를 더 많이 허용해달라고 정부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lobbying the government for more skilledworker visas for overseas engineers)는 내용의 기사가 신문에 실렸는데, 글쓴이는 이 기사에 대한 독자투고 형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 글쓴이의 입장은 현재 자국 컴퓨터과학 전공자들의 취업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채용 관행으로 임금을 억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 이상 편집증적인 것인 의심으로 치부되지 않아야 한다’(their hiring
practices can no longer be dismissed as paranoid)는 것이다. 즉 글쓴이는 해외 엔지니어의 싼 임금이 국내
엔지니어에게 불리하게 적용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b) ‘국내의 엔지니어들은 해외의 엔지니어들에게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가 글쓴이가 동의할 법한 내용으로 정답이다.

9. 중심 내용 문제
이메일의 두 번째 문단의 목적을 묻는 문제이다. 국제 관계 부서에서 ‘약 2주 후에 번역가를 고용할 예정’(will be hiring
a translator in approximately two week)인데, ‘이 자리가 수신인에게 더 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believe that this
position could be a better fit for you)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Ms. Collin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직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라고 종합한 (d)가 정답이다.

10. 추론 문제
이메일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Jenna Collins가 가진 ‘1년 간의 코디네이터
경험은 코디네이터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one year of experience in a coordinator role is insufficient for the
position)고 했으며, 두 번째 문단에서는 새로 모집하게 될 번역가 직무도 ‘또한 정규직일 것’(will also be fulltime)이라고 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애초에 지원했던 ‘공석인 코디네이터 직무는 정규직이다’라고 추론한 (a)가
정답이다.
오답분석
(b) Jenna Collins가 일한 경험이 번역가 직무에 지원할 자격이 있다고 했으므로, 번역가 직무에 근무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추론할 수 없다.
(c) Jenna Collins는 4년 이상의 근무 경험이 있지만 코디네이터로서 일한 것은 1년이며 경력의 대부분은 번역과
통역으로 보냈다고 했으므로, Ms. Collins가 번역가로서 일한 것은 3년 이하라고 추론할 수 없다.
(d) Jenna Collins에게 대안으로 제안된 번역가 직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미리 지원서를 보내주겠다고 했으므로, Ms.
Collins가 아무런 추가적인 서류 없이 번역가 업무에 지원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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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해설
1. (b) 2. (d) 3. (d) 4. (c) 5. (d) 6. (c) 7. (a) 8. (d) 9. (a) 10. (b)
1. 빈칸에 문장의 일부 넣기
빈칸이 있는 문장을 보면 Mega Pictures라는 영화사가 법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빈칸에 들어갈 핵심임을 알
수 있다. 지문은 영화사와 Pine 주의 불화에 관한 기사이다. ‘기업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a bill that would allow businesses to refuse services to certain groups and individuals)을
Pine 주의 국회의원들이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인데, Mega Pictures는 이는 차별을 용인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Mega Pictures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기업’(an inclusive company that embraces diversity)으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Pine 주에서 영화촬영을 계속할 수 없다’(it cannot continue to film in Pine Province should the bill
pass)는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Mega Pictures가 강조한 것은 제안된 법안이 ‘회사의 원칙과 상충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b)가 정답이다.

2. 빈칸에 문장의 일부 넣기
빈칸이 있는 문장을 보면 누군가가 불필요한 곤란을 피하기 위해 하는 행동을 빈칸에 넣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지문의
내용을 보면 요즘은 전립선 암 환자 거의 절반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대신에 ‘종양이 커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켜보는’(to be closely monitored to ensure that their tumors do not become too large) 방법을 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위험 종양을 진단받은 남성’(men diagnosed with low-risk tumor)의 경우 ‘전립선 암으로 10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the chance of dying from prostate cancer within a decade)은 매우 낮다는 내용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빈칸
문장의 ‘그들’(they)은 저위험 종양을 진단받은 사람이며, 이들이 ‘몸에 칼을 대는 치료를 포기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d)가 정답이다.

3. 빈칸에 문장의 일부 넣기
빈칸이 있는 문장을 보면 Lucas가 클라이맥스 장면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내용을 빈칸에 넣어야 함을 알 수 있다.
Lucas의 작품인 ‘스타워즈’ 시리즈의 악당 Darth Vader는 ‘원래 착한 사람이지만 “다크 사이드”로 전향한’(a good man
who turned to “the Dark Side”) 복합적인 인물이다. 그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Luke는 아버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게 되어 결투에서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주게 되고, 이를 통해 Darth Vader는 아버지로서의 헌신을 다시
깨우치게 되어 다크 사이드를 배신하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다. 이를 바탕으로 클라이맥스
장면에서 Lucas가 보여주는 것은 ‘사랑이 길을 잃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d)가 정답이다.

4. 빈칸에 연결어 넣기
지문은 비잔틴 제국에서 나프타라는 화학물질을 전투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한다. 빈칸 앞 문장은 나프타가 가득
찬 점토 항아리를 적의 배를 향해 발사 시켜 불을 붙게 했다는 내용이고, 빈칸 뒤 문장은 공기 펌프를 이용해 나프타를
분사 시켜 적에게 불타는 화학물질을 내뿜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보기 중 앞 문장에 대한 대안을 나타내는 (c)
Alternatively(또는, 대안적으로)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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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rrect 문제
지문과 일치하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일련의 전투에서 패배한 그리스 해군이 Salamis 섬으로 피신을 했는데, 완승을
기대한 페르시아가 Salamis 해협을 통한 공격을 시도하다가 그리스 해군에게 패배한 것이 Salamis 전투이다. 이 전투가
끝난 지 1년도 안 되어 ‘그리스에 남아있던 페르시아의 군사’(the remaining Persian forces in Greece)가 ‘전투에서
완패했다’(had been soundly defeated in battle)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Salamis 전투 이후에도 그리스에서 전쟁이
한동안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페르시아군이 Salamis 에서 패배한 것이 그리스에서의 전쟁을 끝내지 못했다’라고
바꾸어 표현한 (d)가 정답이다.
오답분석
(a) 연이은 참패 끝에 Salamis 섬으로 후퇴한 것은 그리스군이라고 했으므로, 페르시아군이 여러 번의 큰 패배 이후에
Salamis 섬으로 후퇴했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b) 페르시아의 Xerxes 왕이 결정적인 승리를 바라면서 Salamis 해협으로 함대를 이끌었다고 했으므로, Xerxes 왕이
Salamis 섬에서 그리스인들과의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꺼렸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c) 수로가 너무 좁아서 배를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은 페르시아군인데 Themistocles는 그리스 장군이므로
그가 Salamis 해협을 항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6. 육하원칙 문제
새로운 이론이 주장하는 바를 묻는 문제이다. 화성의 두 위성인 Phobos와 Deimos의 근원에 관한 여러 이론 중 하나에
의하면 ‘이 두 위성의 생성은 화성과 원시 행성의 충돌에서 비롯 되었으며’(their formation stems from a massive
collision between Mars and a protoplanet), 이 충돌로 생긴 파편들은 우주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가 ‘화성의 중력의
끌어당김으로 인해 다시 표면으로 떨어졌고’(fell back to Mars’s surface due to its gravitational pull), ‘가장 먼 두
파편인 Phobos와 Deimos만 남아 화성 주변을 돌고 있다’(only the two most distant, Phobos and Deimos, were left
in orbit)는 것이다. 이를 ‘살아남은 두 개의 위성은 화성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물체이다’라고 종합한 (c)가
정답이다.

7. 추론 문제
지문에서 Las Meninas라는 그림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그림 속 방의 맨 뒤에 있는 작은 거울에
비친 왕과 왕비가 ‘관찰자와 같은 위치에 있다’(are in the same position as the observer)고 한 것으로 보아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군주들의 시점에서 장면을 보게 된다’라고 추론한 (a)가 정답이다.
오답분석
(b) 이 그림에서 묘사된 Velázquez가 그리고 있는 것이 스페인 공주의 초상화인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c) 이 그림이 왕실 가문의 일상생활의 격식을 강조하고 있다고 추론할 근거는 없다.
(d) 왕과 왕비의 존재는 작은 거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림에서 왕과 여왕이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라고
추론할 수 없다.

8. 추론 문제
지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의 주장은 ‘나무통이나 보관 조건과 같은 다른 요인이 와인의 오염
원인일 수도 있는데’(other factors such as wooden barrels and storage conditions can be the source of the taint),
언론이 ‘코르크 마개를 범인으로 지목’(pinpointed cork as the culprit)하면서 와인 제조사들이 돌려서 따는 뚜껑이나
플라스틱 마개로 병을 봉인하도록 (‘turn to bottles sealed with screw caps or plastic stoppers) 유도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코르크 산업의 쇠퇴에 대한 일부 잘못이 언론에 있다’라고 추론한 (d)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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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분석
(a) 나무통이나 보관 조건 등도 와인 오염의 원인일 수도 있다고 했으므로 돌려서 따는 뚜껑이 있는 와인은 오염의
가능성이 없다고 추론할 수 없다.
(b) 코르크 외에도 와인 오염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코르크가 오염의 원인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오염된 코르크가 와인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추론할 수 없다.
(c) 코르크는 나무 껍질만 벗겨내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수확하기 때문에 코르크 마개를 사용한다고 코르크 나무가
파괴되지 않는다. 반면 코르크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 더 이윤이 많이 남는 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코르크 숲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플라스틱 마개를 이용하는 것이 코르크 숲을 보존하리라고 추론할 수 없다.

9. 육하원칙 문제
심판이 McBride를 승자로 선언한 이유를 묻는 문제이다. 6라운드 이후 다음 라운드가 시작되려고 할 때 Tyson이 ‘그저
일어서기를 거부’(simply refused to rise)했으며, 이것이 심판으로 하여금 ‘테크니컬 녹아웃으로 McBride가 승리한
것으로 선언’(declare the fight a technical knockout in McBride’s favor)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를
‘Tyson이 경기를 계속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바꾸어 표현한 (a)가 정답이다.

10. 추론 문제
지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6라운드 막판의 의도적 파울 때문에 Tyson이 ‘6라운드 득점에서
McBride를 능가할 가능성은 없었지만’(had no chance of outscoring McBride for the round), ‘심판들의 점수
카드에서는 종합 점수에서 여전히 앞서 있었다’(he was still ahead overall on the judges’ scorecards)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Tyson은 시합 대부분 동안 이기고 있는 듯했다’라고 추론한 (b)가 정답이다.
오답분석
(a) McBride가 당시 무명선수였고 Tyson이 자신의 승리를 예측한 것을 볼 때 McBride가 그 경기의 예상 승자였다고
추론할 수 없다.
(c) Tyson이 이전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그가 타이틀 보유자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므로
McBride가 Tyson에게 이겨서 헤비급 타이틀을 따냈다고 추론할 수 없다.
(d) Tyson이 지난 경기에서 Danny Williams에게 4라운드에서 녹아웃패를 당했고 코치와도 결별했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그가 이 경기를 앞두고 경력의 최고점에 있었다고 추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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