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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해설

영어독해 모의고사

pp. 14~23

words in sign language are not necessarily visual
representations ....
[14행] ...,

▶

01 ③
07 ③
13 ③

02 ②
08 ④
14 ③

03 ④
09 ②
15 ④

04 ⑤
10 ④
16 ⑤

05 ⑤
11 ⑤
17 ⑤

06 ④
12 ③

「not necessarily ~」는 ‘반드시 ~하지는 않다’라는 부분부정의 의미를 나타냄.

다. 보통은 각각의 체리 안에서 두 개의 콩이 발견된다. 그런데 약 5퍼
센트의 경우에는 콩이 단 한 개만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그것은
‘peaberry’라고 불린다. peaberry는 보통의 커피콩보다 더 작고 밀도가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원들의 친절함까지, 그것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 호

④ ‘while ... the building’은 분사구문으로,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

텔이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그곳에

여 접속사 while을 붙인 것이다. 「prevent + 목적어 + from + v-ing」는 ‘~

서의) 체류는 훌륭했습니다. 방들은 아주 깨끗했고, 비용은 책에서 언급

가 …하는 것을 막다’의 의미이다. 여기서 it은 the sun’s light를 가리킨다.

한 것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친절한 직원들

② 수화는 음성 언어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으로, 단순히 음성 언어를 다

과 함께 하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저는 드디어 새로운 여행 안내책자 회사

어휘

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로 바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다 absorption 흡수 lessen 줄이다 structure 구조, 기구; *건물

sign language 수화 a variety of 다양한 component 요소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 misbelief 오해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deaf 청

커피콩은 체리라고 알려진 커피 나무의 열매 속에서 자라는 씨앗이

③ 주어는 The best way, 동사는 is로 to plant는 be 동사의 보어로 쓰인

관해 어떤 좋은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의 청결과 비용에서부터 직

문제풀이

어휘

01  ③

책의 설명은 저를 정말로 속상하게 했습니다. 그 안내책자는 그 호텔에

각 장애가 있는 entirely 완전히
다, 유사하다

when it comes to ~에 관한 한 resemble 닮

have in common 공통점을 지니다 necessarily 반드시

representation 묘사, 표현 involve 포함하다

▶

I notice little things [that the guidebook gets wrong].

[ ]는 gets의 목적어인 little things를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wrong은 목적보어.
[10행] ..., and the cost was less than half [what the book said].
▶

03  ④

물; 세우다, 설치하다 rooftop 지붕, 옥상; 옥상의

구문해설
[2행] ...,

reconsider 재고하다, 다시 생각하다 absorb 흡수하다 transfer 전달하

[ ]는 선행사를 포함한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what은 the cost that[which]

으로 바꿔 쓸 수 있음.

plant 식

consumption 소비, 소비량

06  ④
환경에 덜 해로운 포장재를 제작하려는 시도로, 한 회사가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버려지고 나면 거름으로 바뀌는 새로운 친환경 포장 재료를 개
발했다. 몇몇 식료품점들은 이미 그들의 물품들에 그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나중에 가게에 그 포장재를 돌려주도록 장려된다. 그곳
으로부터 그것은 재활용 시설로 보내져 유기 토양으로 가공된다. 현재의

더 높다. 많은 사람들이 peaberry로 만든 커피가 더 달고 더 맛이 좋다고

Kublai Khan은 중국을 정복하고 원 왕조를 성공적으로 건립했던 몽

문제풀이

한 가지 단점은 이 재료가 기존의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것이

여긴다. 그러나 peaberry는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눈으로만 봐

골의 지도자였다. 그는 그의 제국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중국 문

여행 안내책자의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음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다.

지만, 그 비용은 곧 감소할 것이다. (플라스틱 대체재는 또한 환경을 돕기

서는 어느 체리에 peaberry가 들어있는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화의 많은 발전을 이끌었다. 종교적 자유가 부여되었고, 그와 함께 지원

이 때문에 그것들은 대개 다른 커피콩과 함께 섞여 팔린다. 몇몇 커피 재

단체, 지폐, 개량된 도로와 수로가 만들어졌다. 그는 또한 동절기의 수

어휘

도를 Mongolia에서 Beijing으로 옮겼고 하절기의 수도를 유럽에서는

upset 속상하게 하다 cleanliness 청결, 깨끗함 staff 직원 recommend 추

Xanadu 로 알려진 Shangdu에 건설했다. Kublai Khan은 Marco Polo

천하다, 권하다

배업자들은 손으로 peaberry를 따내어 따로 팔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요구되는 추가의 노동 때문에 그것들은 상당히 비싸다.

위해 매트리스, 깔개, 그리고 베개와 같은 물품들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
company 회사; 동반, 같이 있음 notice 알아채다 description 설명

beans are seeds [which grow inside a coffee plant’s
fruit, (which are) known as cherries].
[1행] Coffee

▶

[ ]는 seed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known 앞에 「주격 관계대명

사 + be동사」인 which are가 생략됨.

구문해설

곳에서 17년을 보냈고, 이는 동양 세계의 탐험에 대한 유럽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Kublai의 몽골 왕조는 그가 1294년에 죽은 후 지배권을

도시의 빌딩들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더 많

잃었고, 결국 권좌에서 밀려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ublai Khan은 중

은 에너지 사용은 더 심각한 지구 온난화를 의미한다. 우리가 빌딩들을

▶

국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억되는 전설을 만들

시원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때이다. 태양이 기존의 지붕들

once는 접속사로 ‘일단 ~하면’의 의미.

어냈다.

을 비출 때, 열은 흡수되어 빌딩 안으로 전달된다. 그러한 (열) 흡수를 줄

어휘

이거나 막는다면, 그 건물을 시원하게 하는 데 더 적은 에너지가 요구될

구문해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옥상 정원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

[11행] He

없다.
bean 콩 seed 씨, 씨앗 dense 밀도가 높은 flavorful 풍미 있는, 맛좋은

spent the next 17 years there, [writing reports on the
empire], [which created European interest in exploring the
Eastern world].
첫 번째 [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두 번째 [ ]는 앞 문장 전체를

sort 분류하다 tell 구분하다 contain ~이 들어있다 remove 제거하다, 떼다

▶

separately 따로 extra 추가의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

02  ②
수화는 손 모양, 동작, 그리고 얼굴 표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

문제풀이

나머지는 모두 Kublai Khan을 가리키는 반면 ④는 Marco Polo를 가
리킨다.

적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인과 영국인은 모두 영어를 구사한다.
그러나 이 두 나라 출신의 청각장애인들은 완전히 다른 수화를 가지고
있다. 또한 문법에 있어서, 특정 지역의 수화와 음성 언어가 항상 서로 유
사하지는 않다. 사실 미국에서 사용되는 수화의 문법은 영어보다는 일본
어와 더 공통점이 많다. 마지막으로, 수화의 단어들은 반드시 그것이 의
미하는 바의 시각적 묘사는 아니다. 예컨대, ‘달리다’에 해당하는 수화는
달리기와 비슷해 보이는 동작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빌딩을 뜨겁게 하는 것을 막는다. 도시의 모든 사무실 빌딩들이 옥상 정
원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총 에너지 소비량은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문제풀이

이 글은 환경에 이로운 새로운 친환경 포장재의 개발과 그 이용에 관한
내용으로, ④의 플라스틱 대체재가 매트리스, 깔개 등의 물건 등에 사용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소재는 비슷하지만, 전체 흐름과는 무관하다. ⑤의

When it does는 ③의 내용을 받아 When its cost comes down의 의
미를 나타내므로 ③에서 ⑤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구문해설

어휘

attempt 시도 green 환경 보호의 packaging 포장 material 물질,

[5행] If

재료

transform 변형시키다, 바꾸다 throw away 던지다; *버리다 process

that absorption were lessened or prevented, less energy
would be required to cool the structure.
▶

어휘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이나 상상을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 구문으로, 「If +

conquer 정복하다 establish 설립하다 dynasty 왕조 empire 제국

religious 종교의 along with ~와 함께 agency 대행사; *단체 capital *수도;

문제풀이

자본 merchant 상인

⑤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 구문으로, if 절

explore 탐험하다 have an impact on ~에 영향을 미

치다 legend 전설

에 동사의 과거형(had)이 왔으므로,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 동사
원형」 형태인 would drop이 와야 한다.

04  ⑤
저는 10년 넘게 같은 여행 안내책자 회사를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여행
할 때마다, 저는 그 안내책자가 잘못 알고 있는 사소한 것들을 알아차리
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런던 방문 중에, Hope Hall Hotel에 관한 그

2 수능만만 Basic 영어독해 모의고사

정원의 식물들은 성장하는 데 태양의 빛을 사용하고 또한 태양의 빛이

[ ]는 a new green packaging material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가공[처리]하다
(값이) 하락하다

organic 유기체의, 생물의 drawback 약점, 결점 come down
substitute 대체재 rug 깔개

주어 + 동사의 과거형 ~, 주어 + 조동사의 과거형 + 동사원형 ...」의 형태.

질 수 있다. 그런데 수화에 대해 그것이 그저 음성 언어를 표현하는 또 다
른 방식이라는 것과 같은 흔한 오해들이 있다. 하지만 사실 수화는 독립

one company has created a new green packaging
material [that looks like plastic but transforms to compost
once it’s thrown away].

[2행] ...,

05  ⑤

인들에게 잘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그 제국에 대한 보고서를 쓰면서 그

문제풀이

③ 육안으로는 어느 것이 peaberry가 들어있는 체리인지 식별할 방법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location 위치 switch 교환하다, 바꾸다

라는 유명한 상인이자 여행가가 1275년에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서양
구문해설

다.)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은 친환경 포장재 생산이 미국의 주요 산업이

오답풀이

① 문장의 진주어인 to부정사구이며, It이 가주어이다. 「keep + 목적어
+ 목적보어」는 ‘~을 …하게 유지하다, 두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② how 이하는 동사 reconsider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부사절로 선
행사 the way가 생략된 형태이다.

07  ③
많은 영국 기업들이 최근 직원들 간의 더 직접적인 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이메일이 없는 금요일’을 도입했다. 이메일은 사무실에서 가장 흔한 의사
소통 형식이지만 몇 가지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많은 불
필요한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는데, 이것들은 서버의 공간을 차지하고 다
른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 이것은 사무실에서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메일이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보내는 시간을 줄인다는 것이다. 직접 의사소통을 하
는 것은 이메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정답 및 해설

3

‘이메일이 없는 금요일’로,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일깨우

오답풀이

는 새로운 분야를 창출했다. 그것의 목적은 기계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길 원한다. 이메일이 없다면, 그들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① 정해진 가정 규칙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무인

찾아야 한다.

② 설정된 개인적인 목표

자동차들이 사고나 부상, 또는 심지어 사망까지 유발하는 상황에 대처하

③ 투자된 돈의 양

기 위해 법을 만들 필요도 있다. 이러한 최신 기술발전에 대처하기 위해

⑤ 참여한 시간의 총 길이

새로운 일련의 법들이 요구될 것이 분명하다.

구문해설
[5행] People

send a lot of unnecessary information by email,
[which takes up space on servers ...].
▶

[ ]는 앞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

어휘

district 지역, 구역 proposal 제안 report card 성적표, 통지표

[4행] [Driving

appearance 외모 participation 참여 permission 허가; *동의 progress 진

▶

행, 진척

이메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보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며 의사소통을 하

goal 목표 invest 투자하다 extent 정도, 범위 involvement 참여, 관련

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기업들이 이러한 사실을 직원들에게 일깨우기를

length 길이

｜문제｜ household 가정의, 가족의

provide ~라고 규정하다, 정하다

원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는 ③ ‘직원들 간의 더 직접적인 소통을
장려하기’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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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 ]는 a program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 「turn A into B」는

‘A를 B로 바꾸다’의 의미.
[7행] People

[who have had professional experience working

S

구문해설

grade ~의 성적을 매기다 have an effect on ~에 영향을 주다 factor 요인

문제풀이

the Japanese government is starting a program [to turn
older retired people into childcare workers].

[5행] ...,

on the highway], there is always ....

with children, such as teachers, nurses, and social workers],
are preferred.
V

[ ]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는 현수 분사구문. (= When we drive ...)

is also the need to create laws to handle situations
[in which driverless cars cause accidents, injuries or even
deaths].
[12행] There

▶

문장의 주어는 People이고 동사는 are preferred. [ ]는 People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문제풀이

힘든 양육으로 인해 일하는 엄마들이 자녀를 갖지 않아 출생률이 낮아지

to create는 the need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to handle은

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한 노인들이 아이들을 돌보도록 하는 프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 ]는 situations를 선행사로 하는

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⑤ ‘일하는 엄마들을 돕기 위해 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in which는 관계부사 where로 바꿔 쓸 수 있음.

퇴자들을 모집하기’가 주제로 적절하다.

▶

① 좀 더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기

과학은 우리에게 두 생물이 그들 서로를 돕는 관계를 형성하는 공생 관

② 사무실 서버의 공간을 절약하기

계에 대해 가르쳐 준다. 비슷한 관계가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상당히 일

④ 불필요한 장비에 더 적은 돈을 쓰기

반적이다. 예를 들어, 아무 회사나 생각해 보라. 혼자서는 어느 한 사람도

문제풀이

오답풀이

⑤ 개선된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회사의 연구, 기술, 회계, 제조, 마케팅 등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를

무인 자동차가 유용하기는 하지만 생명과 관련된 선택을 기계에 맡겨야

① 노인들을 위한 복지 지원을 늘리기

바랄 수는 없다. 그러나 함께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요지로는 ④ ‘무인 자

② 일본 어린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치료약이 발견되고,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된다. 각

동차는 사회에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가 적절하다.

③ 일본에 새로운 정부 기관을 창설하기

어휘

downside 부정적인 면 take up 차지하다 productivity 생산성, 생산력

in person 본인이, 직접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 일깨우다
｜문제｜ qualified 자격 있는, 적임의

interaction 상호 작용 equipment 장비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유지함으로써, 일종
의 공생 관계가 형성된다.

teaches us about symbiotic relationships [in
which two creatures form a relationship that helps both of them].
[1행] Science

필라델피아의 한 학군은 흥미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 그것은 학부모들에
게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들의 참여 정도를 점수로 매긴 성적표를 주는
것을 시작하고 싶어한다. 그 지역은 이것이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의 교육
에 있어 더 큰 역할을 담당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자녀의 학업 성적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몇

▶

[8행] Cars

are built, medicines (are) discovered, and complex
problems (are) solved.

들의 건강과 외모, 부모의 월간 학부모–교사 모임에의 참여, 동의서를 제

[10행] By

attracting and keeping people with the best skills ....

「by + v-ing」는 ‘~함으로써’의 의미.

들은 자녀들의 교육적인 향상에 있어 그들이 차지하는 역할을 상기하게
될 것이다.

(A) 빈칸 뒷부분은 생물의 공생 관계가 비즈니스 세계에도 존재한다는

wants to begin giving report cards to students’ parents,
[grading the extent of their involvement ...].
[2행] It

▶

A			

어휘

numerous 많은 robotic 로봇의 vehicle 차량 potential 잠재적인

driverless 운전자 없는 crash into ~와 충돌하다 ethics 윤리학 recognize A
from B A와 B를 분별하다 handle 다루다 latest 최신의 ｜문제｜ present 주
다; *야기하다

ethical 윤리적인

B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의 의미인 「remind A of B」 구문이 수동태로 바뀌면

서 A에 해당하는 parents가 문장의 주어가 됨. [ ]는 the role을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사 prefer ~을 더 좋아하다

social worker 사회 복지

carry out 실행하다 employment 고용 recruit

task 직무 source of income 수입원 ｜문제｜ welfare 복지

(B) 빈칸을 포함한 문장은 앞 문장에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역접의 연결
사인 however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어휘

creature 생물 form 형성하다 expert 전문가 accounting 회계

manufacturing 제조 complex 복잡한 attract 끌어당기다, 유인하다

머지 않아 도로에는 운전자가 없는 차들이 많이 다닐 것이다. 이러한 로

다층식 주차장의 층들은 모두 똑같아 보인다. 물론, 각 층을 구분하는 숫
는 것을 잊기 쉽다. 많은 사람들처럼, 나는 종종 내가 어느 층에 차를 주

11  ⑤

차했는지 기억해내지 못한다. 따라서 나는 각 층이 독특한 색깔로 구별

하는 엄마들이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
은 그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쪽을 선택하도록 만든다. 이 문제에 대한 대
응으로, 일본 정부는 나이 든 은퇴자들을 아이들을 돌보는 근로자로 변
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다. 교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들과 같
이 아이들과 함께 일해 본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선호된다. 이
를 위한 사람들을 모집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바라건대, 이 프로그램은
이중의 이득을 갖게 될 것이다. 은퇴한 사람들은 새로운 수입원을 갖게
될 것이고, 일하는 엄마들은 더 많은 아이들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10  ④

12  ③
자들이 있지만, 만약 당신이 서두르고 있다면 그 숫자에 주의를 기울이

프로그램은 복지부가 시행한다. 그들은 국가의 고용센터가 이러한 업무

parents will be reminded of the role [(that) they

play in their children’s educational progress].
▶

앞 문장에 대한 예시이므로 For example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 ]는 report cards를 부연 설명하는 현재분사구.

[13행] ...,

birth rate 출생률 option 선택권 in response to ~에 응하여, ~에 답하

여 retired 은퇴한 professional 직업의; *전문적인

모집하다

일본에서는 출생률이 수년 동안 감소하고 있다. 이것의 한가지 원인은 일
문제풀이

구문해설

⑤ 기계는 사람보다 더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같은 구조의 문장이 반복되면서 동사인 are가 각각 생략된 형태.

▶

▶

③ 무인 자동차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어휘

[ ]는 symbiotic relationships를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in

which는 관계부사 where로 바꿔 쓸 수 있음.

가지 요인들이 부모의 점수를 결정하는 데 포함될 것이다. 이것들은 학생
때 사인하고 돌려보내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그들의 점수와 함께, 부모

① 로봇은 우리의 고속도로를 운전하기에 더 안전하도록 만들 수 있다.
② 새로운 법들은 그것들이 해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한다.

구문해설

08  ④

④ 엄마들이 전문가가 되도록 장려하기

오답풀이

구문해설
[3행] This

이 그들이 어느 층에 주차했는지 기억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줄 것이
다. 숫자를 찾을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주변의 색을 알아채는 것에 훨씬
더 적은 노력이 든다.
구문해설
[3행] ...
▶

makes them choose not to have children.
V

O

OC

문제풀이

빈칸 이후에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자녀의

로에서 운전할 때, 언제나 생사가 걸린 선택을 할 잠재적인 필요가 있다.

학업 성취에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빈칸에는 ④ ‘그들(부

예를 들어, 무인 자동차는 그것이 다른 차를 들이받아야 하는데도 개를

로 쓰인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인 to have 앞에 not을 써서 to부정사의 부정을

모들)의 참여 정도’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치는 것을 피해야 하는가? 우리는 정말로 로봇이 이러한 종류의 결정을

나타냄.

「make + 목적어 + 목적보어」는 ‘~가 …하게 만들다’의 의미. choose의 목적어

it’s easy to forget to take note of the number.

it은 가주어, to forget 이하가 진주어. 「forget + to-v」는 ‘(미래에) ~할 것을 잊

다’의 의미. 「forget + v-ing」 ‘(과거에) ~한 것을 잊다’와의 의미 차이에 유의할 것.

I propose that each level (should) be distinguished by
a unique color.
[5행] So,

▶

봇 차량들은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한다. 고속도
▶

될 것을 제안한다. 승강기 버튼에도 색깔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 propose 뒤에 이어지는 that절에서 동사는 「should +

동사원형」 형태를 쓰며 이때 should는 생략할 수 있음.
[8행] This

will make it easier for people to remember [which
V

O

level they parked on].

OC

내릴 것이라고 믿는가? 이러한 종류의 질문들은 ‘기계 윤리학’이라고 하
4 수능만만 Basic 영어독해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5

▶

「make + 목적어 + 목적보어」로 이루어진 5형식 구문. it은 가목적어, to

remember 이하가 진목적어이며 for people은 to remember의 의미상의 주어.
[ ]는 동사 remember의 목적어로 쓰인 「의문사+주어+동사」 어순의 간접의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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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러나 이상한 기구를 머리에 매단 채로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쉽지

5 약점, 결점    6 정도, 범위    7 지역, 구역    

는 않다. 사람들은 자주 그를 미심쩍은 눈으로 보며, 그는 eyeborg 때문

8 황폐케 하다, 폐허로 만들다    9 종교의    10 요소    

태국은 몇십 년 전 새우 시장에 뛰어든 많은 개발도상국들 중 하나이며,

에 몇몇 공공장소의 출입을 금지당했다. 그는 한번은 시위 도중에 경찰관

11 차량    12 회계    13 모집하다    14 초과한    

그 이후로 세계 최대의 양식 새우 수출국이 되었다. 이 새우의 90퍼센트

들에게 공격당하기도 했다. 그가 자신들을 몰래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한

15 묘사, 표현    16 contain    17 productivity    18 dynasty

문제풀이

이상이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연합으로 운송된다. 유감스럽게도, 새우

경찰관들이 eyeborg를 Harbisson의 머리에서 떼어내려고 하다가 그것

19 merchant    20 sign language    21 qualified    

다층식 주차장에서 자신이 주차한 층을 잊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층별

양식의 증가는 태국의 몇몇 주요한 환경 문제들을 일으켜왔다. 이러한 문

을 망가뜨렸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구에 무척 만족하

22 independently    23 absorb    24 entirely    

로 다른 색을 이용하여 기억하기 쉽게 만들자고 제안하는 글이다.

제들은 너무 심각해져서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홍

며 그것이 계속 발달하기를 기대한다.

25 employment    26 ethics    27 participant    
28 manufacturing    29 estimate    30 sort

수림의 보호를 지지하는 미국의 한 단체는 소비자들에게 태국산 새우 구
구문해설

level 층 multistory 여러 층의, 다층의 park 주차장; 주차하다

매를 중지하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새우 양식으로 인해

distinguish 구별하다 in a hurry 급히, 서둘러 take note of ~에 주목하다

홍수림에 야기되는 피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몇몇 전

propose 제의하다, 제안하다 effort 노력 notice 알아채다, 인지하다

문가들은 태국의 홍수림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새우) 양식장으로 인해 황

(B) [3행] [(Being) Nicknamed the “eyeborg,”] the device is
worn on the head, with a small camera hanging ....

surroundings 주변, 주위

폐화되었다고 추정한다.

▶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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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이 당신이 더 오래 살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한다. 덜 먹는 것은 실제로 노화의 영향을 줄여주는 것으
로 보인다. 그 연구의 참가자들은 칼로리 섭취를 줄이기 위해 단것, 청량
음료와 가공 식품을 먹는 것을 중단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이 섭취
한 모든 칼로리는 영양가가 높은 것이었다. 그들은 하루에 약 1,600칼로
리를 섭취했다. 7년의 기간에 걸쳐, 그들은 20킬로그램 이상을 감량했다.
게다가 그들의 혈압, 혈중 지방, 인슐린 수치는 젊은이들의 그것과 비슷했
다. 보통 심장은 나이가 듦에 따라 경직된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과도한
지방을 피했는데, 과도한 지방은 심장을 굳게 하는 조직의 생성을 돕는
다. 그 연구는 칼로리를 덜 섭취한 사람들이 그들보다 10~15세 젊은 사
람들만큼 유연한 심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the participants avoided excess fat, [which helps
create the tissue {that stiffens the heart}].
[11행] But

[ ]는 excess fat을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 { }는

the tissue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study showed [that people {who consumed less
calories} had hearts {that were as flexible as ...}].
[12행] The

▶

instance, a U.S. group [supporting the protection
of mangrove forests] is trying to convince consumers to stop
buying Thai shrimp.
[9행] For

[ ]는 a U.S. group을 수식하는 현재분사구. 「convince + 목적어 + to-v」는

‘~가 …하도록 설득하다’의 의미. 「stop + v-ing」는 ‘~하는 것을 그만두다’의 의미.

주어진 문장의 These issues는 ③ 앞의 some major environmental

problems in Thailand를 가리키며, ③ 뒤의 태국산 새우 구매 중지 운
동은 주어진 문장의 attracting international attention의 한 예이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가장 적절한 위치는 ③이다.
developing country 개발도상국 shrimp 새우 exporter 수출업자

[ ]는 동사 showed의 목적절. 첫 번째 { }는 people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

계대명사절. 두 번째 { }는 heart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as + 형
용사 + as ~」는 ‘~만큼 …한’의 의미.

소비자 convince 설득하다

(D) [1행] [While (he was) in university], he attended ....
▶

[ ]는 시간의 부사절로, 「주어 + be동사」가 생략된 형태.

raise awareness of ~에 대한 인식을 높이다

estimate 추정하다 ruin 황폐케 하다, 폐허로 만들다

15. (A) Neil Harbisson은 흑백만 볼 수 있는 희귀한 병이 있지만 색을

을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이 글의 제목으로는 ⑤ ‘색을 경험하는
다른 방법’이 적절하다.
17. ⑤ eyeborg를 만든 사람은 Harbisson이 아니라 인공두뇌학 강사였
다.

15  ④      16  ⑤      17  ⑤

오답풀이

(A) Neil Harbisson은 스페인의 Catalonia 지역에서 자란 영국인 화가

② 생명을 구하는 전자 기기

16. ① 음악과 시각예술의 결합

이자 작곡가이다. 그는 검은색, 흰색, 그리고 여러 가지 회색 색조들만 볼

③ eyeborg: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게 도와줌

수 있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어렸을 때 그의 의사들은 그에게 치

④ 기술이 예술을 창조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가?

료법이 없다고 알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 때 그는 색깔을 더
composer 작곡가 condition 질환 shade 그늘; *색조 inform 알려주

에 대해 문의했다. 마침내 웹캠, 컴퓨터와 헤드폰을 이용하여 그 강사는

~을 겪다

색깔을 여러 가지 소리로 변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다. Harbisson은

*시위

오답풀이

처음에는 두통에 시달렸지만, 그의 뇌는 약 5주가 지나자 그 시스템에 적

*바꾸다 adapt 적응하다

① 지방은 우리의 신체를 노화시킨다

응했다.

② 심장도 노화한다

(B) 이제 Harbisson은 그 기구를 착용하기만 하면 색깔을 들을 수 있는

④ 신체는 어떻게 노화하는가

세상에 있을 수 있다. ‘eyeborg’라는 별명이 붙은 그 기구는 머리에 착용

⑤ 혈압을 낮추기 위해 칼로리를 줄여라

하는 것으로, 소형 카메라가 한쪽 눈 위에 달려 있다. 그 카메라는 빛의
파장을 감지하며, 이 파장은 기구 뒤쪽에 있는 칩에 의해 소리로 변환된

normally 보통은 excess 초과한 tissue 조직 stiffen 딱딱하게 하다, 굳어지
게 하다

flexible 유연성이 있는, 탄력적인 ｜문제｜ age 노화시키다

1 saying 2 to sell 3 eating 4 to see
1 to close 2 watching 3 to see 4 putting

16. 흑백만 볼 수 있었던 Harbisson이 eyeborg 덕분에 다양한 색을 들

skull 두개골 represent 대신하다; *나타내다 perceive 인식하다 go through

processed food 가공 식품 consume *먹다; 소비하다 nutritious 영양이 되는

B

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사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색을 볼 수 있게 해 줄 기구를 만들어낼 가능성

intake 섭취량 actually 실제로 participant 참가자 sweet 단것

A

구하고 Harbisson이 그것에 대해 갖고 있는 애정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

(D) 대학 재학 중에 그는 한 인공두뇌학 강의에 참석했다. 그 후 그는 강

어휘

3 of her

원리를 언급한 후 (C) eyeborg를 착용하여 생기는 문제점과 그럼에도 불

다 despite ~에도 불구하고

으로 ③ ‘적게 먹으면, 더 오래 산다’가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1 to 2 it 3 for 4 of
1 told her not to 2 to be

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B) ‘eyeborg’라는 별명이 붙은 기구의 작동

어휘

칼로리 섭취를 줄임으로써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

B

서 인공두뇌학 강사가 만들어준 기구를 통해 색깔을 소리로 들을 수 있

잘 이해하고 싶다는 희망을 품고 미술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문제풀이

A

EXERCISE 2

문제풀이

이해하고 싶어서 미술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는 내용 다음에 (D) 대학에

문제풀이

어휘

EXERCISE 1

채로’의 의미.

farm 양식하다; 양식장 ship 배로 나르다 support 지지하다 consumer

구문해설

▶

구문해설

▶

Grammar in Use

[ ]는 the device를 부연 설명하는 분사구문으로 앞에 Being이 생략된 형태.

「with + 목적어 + 현재분사」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가 …한

다. Harbisson은 두개골의 뼈를 통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다른 음은
다른 색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C음은 파란색을 의미하며, F음은 빨
간색을 나타낸다. Harbisson은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색보다 더 많은
360가지 색들을 들을 수 있다. “그것은 제가 미술을 인식하는 방식을 완

device 장치, 기구 detect 탐지하다 rear 뒤쪽

strap 띠로 매다 suspicion 의심 attack 공격하다 protest 항의;

evolve 발전하다, 진화하다 possibility 가능성 translate 번역하다;
｜문제｜ combine 연결하다

WORD CHECK-UP
1 ⓓ    2 ⓒ    3 ⓑ    4 ⓐ
1 ③    2 ③    3 ①
1 reminds, of    2 throw away    3 in common    4 in person
1 씨, 씨앗    2 소비, 소비량    3 줄이다    4 변형시키다, 바꾸다    

전히 바꾸어 놓았어요.”라고 그는 말했다.
6 수능만만 Basic 영어독해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7

02
01 ③
07 ②
13 ⑤

또한 우리 문화의 낭비, 과잉 생산, 그리고 과소비에 대한 항의이다. 프리

영어독해 모의고사

02 ④
08 ④
14 ②

03 ⑤
09 ②
15 ②

04 ⑤
10 ④
16 ②

pp. 24~33

05 ③
11 ②
17 ⑤

06 ⑤
12 ⑤

건들은 이러한 것들을 기아에서부터 지구 온난화에 이르는 모든 세계 문
제들의 원인으로 본다.

▶

[3행] ..., a small group of people [that call themselves “freegans”]

▶

[ ]는 people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as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

는 접속사.

구문해설

arrive.			

is especially true for people [who are trying to lose
weight], as your calorie count is a big factor in weight gain.
[8행] This

V

O

OC

[ ]는 a small group of people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call +

목적어 + 목적보어」는 ‘~을 …라고 부르다, 칭하다’의 의미.

things from other people’s waste] allows them to
avoid buying things themselves.

01  ③

[ ]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며, 「allow + 목적어 + to-v」는 ‘~가

화가였다. 그는 바로크 양식, 특히 극적이고 상세한 회화 양식으로 작업
한 화가였다. 그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요한 수많은 장면들을 그
렸지만, 초상화로 가장 잘 알려졌다. 나머지 왕실 가족과 평민들의 모습
뿐만 아니라, 펠리페 4세의 많은 초상화들이 Velázquez에 의해 그려졌
다. 19세기 전까지, Velázquez는 스페인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에, 사실주의와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의 작품을 그들 작품
의 귀감으로 삼기 시작했다. 파블로 피카소, 살바도르 달리, 그리고 프랜
시스 베이컨과 같은 현대 화가들이 모두 Velázquez에 대한 그들의 감탄

문제풀이

서 바닷가재들을 전 세계로 수송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이전에 한 번

사람들은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많이 먹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도 바닷가재를 먹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바닷가재에 매료되었다. (C) 오

음식이든 고칼로리 식단은 몸에 이롭지 않으므로 적당량을 먹어야 한다

래지 않아,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그 유명한 해산

고 말하고 있다.

물을 먹으러 오는 바닷가재 식당들이 생겨났다. 상류층에서의 바닷가재
의 인기는 그것을 오늘날과 같은 값비싼 향응으로 바꾸어 놓았다.

he painted numerous historically and culturally
important scenes, he was best known for his portraits.
While은 접속사로 ‘~하지만, ~한 반면에’의 의미. 「be known for ~」는 ‘~으로

알려지다’의 의미.

A

as well as images of the rest ....
B

「A as well as B」 는 ‘B뿐만 아니라 A도’의 의미.

문제풀이

③ 8행에서 평민들(common people)의 모습도 그렸다고 언급되었다.
어휘

court 궁정, 왕실 detailed 상세한 numerous 다수의, 수많은 scene

장면 portrait 초상화 royal family 왕실, 황족 realist 사실주의 예술가

impressionist 인상주의 예술가 model after 본으로 삼다, 거울로 삼다
admiration 감탄, 찬양

02

factor 요인, 요소 amount 총액, 총계; *양

  ④

매일 밤, 수천 파운드의 쓰레기가 맨해튼의 가게, 식당, 그리고 집 앞의 보
도에 놓여진다. 이 일이 벌어지자마자, 스스로를 ‘프리건’이라고 부르는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도착한다. 그들은 쓰레기를 자세히 살펴보고 남은
음식과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물건들을 챙긴다. 대부분의 프리건
들은 노숙자가 아니며, 그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그래
야 하기 때문에 쓰레기에서 나온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
주의에 대한 거부로서 그렇게 한다. 다른 사람들의 쓰레기로부터 물건들
을 챙기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물건을 사지 않아도 되게 해준다. 그것은
8 수능만만 Basic 영어독해 모의고사

구문해설

there were so many lobsters in the sea that they washed
up on the shore in huge piles.

[8행] ...,

04  ⑤

▶

「so ~ that ...」 구문으로 ‘너무 ~해서 …하다’의 의미.

감정은 우리의 소비 습관에 영향을 미친다. 한 새로운 연구의 결과들은
특히 슬픔이 우리가 쇼핑할 때 더 많은 돈을 소비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

popularity among the upper classes changed lobster
into the expensive treat that it is today.

여준다. 연구원들은 한 그룹의 참가자들에게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비디

▶

오를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 다른 참가자들은 감정적으로 중립적인 비디

today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현재에는 그러함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된 관

오를 시청했다. 비디오를 시청한 후, ‘슬픈’ 사람들은 물 한 병에 4배 이

용적 표현.

오답풀이

①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② 대부분 노숙자가 아니며 직업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③ 자본주의 및 현대 문화에 대한 거부로서 쓰레기를 뒤진다.
⑤ 기아 및 환경 문제 등을 자본주의의 폐해로 본다.
garbage 쓰레기 sidewalk 인도, 보도 sort through 자세히 살펴보다

과잉 생산 overconsumption 과소비 starvation 기아, 아사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

「change A into B」 구문으로 ‘A를 B로 바꾸다, 변화시키다’의 의미. that it is

리가 슬플 때 자기 생각에 몰두하는 경향에 의해 생겨난다. 놀랍게도, 그

문제풀이

‘슬픈’ 참가자들은 그들의 슬픔이 그들의 소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

주어진 문장에서 바닷가재가 과거에도 지금처럼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

닫지 못했다.

니라고 했으므로, 그 뒤에 과거에는 바닷가재가 너무 흔해서 하층민들이
먹었던 음식이었다는 내용의 (B)가 오고, 냉동 운송 시설의 도입으로 상

leftover 나머지의, 남은 homeless 집 없는; *노숙자 rejection 거절
capitalism 자본주의 waste 쓰레기; 낭비 protest 항의 overproduction

[15행] Its

상의 돈을 기꺼이 지불하려 했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우

황이 바뀌었다는 내용의 (A)가 이어진 다음, 지금은 바닷가재가 주요 도
시에서 값비싼 음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내용의 (C)로 연결되는 것

구문해설

conducted an experiment [in which they
showed a group of participants a video {that caused sadness}].
[3행] Researchers
V		

[6행] Dozens of portraits of Philip were painted by Velázquez,

▶

healthy 건강에 좋은 count 계산; *총계, 합계 overeat 과식하다

의미로 쓰레기에서 먹을 것과 쓸만한 물건들을 모으는 사람들이다.

어휘

[4행] While

▶

어휘

프리건들은 자본주의를 거부하고 과잉 생산과 과소비에 대해 항의하는

을 표현했다.
구문해설

웠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음식으로 여겨졌다. (A)
그러나 냉동 운송 수단의 도입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이것은 Maine에

…하도록 허용하다’의 의미. avoid는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함.

17세기 스페인의 화가인 Diego Velázquez는 펠리페 4세의 최고의 궁중

들은 거대한 더미로 해안가에 밀려 올라왔다. 그것들은 잡기가 너무 쉬

문제풀이

[9행] [Taking

▶

들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다. (B) 20세기 이전에
Maine과 같은 지역에서는, 바다에 너무 많은 바닷가재들이 있어서 그것

IO		

DO

이 자연스럽다.
어휘

lobster 바닷가재 extremely 극단적으로; *매우 introduction 도입

03  ⑤

▶

where로 바꿔쓸 수 있음. 「show + IO + DO」는 ‘~에게 …을 보여주다’의 의미.

prior to ~에 앞서 wash up on ~로 밀어 올리다 shore 해안 collect 모으다,

몸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칼로리 합계에 있어 특히

{ }는 a video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수집하다

this effect is caused by our tendency [to become
self-absorbed when we are sad].

treat 대접, 향응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보고에 따르면, 몸에 좋은 음식
들을 먹는 사람들은 종종 패스트푸드를 먹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먹을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이 몸에 좋기 때문에, 그들

[ ]는 an experiment를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in which는

[9행] ...,

▶

[ ]는 our tendenc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

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refrigerated 냉장의, 냉동의 transportation 운송 수단 ship 배로 나르다
view ~라고 생각하다, 간주하다 upper (신분·계급 등) 상류의, 상급의

06  ⑤

이 아니다. 당신이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든지 간에 고칼로리 식단은 당

문제풀이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그가 만났던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도 기억할

신에게 좋지 않다. 이것은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그

슬플 때 쇼핑을 하는 경우 자기 감정에 몰두하게 되어 더 많은 돈을 소비

수 있다고 자랑하곤 했다. 새로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는 항상 그들의

러한데, 칼로리 합계가 체중 증가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름을 분명하게 들으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그는 그 이

몸에 좋은 음식들을 계속 먹어라. 하지만 몸에 좋은 양만큼 섭취할 것 또
한 기억하라.

오답풀이

구문해설

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those [who eat healthy foods] are more likely to overeat
than those [who often eat fast food].

② 소비 습관이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소비 습

[3행] ...,

▶

[ ]는 각각 those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those who ~」는 ‘~하

는 사람들’의 의미.

high-calorie diet is not good for you, no matter what
kinds of food you eat.
[7행] A

▶

「no matter what ~」은 ‘어떠한 ~이라도’의 의미로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며 복

합관계형용사인 whatever로 바꿔쓸 수 있다.

어휘

sadness 슬픔, 비애 shop 물건을 사다 conduct 수행하다

experiment 실험 participant 참가자 neutral 중립의 tendency 경향
self-absorbed 자기 생각에 몰두한 have something to do with ~와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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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다시 듣게 해달라고 요청하곤 했다. 누군가가 특이한 이름을 가졌다
면, 그는 그 사람에게 이름의 철자를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화에서, 그
는 항상 그 새로운 이름을 여러 번 사용했다. 그는 또한 그 이름이 누구
의 이름인지를 알기 위하여 그 사람의 특징들을 기억하려고 했다. 때로
는, 그가 특히 중요한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해야 했을 때, 그는 종이에 그
이름을 적고 외울 때까지 그것을 응시하곤 했다.
구문해설
[4행] If
▶

he did not, he would ask to hear the name again.

여기서 would는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냄. 문맥상 이 문장은 현

재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가 아님에 유의할 것.

바닷가재는 현재 아주 맛있다고 여겨지며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음식

정답 및 해설

9

also attempted to memorize the person’s features so
that he would know [who the name belonged to].
[7행] He

▶

「so that + 주어 + will/may/can ...」 구문으로 ‘~가 …하기 위하여, …하도록’

이라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냄. [ ]는 know의 목적어로 쓰인 「의문사 + 주어 + 동

어휘

produce 생산하다 environmental 환경의 pollution 오염 waste

dumpsite 쓰레기 처리장 launch 발사 communications satellite 통신 위성

이 전략을 이용하여, 이 박쥐들은 다른 박쥐들이 잡을 수 없는 나방들을

weapon 무기 orbit 궤도; *궤도를 그리며 돌다 chip 조각, 토막 junk 쓰레기,

쉽게 잡는다. 연구원들은 이 발견에 놀라워했는데, 포식자들이 먹이보다

폐물 threat 위협 space mission 우주 비행 ｜문제｜ shortage 부족

유리한 점을 발달시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는 그 결과가 포식자
보다는 먹이에게 더 가혹하기 때문이다.

사」 어순의 간접의문문으로 여기서 의문사 who는 전치사 to의 목적어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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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나폴레옹이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사용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내용이
므로 제목으로는 ⑤ ‘이름을 기억하기 위한 나폴레옹의 남다른 노력들’이
적절하다.

② 성공한 역사적 지도자들의 습관
③ 새로운 이름을 외우는 암기 요령
④ 프랑스 황제들의 이름 기억하기

람들의 자아상과 그들이 타인에게 비치는 방식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한
다. 그들은 이 차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정직하지 못하며 다

conversation 대화 attempt 시도하다

memorize 기억하다, 암기하다 feature 특징, 특색 belong to ~에 속하다
stare 응시하다 learn 배우다; *외우다 ｜문제｜ unique 특이한, 독특한 trick
비결,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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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우리의 도시들이 너무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과 환경오염이 세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
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쓰레기 폐기장들 중
의 하나가 바로 우리 머리 위의 우주 공간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1957년 이래로 4천 건은 족히 넘는 우주로의 발사가 있었다. 그 발
사들은 초당 6마일에 이르는 속도로 우리 행성(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로켓과 통신 위성, 과학적 실험물들, 그리고 무기들을 남겼다. 먼지크기

[ ]는 the echoe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have special ears [that allow them to hear bats’ calls];
they then fly in such a way that the bats cannot catch them.
[4행] They

▶

다. 그래서 이 상태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로 이어질 수 있다. 가면 현상

~」은 ‘~와 같은 방법으로’의 의미.

며 더 이상의 성공을 거두려는 노력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구문해설

imposter phenomenon is a condition [that is often
experienced by celebrities and other people {who suddenly
become successful or famous}].
[1행] The

▶

[ ]는 a condition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는 other people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9행] ...,
▶

they begin to feel as though they are dishonest ....

as though는 ‘마치 ~인 것처럼’의 뜻으로 as if와 같음.

문제풀이

all know [that our cities are producing ...] and [that
environmental pollution is ...].
각각의 [ ]는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서 접속사 and에 의해 병렬

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나은 상황에 있다. 독일의 거대 자동차 부품 기업
인 Bosch의 예를 생각해 보라. 이 회사는 경제 위기가 시작된 이래로, 단
한 명의 정규직 직원도 해고하지 않았다. 그 회사는 시간 저축 계좌를 사

오답풀이

① 이러한 종류의 나방을 사냥하지 않는
③ 이 나방들을 찾기 위해 야간 시력을 이용하는
④ 나방들이 듣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용히 날 수 있는
⑤ 방향을 재빨리 바꿔서 도망치는 나방을 잡을 수 있는
어휘

prey 먹이 reflect 반사하다 moth 나방 advantage 유리한 점, 장점
evolve 발달시키다 consequence 결과 severe 심각한, 가혹한

｜문제｜ edge 우위, 우세

escape 탈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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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들 때문에, Bosch와 같은 기업들은 해고를 피할 수 있고, 독일의
실업률은 증가하지 않는다.
구문해설
[12행] ..., the company provides employees with new training
so (that) they can work on different projects.
「provide A with B」 구문으로 ‘A에게 B를 제공하다’의 의미. 「so (that) + 주어+

③ 감정들과 그들이 감정들을 표현하는 방식

→ 그들의 탄력적인 정책들 덕분에, 독일 기업들은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

⑤ 자부심과 그것이 타인에게 보이는 방식

마을이다. 그 마을은 2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인근의 구릉지에

고 직원들을 유지할 수 있다.

어휘

imposter 사기꾼, 사칭하는 자 phenomenon 현상 celebrity 유명 인사

서 금이 발견된 후에, 대형 광산 회사들이 들어서며 Ogoomor가 탄생했
다. 몇 년 후에, 그 회사들은 작업을 중단했지만, 일부 몽골인들은 작은

self-image 자아상 self-esteem 자부심

이 닌자거북이’에서 따온 ‘닌자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처음에 이

문제풀이

사람들은 인근의 시골에서 온 유목민들이었다. 하지만 곧 학생, 택시 운

우주 공간에 있는 방대한 양의 쓰레기가 앞으로 우주 비행에 큰 문제가

전사 그리고 심지어 의사들 같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금을 찾기 위

10 수능만만 Basic 영어독해 모의고사

원들이 다른 프로젝트에 착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을 제공한다. 이러

문제풀이

딱지같이 등에 메고 다닌다. 이 모습 때문에, 그들은 만화 ‘10대의 돌연변

⑤ 환경 오염의 심각성

사정이 나쁠 때는 적게 일하도록 한다. 생산이 멈출 때조차, 그 회사는 직

Ogoomor는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7시간 거리에 위치한 몽골의 작은

fake 가짜 achieve 성취하다 further 더 이상의 ｜문제｜ responsibility 책임

④ 우주 비행의 중요성

용하는데, 그것은 직원들이 바쁜 시기에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경제)

will/may/can ...」은 ‘~가 …하기 위하여, …하도록’이라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냄.

기 위해, 그들은 커다란 녹색의 플라스틱 사발을 사용하며, 이것들을 등

③ 쓰레기 폐기장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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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을 찾은’이 적절하다.

admire 선망하다 constant 끊임없는 anxiety 불안감 reveal 폭로하다

①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들

surrounding 인근의, 주위의

기업들이 직원 해고와 같은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야만 한다. 그러나 독일

[5행] Since 1957, there have been well over 4,000 space launches.

오답풀이

(거북, 새우 등의) 등딱지, 껍데기 nomad 유목민

을 수 있는 박쥐에 대한 언급이 나오므로, 빈칸에는 ② ‘이 우위를 극복

금 조각들을 찾아 언덕을 계속 수색하고 있다. 금으로부터 흙을 분리하

될 것이라는 내용이므로 ② ‘우주 쓰레기의 위험성’이 제목으로 적절하다.

discover 발견하다 mining 광업 separate 분리시키다 dirt 먼지; *흙 shell

▶

② 목표들과 그들이 성취하는 성공

appearance 외모, 모양 cartoon 만화, 만화 영화 locate 위치하다

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방 정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occur 발생하다 somehow 어떻게든 fool A into v-ing A를 속여 ~하게 하다

well은 ‘상당히, 훨씬’의 뜻을 갖는 부사로, 전치사 over를 수식함.

어휘

알려진 내용이 나오고, 빈칸 뒤에는 다른 전략을 구사하여 그 나방을 잡

연결되어 있음.

▶

에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기업들처럼, 유럽의 기업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하지 않는

① 성공과 그들의 책임들

[1행] We

주어진 문장의 this appearance 는 ④의 앞 문장에 언급된 ‘커다란 녹색
사발을 등에 메고 다니는 모습’을 의미하므로, 흐름상 주어진 문장은 ④

박쥐가 내는 소리를 듣고 피할 수 있는 나방이 모든 박쥐보다 유리하다고

인이 자기를 보는 시선 사이의 괴리로 인해 발생하므로, 빈칸에는 ④ ‘자

주 쓰레기는 미래의 우주 비행의 안전에 실제 위협이 되고 있다.
구문해설

문제풀이

whisper 속삭이다 strategy 전략 predator 포식자 rarely 드물게, 좀처럼

오답풀이

various kinds of people이 주어, began이 동사. to look for는 <목적>을 나

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 ]는 special ear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in such a way that

가면 현상은 유명 인사들이나 하루아침에 성공한 사람들의 자아상과 타
아상과 그들이 타인에게 비치는 방식’이 적절하다.

▶

making sounds와 listening for 이하는 전치사 by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구.

른 사람들을 어떻게든 속여 자신을 선망하게 만든 것처럼 느끼기 시작한

만 한 페인트 조각에서부터 자동차크기만 한 로켓 부품에 이르기까지 우

▶

regularly find their prey by making sounds and
listening for the echoes [that reflect off of insects].
[1행] Bats

▶

and even doctors – began coming from around the country to
look for gold.

문제풀이

구문해설

을 겪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짜로 들통 날까 봐 끊임없는 불안함을 느끼

emperor 황제 boast 자랑하다, 뽐내다 clearly 분명하게 unusual

특이한; 남다른 spell 철자를 말하다

겪는 상태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이 자기 자
가 있었거나 자신이 그저 운이 좋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결과, 이 사

① 나폴레옹의 독특한 이름에 관한 이야기

어휘

가면 현상은 유명 인사들과 갑자기 성공하거나 유명해진 사람들이 종종
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발생한다. 대신 그들은 어떤 착오

오답풀이

여주었다. 사냥할 때 일반적인 소리를 이용하는 대신, 그것은 속삭인다.

09  ②
박쥐는 보통 소리를 내고는 곤충들에게서 반사되는 메아리를 들음으로
써 먹이를 찾아낸다. 그런데 어떤 나방들은 박쥐를 피하는 좋은 방법을
찾아냈다. 그들은 박쥐가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수한 귀를 갖고 있
다. 그래서 그들은 박쥐가 그들을 잡을 수 없는 방식으로 날아다닌다. 최
근까지 과학자들은 이 나방들이 모든 박쥐들보다 유리하다고 여겼다. 그
러나 한 연구는 어떤 박쥐류가 이 우위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은 것을 보

해 전국 각지에서 오기 시작했다.

first, these people were nomads [who came in from
the surrounding countryside].
[13행] At

[ ]는 nomad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14행] But

current 지금의, 현재의 regional 지역의 tough 곤란한, 힘든 auto 자
parts 부품 firm 회사 lay off ~을 해고하다 account 계좌 slow 경기

가 나쁜, 부진한
기

jobless rate 실업률 rise 오르다 recession 경기 후퇴, 불경

｜문제｜ profit 이익, 수익

flexible 융통성 있는, 탄력적인

12  ⑤
우리들 대부분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고통스러운 아이스크림 두통을 경
험한 적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아이스크림콘이나 밀크 셰이크 같은 차가

구문해설

▶

어휘
동차

soon various kinds of people – students, taxi drivers,

운 것을 먹은 후에 발생한다. 그것은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되지만, 매우
불쾌할 수 있다. 이러한 두통은 더운 날에 차가운 어떤 것이 입천장에 닿
음으로 인해 생겨난다. 신체의 이 부분에 있는 신경들은 차가운 것에 과
잉 반응을 하고 뇌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은 머리의 혈관
들을 팽창하게 만들며, 이것이 당신에게 두통을 생기게 한다. 그래서 아

정답 및 해설

11

이스크림 두통을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차가운 것이 입천장에
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13행] He

decided to take Mallon to a hospital in New York to
have her examined.

구문해설

V

These headaches are caused by something cold touching
the roof of your mouth on a hot day.
[5행]

▶

touching은 전치사 by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이고, something cold는 동명

This makes the blood vessels in your head dilate, [which
V		

gives you a headache].
▶

▶

O

OC

사역동사 have의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가 수동이면 과거분사를 쓴다. 그녀

O		

OC

「make + 목적어 + 동사원형」은 ‘~를 …하게 만들다’의 의미. [ ]는 앞 문장 전체

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

[23행] This story gave birth to the term “Typhoid Mary,” [which

▶

[ ]는 the term “Typhoid Mary”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

명사절. { }는 any person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A) 「most[all, part, half ] + of + 명사」 구문은 of 다음에 복수명사가
오면 복수로, 단수명사가 오면 단수로 취급한다. 여기서는 복수명사(us)
가 왔으므로 복수 취급하여 have로 수를 일치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문제풀이

13. 전염병 보균자를 가리키는 ‘ Typhoid Mary’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용어의 역사’가 적절하다.
14. ② Warren 가족원 일부가 장티푸스에 걸렸고, Mallon은 가족이 없
다고 했다.
오답풀이

용법의 관계대명사이므로 동사는 단수형 gives로 일치시키는 것이 적절

13. ① 장티푸스의 치료법

하다.

② 뉴욕에서의 장티푸스

(C) 동사인 is의 보어 역할을 하기 위해 to부정사가 와야 한다.

③ 장티푸스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

어휘

23 launch    24 unpleasant    25 tendency    26 account

(B) [8행] But one must wonder [how this strange coffee was
first discovered].

13  ⑤      14  ②
1906년 여름, 뉴욕의 은행가 Charles Henry Warren의 가족은 별장을

(법) origin 기원

must는 ‘~임에 틀림없다’의 의미로 쓰인 조동사. [ ]는 동사 wonder의 목적어

(D) [3행] Some say this happened [because it was easier to
collect the beans from the ground than (to) pick them from the
trees].
▶

[ ]는 이유ㆍ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며, it은 부사절의 가주어, to collect 이하

가 진주어. them은 the beans를 가리킴.

Grammar in Use
EXERCISE 3

1 wash 2 are 3 got 4 is 5 arrived
6 will accept 7 returns 8 are 9 begin
EXERCISE 4

1 have known 2 has gone 3 had not eaten 4 will have won

떻게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므로 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term 용어

contagious 전염성의 jokingly 농담으로 punish 처벌하다 ｜문제｜ cure 치료
scare 공포; *(불안감으로 인한) 소동

빌렸다. 그들은 여름 동안 그들을 위해 일해줄 새 요리사를 고용했는데,

15  ②      16  ②      17  ⑤

Warren 가족이 빌렸던 집의 주인은 그 병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조사를 지휘하도록 George Soper 를 고용했다. Soper는 요리사인
Mary Mallon이 과거에 7개의 다른 직업들을 가졌었는데 그곳에서 사
람들이 장티푸스에 걸렸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Mallon을 뉴욕에

(A) 인도네시아의 섬 수마트라는 많은 질 좋은 커피들을 생산하지만, 가

(D)가 와야 한다. (D)의 끝부분에 이 커피가 희귀하다는 내용이 나오므
로, 희소성 때문에 Kopi Luwak 커피의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C)로 이
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16. ② Kopi Luwak 커피는 나무에서 따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luwak
이라는 동물이 먹고 배출한 커피콩들을 땅에서 주워 만드는 것이다.
17. 사람들이 가격이 매우 비싼 Kopi Luwak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그
커피가 제조되는 독특한 방법과 희소성을 즐기기 위함이므로, 빈칸에는
⑤ ‘그러한 독특하고 귀한 제품을 즐기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
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장 독특한 것은 아마도 Kopi Luwak 커피일 것이다. 그것은 그 지역 사

오답풀이

람들이 luwak이라고 부르는 작은 포유동물 종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17. ① 친구들과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그들은 나무에서 서식하며 커피콩들이 익었을 때 그것들을 먹기를 좋아

② 수마트라 섬으로 여행을 가는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받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한다. 커피콩이 luwak의 위 안에 있는 동안 그것은 다양한 화학적인 변

③ 외국의 상품을 접해보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은 Mallon이 체내에 장티푸스 균을 보유하

화를 겪게 된다.

④ 커피콩을 직접 모을 수 있는

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그녀는 3년 동안 격리되어야 했다. 풀려

(B) 그러고 나서 그 커피콩은 그 동물의 소화기 계통을 거쳐, 온전한 채

난 후에, 그녀는 더 이상 요리사로서 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녀

로 빠져나와, 숲의 바닥에 떨어진다. Kopi Luwak 커피콩은 수집되어, 세

어휘

는 이 규칙에 동의했지만, 생계를 위해 결국 또 다른 요리하는 직업을 갖

척되고, 볶아지고, 가루로 만들어져 아주 흥미로운 커피를 만들어 낸다.

undergo 겪다, 경험하다 chemical 화학의; *화학적인 digestive system 소화

게 되었다. 당국은 그녀를 붙잡아 그녀를 남은 일생 동안 한 섬에 가둬두

사람들은 그것이 매우 특별한 풍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캐러

기 계통

었다.

멜이나 초콜릿의 이국적인 맛과 함께 풍부하고, 걸쭉하며, 진하다. 말할

미, 맛

이 일화로 ‘ Typhoid Mary’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염

필요도 없이, 그것은 맛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이상한 커피

성, 진귀

병에 걸린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그 이름은 종종 농담으로 사용

가 처음에 발견되었는지 궁금해할 것임에 틀림없다.

gather 모으다 pick 따다 uncommon 드문, 진귀한

되지만, Mary Mallon의 실제 삶의 이야기는 전혀 재미있지 않았다. 오

(D) 동물의 위를 통과한 커피콩을 모아 볶을 시도를 한 최초의 사람은

늘날 많은 사람들은 단지 그녀가 아일랜드 사람이었고, 여성이었으며, 가

누구였을까? 어떤 사람들은 커피콩들을 나무에서 따는 것보다 땅에서

족이 없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녀는 자

모으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한다. 우리는 아마 그 정답을

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커피콩의 이상한 수집 방법 때문에,

Kopi Luwak 커피는 상당히 희귀하다. 매년 겨우 500파운드의 커피콩
만이 생산된다.
(C) 그 커피의 희소성 때문에 그것에는 대단히 높은 가격이 매겨진다.

Kopi Luwak 1파운드는 거의 300달러나 그 이상의 가격이 나갈 것이다.
12 수능만만 Basic 영어독해 모의고사

27 germ    28 release    29 overeat    30 roast

의 흐름상 적절하다. (B)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독특한 커피가 처음에 어

hire 고용하다 investigation 조사 examine 검사하다 germ 세균

꾸리다 authorities 관계 당국 imprison 수감하다, 가두다

들 중 일부가 장티푸스에 걸리게 되었다.

구문해설

▶

15 화학의; 화학적인    16 numerous    17 reveal    
18 protest    19 last    20 conversation    21 treat    22 separate

거쳐 밖으로 배출되고 사람들에 의해 수집된다는 (B)가 오는 것이 내용

isolate 고립시키다, 격리시키다 release 석방, 방면 make a living 생계를

그녀의 이름은 Mary Mallon이었다. 8월 말경에, 여러 가족원들과 직원

11 ~을 해고하다    12 조사    13 특이한, 독특한    14 위    

경험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변화를 겪는다는 내용의 (A) 다음에, 그 커피콩이 그 동물의 소화기관을

painful 고통스러운 last 지속하다 unpleasant 불쾌한, 싫은 nerve 신
overreact 과잉 반응하다 blood vessel 혈관 avoid 피하다

7 응시하다    8 궤도; 궤도를 그리며 돌다    9 자본주의    10 유목민

피를 마시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독특하고 귀한 제품을 즐기는

15. luwak이라는 동물이 먹은 커피콩이 그 동물의 위 속에서 화학적인

④ Warren 가족의 장티푸스 소동
경

1 장면    2 거절    3 수행하다    4 해안    5 포식자    6 자부심

구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돈만큼의 가치를 갖지 않는다. 대신에 이 커

문제풀이

(B) which는 앞 문장 전체의 내용을 받아 and it의 의미를 갖는 계속적

어휘

1 transportation    2 boast    3 neutral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커피의 독특한 맛은 여전히 그것을

로 쓰인 간접의문문.

된 기원에 대해 설명한 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⑤ ‘ Typhoid Mary라는
문제풀이

그러나 여러분 지역의 커피 전문점에서 그것을 판매하는 곳을 찾을 수는

가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므로 과거분사 examined가 쓰임.

is used to refer to any person {who has a contagious illness}].

사의 의미상 주어.
[8행]

구문해설

mammal 포유동물 local 지역의, 지방의 ripe 익은 stomach 위
roast (콩ㆍ커피 등을) 볶다 grind 갈아 가루로 만들다 flavor 풍미, 향
thick (액체가) 걸쭉한 dark 진한 exotic 이국적인, 색다른 rarity 희소
incredibly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히 be worth ~할 만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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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사용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영어 교사로서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문제풀이

교직 학위를 소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학생들

⑤ 에너지는 풍력 발전용 터빈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므로 producing을

을 영어 환경에 몰입시킬 수 있는 에너지와 의지입니다. 당신이 여행하는

과거분사 형태인 produced 로 고쳐야 한다. 「with + 목적어 + 분사」는

것을 열망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알아보고 싶을지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를 …한 채’, ‘~를 …하면서’의

도 모릅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당신 스스로도

의미이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영어 교사의 생활과 당신이 일
자리를 구할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http://

www.teachenglish.com에서 자료들을 확인하세요.

[8행] All

(that) you need is the energy and willingness [to
S

V

SC

② that은 An island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다.

므로 어법상 옳다.

의 이름을 전혀 기억해낼 수 없다! 그날의 나머지 시간 동안, 당신은 그

어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상황을 조사한 후, 위원회는 정정당당하지 않

[11행] Teaching

English is an amazing way [to experience
another culture] and [to learn a new language yourself].

에너지 usage 사용 switch 전환하다, 바꾸다

위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선수들을 다루고 있다. 이 선수들은

Danish 덴마크의 community 공동체 renewable energy 재생 가능
entirely 완전히, 전적으로

dioxide 이산화탄소 greenhouse gas 온실 가스

는 순간 사이의 관계를 연구해 왔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당신의 기억이
차단되었을 때 무언가를 기억해내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에 대해 그저 잊
어버리는 것이다! 당신이 기억해내려고 하는 사실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문제풀이

04  ②

경기 전후와 경기 중에 보이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상기시키기를 원한다.

전 세계적으로 늘어가는 영어 교사에 대한 수요와, 외국에서 일하는 영

혀를 검사함으로써, 한의사들은 개인의 건강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

선수들은 특히 경기 전의 정정당당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주의를 받는다.

어 교사로서 필요한 자격과 얻게 될 이점들을 소개하며 영어 교사직에 지

다. 특히 그들은 혀의 촉촉함이나 건조함뿐만 아니라 혀의 크기, 모양, 그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선수들은 처벌될 것이다. 그들은 또한 경기가

원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리고 색깔에 주목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의사에게 전반적인 건강뿐 아니

어휘

of these fouls deal with players [who behave in an
inappropriate manner] so that they can draw ....
[5행] Many

▶

[ ]는 player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so that + 주어 + will/

may/can ...」은 ‘~가 …하기 위하여, …하도록’이라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냄.
[10행] The

committee would like to remind all players of their

					

A

B

responsibility for the behavior [(that) they display before, after
and during the game].
▶

「remind A of B」는 ‘A에게 B를 상기시키다’의 의미. [ ]는 the behavior를 선

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나머지는 players를 가리키는 반면에 ①은 unsportsmanlike conduct

rules를 가리킨다.

currently 현재 behave 행동하다

inappropriate 부적절한 manner 방식 spectator 관중 discipline 규율
essential 필수적인 athletics 운동 경기 caution 주의를 주다 penalize 처벌
하다

특징들이 병의 징후는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커피

over the globe 전 세계에 degree 학위 immerse 열중시키다, 몰두시키다

와 같은 특정 종류의 음식과 음료는 혀의 색깔을 바꿀 수 있다. 게다가 많

long 애타게 바라다, 열망하다

은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건조하고 갈라진 혀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의사들
은 심한 균열을 병의 징후로 해석하지만, 다른 의사들은 이것을 문제로

03  ⑤
10년도 더 전에, 덴마크의 Samso 섬은 흥미로운 정부 대회에서 우승하
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시범 공동체가 되었다. 대회의 승자
로서, Samso 섬은 10년 이내에 섬의 에너지 공급을 전적으로 재생 가능
한 에너지로 전환하도록 기대되었다. 자체의 전통 에너지원이 없었던 섬

[2행] In

particular, they note its size, shape, and color, as well

as its moistness or dryness.

A

B

「A as well as B」는 ‘B뿐만 아니라 A도’의 의미.

현재 그 섬의 전력의 100퍼센트가 풍력으로부터 발생하고, 난방의 4분의

[6행] It

is important to remember, however, [that not all
unusual tongue characteristics are signs of sickness].

루어낼 수 있는 것들의 훌륭한 예이다. 풍력 발전용 터빈에 의해 생산된

▶

에너지로, Samso 섬은 더 이상 주요 온실 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

절. 「not all ~」은 ‘모든 ~이 …한 것은 아니다’의 의미로 부분 부정을 나타냄.

throw out ~를 내쫓다

02  ③
이 세계화의 시대에, 영어는 특히 중요한 비즈니스 언어가 되었습니다. 따

island {that had no traditional energy sources of its
own}], Samso was the perfect place [to carry out ... this sort].
▶

첫 번째 [ ]는 Samso에 대해 부연 설명하는 동격어구이며, { }는 An island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두 번째 [ ]는 the perfect plac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
[11행] The

island community is an excellent example of [what
wind power can accomplish].
[ ]는 전치사 of의 목적어로 쓰인 관계대명사절로,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

라서 영어 교사에 대한 수요는 지난 10년간 급격히 증가해 왔습니다. 전

▶

세계의 기업체, 정부, 그리고 학교들은 영어 회화를 가르칠 당신과 같은

계대명사.

14 수능만만 Basic 영어독해 모의고사

they have found] is [that the best way to remember
something {when you have a mental block} is to just forget
about it]!
[9행] [What

▶

첫 번째 [ ]는 문장 전체의 주어로 쓰인 관계대명사절이며, 두 번째 [ ]는 보어로

쓰인 명사절. to remember는 that절의 주어인 the best way를 수식하는 형용

too closely on the fact {(that) you’re trying to
recall}] doesn’t work.
[12행] [Focusing

				

인 Samso 는 이러한 종류의 에너지 실험을 수행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6행] [An

구문해설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
구문해설

▶

구문해설

저절로 답이 찾아지도록 내버려둘 필요가 있다.

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고, { }는 삽입절. to forget은 that절의 보어 역할을 하는

보지 않는다.

It은 가주어, to remember 이하가 진주어이며, [ ]는 동사 remember의 목적

키지 않는다.

committee 위원회 recently 최근에 unsportsmanlike 정정당당하지

않은 conduct 행위 firm 확고한

climate 기후; *풍조, 분위기 sharply 급격하게 decade 10년간 all

3이 태양과 다른 천연 자원으로부터 발생한다. 이 섬 공동체는 풍력이 이

문제풀이

어휘

것은 효과가 없다. 대신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하며

라 신체의 다른 기관들의 상태를 드러낸다. 그러나 모든 비정상적인 혀의

구문해설

떠오른다. 그의 이름은 Mark이다! 이것은 ‘아하!’ 하는 순간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자들은 기억과 기억의 차단, 그리고 이를 뒤따르는 ‘아하!’ 하

십을 향상시키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모든 선수들에게 그들이

시작되기도 전에 퇴장당할 수도 있다.

밤, 당신이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마침내 그 이름이 당신에게

three-quarters 4분의 3 heat 난방 accomplish 이루다, 성취하다 carbon

접속사 and에 의해 병렬 연결됨.

운동 경기에서 규율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배워야 하며 그들의 스포츠맨

멈춰 세우고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당신은 이 사람을 알지만, 그
이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그의 이름이 뭐였더라? 그날

All you need가 주어, [ ]는 주격보어인 the energy and willingness를 수식

각각의 [ ]는 an amazing wa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로서,

05  ③
당신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상상해 보라. 누군가 거리에서 당신을

축구 위원회는 최근 축구 경기에서의 정정당당하지 않은 행위의 증가에

▶

trouble 불편, 괴로움; *병 ｜문제｜ diet 식습관 treat 다루다; *치료하다

electricity는 단수이므로 단수동사 comes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④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what 앞에 선행사가 없으

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반칙행위들 중 다수가 관중들의 관심을 끌기

naturally 선천적으로 cracked 금이 간, 갈라진 severe 심한 interpret 해석

① 「expect + 목적어 + to-v」 구문이 수동태로 쓰였다.

01  ①
은 행위의 규정을 현재 문서화되어 있는 대로 지지하는 것에 대해 확고한

moistness 촉촉함, 습함 overall 총체적인, 종합적인 feature 특징, 특색

trait 특성, 특징 inherit 상속하다; *유전하다

오답풀이

immerse students in an English environment].
▶

tongue 혀 individual 개인, 사람 note 주의하다, 주목하다

reveal 드러내다, 나타내다 organ 기관, 장기 unusual 별난; *비정상의
하다

③ 「분수/퍼센트 + of + 명사」의 수는 of 뒤의 명사의 수에 일치시킨다.

구문해설

어휘

▶

[ ]는 문장 전체의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 { }는 the fact를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되어 있음.

it’s necessary to relax, (to) think about
something else, and (to) allow the mind to arrive at ....
[13행] Instead,

▶

it은 가주어, to relax, (to) think, (to) allow 이하의 to부정사구가 진주어.

「allow + 목적어 + to-v」는 ‘~로 하여금 …하도록 허용하다’의 의미.
문제풀이

문제풀이

기억해내려고 하는 사실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효과가 없으며, 느긋한 마

빈칸 앞부분에서, 한의사들은 혀의 여러 특징들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

음을 가지고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하라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③ ‘그것에

태를 파악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역접의 의미를 지닌 however가 들

대해 그저 잊어버리는 것’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어간 빈칸 이후의 문장에서는 앞부분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나와야
하므로 모든 비정상적인 혀의 특징들이 꼭 건강의 이상을 나타내는 것은

오답풀이

아니라는 내용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① 도움을 청하는 것
② 잠을 자는 것

오답풀이

④ 더 열심히 집중하는 것

① 식습관과 관련된

⑤ 단순히 계속 노력하는 것

③ 치료될 수 있는
④ 의사들에 의해 이해되는

어휘

⑤ 유전되는 특성들

couch 긴 의자, 소파 hit (생각 등이 ~에게) 떠오르다 relationship 관계

picture 마음에 그리다, 상상하다 simply (부정문에서) 전혀, 절대로

정답 및 해설

15

focus 집중하다 recall 생각해내다 on one’s own 스스로, 혼자 힘으로

을 도울 수 있다. 블랙박스가 담고 있는 정보는 사건이 발생한 후 보험 회

어휘

｜문제｜ concentrate 집중하다

사 직원, 변호사, 그리고 경찰관들이 찾는 답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치 (구멍)

06  ②

[6행] For

배를 타는 사람들은 종종 뱃멀미를 경험하는데, 이는 감각들 간의 충돌

before breaking traffic rules.

에 의해 일어난다. 당신의 내이(內耳)에는 유동체로 가득 찬 구조가 있다.

▶

example, it can make reckless drivers think twice

		

나고 있음을 말한다. 반면, 당신의 눈은 뇌에게 당신이 움직이고 있지 않
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충된 정보는 당신의 뇌가 당신의 몸을 안정시키는
것을 막는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당신의 몸이 균형을 잃게 만들어, 어지
러움과 메스꺼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뱃멀미의 증상들은 당신이 최
근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거나, 혹은 반대로 빈속으로 여행을 하고
있다면 더 심해질 수 있다. 피로와 갈증 또한 뱃멀미를 더 심하게 만들 수

severity 엄격, 중대성 tooth decay 충치 sip 조금씩 마시다

contact 접촉, 맞닿음

구문해설

배의 흔들림으로 생겨난 이 유동체의 혼란은 당신의 뇌에 움직임이 일어

sugary 설탕으로 된, 단 beverage 마실 것, 음료 straw 빨대 cavity 충

V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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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09  ⑤

선생님이 채점한 시험지를 나누어 주기 전에 시험 성적에 대해 불안감을

정부가 운영하는 서울 아트센터는 매년 수십 편의 음악 공연들을 주최하

finally, just as aircraft black boxes do, those in cars
can help investigators [who are looking into a crash].

며, 서울의 모든 콘서트 홀 가운데 최고이다. 그러나 특정 종류의 음악만

▶

those는 black boxes를 가리키며, do는 help 이하를 받는 대동사. [ ]는

investigator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12행] The

information [(that) they contain] can provide the
answers [sought by ...].
첫 번째 [ ]는 주어인 The information을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있다. 배를 타기 전과 타는 동안에 반드시 충분한 물과 건강한 음식을 섭

▶

취하도록 해라.

두 번째 [ ]는 the answer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이 그곳에서 연주되도록 허용된다. 클래식, 재즈, 오페라 공연은 상연되
는 반면, 팝, 록, 랩 그룹들은 공연이 금지되어 있다. 정부 관료들은 이러
한 종류의 음악이 너무 시끄럽고 강력하며, 공연자들이 아트센터의 시설
들을 쉽게 손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울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최근의 한 조사에서 70퍼센트 이상의 성인들이 대중음악 그룹들
이 서울 아트센터에 출연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들이 티켓을 구매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바람은 존중되어야 한다.

문제풀이

[2행] Inside

your inner ear is a structure filled with fluid.
V

		
▶

S

이용하는 것이므로, ④ guilt는 innocence가 되어야 한다.

부사구인 Inside your inner ear가 문장의 앞에 오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구문.

어휘

[3행] The

disturbance of this fluid [that results from the
S

vehicle 차량, 탈것 automobile 자동차 in case of ~의 경우에는

collision 충돌 state-of-the-art 최신식의 reckless 부주의한 fault 결점, 과
실, 잘못 guilt 죄책감, 유죄 aircraft 항공기

boat’s rocking] tells your brain that ....

investigator 조사자, 수사관

crash 충돌 (사고)

V
▶

사고에 과실이 없는 운전자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문제풀이

배가 흔들리면서 서로 충돌하는 감각들로 인해, 신체가 균형을 잃어 어지
러움과 메스꺼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다.

08  ③
청량음료와 그 밖의 설탕이 든 음료를 빨대로 마심으로써, 충치의 위험
을 줄일 수 있다. 최근의 한 연구는 한 그룹의 사람들을 관찰하여 그들이
어떻게 탄산음료를 마시는지 조사했다. 연구는 마시는 방법과 충치의 위
치 및 심한 정도 사이의 관련성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캔으로부터 곧바

① 매우 피곤하게

로 마시는 사람들은 뒤쪽 어금니에 더 많은 충치가 생긴다. 왜냐하면 액

③ 쉽게 손상입게

체가 입의 뒤쪽에 고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입의 앞쪽에 놓인 빨대

④ 이상하게도 평화롭게

로부터 조금씩 마시는 사람들은 앞니에 충치가 생긴다. 그러므로 이 연구

⑤ 불안정한 자세로 있게

에 따르면, 청량음료를 마시는 최선의 방법은 입의 뒤쪽을 향해 놓은 빨
대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액체와 치아의 접촉의 양을 제한하고, 대

seasickness 뱃멀미 fluid 유동체 disturbance 혼란, 방해 rocking

흔들림, 진동 conflicting 모순되는, 상충[상반]되는 stabilize 안정시키다

dizziness 현기증, 아찔함 nausea 메스꺼움 symptom 증상 extreme 극도
의, 극심한 greasy 기름진 conversely 거꾸로, 반대로

intense 강렬한, 심한

07  ④

신 액체를 바로 목구멍으로 보낸다.
구문해설
[9행] Those

who sip from a straw [placed in the front of the
mouth] suffer from ....
▶

「Those who ~」는 ‘~하는 사람들’의 의미. [ ]는 a straw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11행] ...,

the best way to drink soft drinks is to use a straw ....

to drink는 주어인 the best wa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to

차량 블랙박스는 자동차에 장착되는 특별히 디자인된 카메라이다. 충돌

▶

이나 다른 사고의 경우에, 그 카메라는 결정적인 비디오 영상을 포착하

use 이하는 문장의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

고, 사건 전과 사건 중, 그리고 사건 후의 차량 속도와 같은 정보를 기록
한다. 이 첨단 기술은 몇 가지 이점들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그것은 부
주의한 운전자들이 교통 법규를 어기기 전에 두 번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다. 게다가 사고에 과실이 없는 운전자가 자신의 유죄(→ 무죄)를 증명
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행기의 블
랙박스와 마찬가지로 차량 블랙박스는 충돌 사고를 조사하는 수사관들

16 수능만만 Basic 영어독해 모의고사

「be allowed to-v」는 ‘~하도록 허용되다’의 의미.

[6행] Government officials claim [(that) these kinds of music are

too loud and energetic], and [that the performers could easily
damage ...].
▶

두 개의 [ ]는 동사 claim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며, 첫 번째 [ ]에는 명사절

문제풀이

(A) 빈칸 앞에서 제시한 청량음료를 마시는 방법과 충치의 관계에 대한
예가 빈칸 뒤에서 이어지므로 For example이 적절하다.
(B) 앞에서 제시된 연구의 결과에 따라 청량음료를 마시는 최선의 방법
에 대한 결론이 이어지므로 Therefore 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평화로운 → 생동감 넘치는
③ 위협감을 느끼는 → 화난
④ 편안한 → 외로운
⑤ 신나는 → 실망한
어휘

confidently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opposite 반대편의 pass out ~을

나눠주다 clue 실마리, 단서 achievement 성공, 성취 observe 관찰하다; 주

overtake 갑자기 닥쳐오다, 덮치다 widen 넓어지다; *(눈이) 둥그래지다

alert 주의하다, 경계시키다 blown-up (풍선 따위가) 부풀어 오른 at ease 마음
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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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은 잘 알려진 위험이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담배를 끄고 난 후에
도 담배가 오랫동안 해를 끼칠 수 있다는 ‘3차 흡연’이라 불리는 현상을
밝혀냈다. (C) 담배를 피울 때, 담배는 유독성 입자를 방출하고, 이것이
경에 남아있을 수 있다. (A) 이 유독성 입자들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해

대중음악 그룹들이 서울 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서울 시민들의 의견을 언급하며 이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어휘

오답풀이

심지어 담배 연기가 사라진 후에도 당신의 옷과 머리카락, 그리고 주변 환

문제풀이

오답풀이

어휘

there.

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음.

주어는 The disturbance (of this fluid)이므로 동사는 단수형인 tells를 씀.

[ ]는 The disturbance of this fluid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3행] Yet, only certain types of music are allowed to be played

▶

느끼다가 좋은 성적을 확인한 후 안도감을 느끼는 상황이다.

시하다

구문해설
구문해설

felt as if the air had been let out of ....

「as if +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으로 ‘마치 ~이었던[했던] 것처럼’의 의미.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

「make + 목적어 + 동사원형」의 5형식 구문으로 ‘~를 …하게 만들다’의 의미.

[10행] And

[10행] I
▶

로운데, 어린이들은 카펫과 같이 담배 연기로 가장 오염되기 쉬운 바닥을
기어다니거나 그 위에서 노는 경향이 있다. (B) 그러므로 일부 과학자들
은 어린이들이 흔히 있는 모든 장소를 보호하는 흡연 제한 규정의 도입을
제안한다.

host 주최하다 dozens of 수십의, 많은 feature 주연시키다, 주요 프로로

삼다 prohibit 금지하다 claim 주장하다

facility 시설 resident 거주자

survey 설문 조사 appear 등장하다 respect 존중하다

10  ②

구문해설
[5행] These toxic particles are particularly harmful to children,

[who tend to crawl and play on surfaces {that are most likely to
be ...}].
▶

[ ]는 children을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 { }는

surface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교수님이 확신에 찬 모습으로 교실로 들어오셨을 때 나는 심장이 뛰는 것
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교실 반대쪽에서부터 시험지를 나눠주기 시작했

문제풀이

다. 나는 각각의 시험지가 각 책상의 맨 위에 떠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

주어진 글에 언급된 3차 흡연 현상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는 나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실마리를 찾길 바랐기 때문에 그를 주의

(C)가 먼저 오고, (C)의 toxic particles를 These toxic particles로 받

깊게 관찰했다. 마침내 그가 내 책상에 도착했다. 체온이 어찌나 올랐던

아 이것이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는 (A) 다음에, 그러한 이

지 열기가 내 얼굴을 갑자기 덮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눈은 위험을

유로 과학자들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흡연 제한 규정의 도입을 제

감지한 우리 속의 동물처럼 커졌다. 그러다가 나는 내 시험지 위를 가로질

안하고 있다는 내용의 (B)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러 “82점 — 잘했어요!”라고 적힌 것을 보았다. 나는 마치 팽팽하게 부풀
어 오른 풍선에서 공기가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번까지는 안심

어휘

이었다.

*입자; 극소량

tend to-v ~하는 경향이 있다 crawl 기다 contaminate 오염시

키다, 더럽히다

introduction 도입 restriction 제한 규정 location 위치, 장소

구문해설
[4행] [Hoping
▶

put out (불 따위를) 끄다 phenomenon 현상 toxic 유독한 particle

present (사람이) 있는, 존재하는 give off 방출하다, 내다 vanish 사라지다, 없

to receive ... failure], I observed him carefully.

어지다

[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정답 및 해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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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치 않을 것이다.

외부에서 보면 그것은 여느 고등학교처럼 보이지만, 일단 문을 통과하면
당신은 당신의 눈을 믿기 힘들 것이다. 복도의 한편에는 달콤한 향기가
나는 꽃가게와 은행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화려한 조명이 있는 식당과 목

구문해설

since most of the spoken English [(that) we use] is rather
neutral; that is, it’s neither formal nor informal.
[2행] ...

▶

들’을 운영한다. 그것들은 대학에 가는 대신 실업 세계에 진입하기로 선택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neither A nor B」는 ‘A도 B도 아닌’의 의미.

since는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 ]는 most of the spoken English를

한 젊은이들을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학생들은 비록 돈
문제풀이

사업체 각각에서 정기적으로 교대하며 일하고 모든 매일의 작업들을 처

구어체 영어가 격식에 있어 중립적이긴 하지만, 특정 표현과 인사말의 경

리한다. 게다가 그 프로그램은 비서 업무에서부터 컴퓨터 사용에 이르는

우 격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하라는 내용의 글이다.

모든 것에 대한 교실 수업을 포함한다.

따라서 주제로는 ④ ‘구어체 영어에 있어 격식의 적절한 사용’이 알맞다.

구문해설

			

V

shop and a bank; ....
▶

S

부사구인 On one side of the hallway가 문장의 앞으로 나오면서 주어와 동사

건강과 행복감에도 이롭다는 것이 분명하다. 당신이 중요한 명분에 아직

direct ~을 보내다

15

가 또 하나 있는 것이다!

  ②

‘통곡의 벽’ 또는 ‘서쪽 벽’은 고대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으로 남아 있
는 부분이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Temple of the Mount의 옆에 위치해
서기 200년 혹은 3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을 따라, 기도하기 위
해 이곳에 온다. 그때 이후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벽에서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기도를 하기 위해 이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

the students receive no money, they do get
valuable real-world business experience.
although는 ‘비록 ~일지라도’라는 의미의 양보절을 이끄는 접속사. do는 일반동

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조동사.

[8행] This phenomenon, [as (it is) discussed in the book The

Healing Power of Doing Good], is a sudden ... happiness [that
people sometimes experience after doing volunteer work].
▶

첫 번째 [ ]는 주절 전체를 부연 설명하는 분사구문에서 as를 생략하지 않은 형

태. 두 번째 [ ]는 a sudden ... happiness를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12행] It has been compared to a “runner’s high,” a similar feeling

오답풀이

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이다. 수 세기 동안, 예루살렘의 이 지역은 유대인

			

① 구어체 영어의 중립성

과 무슬림들 사이의 격렬한 투쟁의 중심지였다. 이스라엘이 여러 이웃 아

② 문어체 영어의 격식

랍 국가들을 굴복시킨 1967년 전쟁의 결과로, 오늘날 이스라엘이 통제권

③ 구어체 영어의 부적절한 사용

을 가지고 있다.

⑤ 구어체 영어와 문어체 영어 사이의 차이점
구문해설

[10행] Although

구문해설

은 옛 성전의 소실을 한탄하거나 통곡을 하는데, 이것이 통곡의 벽이라

가 도치됨.

▶

복 official 공식의, 공인된 inquiry 질문, 문의

있으며, 유대교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진다.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을 받지 않지만, 소중한 현실 세계의 직업 경험을 얻는다. 그들은 학교의

one side of the hallway are a sweet-smelling flower

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선행을 베푸는 것이 자원봉사자들 자신의
당신의 시간을 바치고 있지 않다면,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할 충분한 이유

공품 가게가 있다. Brattleboro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각각의 이 ‘사업체

[3행] On

requirement 필요조건, 요건 application 신청서 submission *제출; 항

어휘

fortunately 다행히 concerned 염려하는, 근심하는 formality 격식

neutral 중립의 that is (to say) 즉, 다시 말해서 address *인사말; 연설

[8행] Many

[who come here to pray] cry, or wail, ..., [which is
what gives ...].

greeting 인사 peer 친구, 동료 inappropriate 부적절한 ｜문제｜ improper

▶

부적절한

앞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

첫 번째 [ ]는 주어인 Many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두 번째 [ ]는

=

[that athletes sometimes get {when running long distances}].
▶

a runner’s high와 a similar ... distances는 동격. [ ]는 a similar feeling을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 }는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의
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접속사 when을 생략하지 않음.
문제풀이

16.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내용이므로, 제목으로는 ③ ‘선행을 베풀어 건강한 삶을 살라’가 적절하다.
17. 빈칸 앞에 자원봉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내용이 나
오고, 빈칸 뒤에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나오
는 것으로 보아, 빈칸에는 ⑤ ‘선행을 베푸는 것’이 적절하다.

대학 진학 대신 사회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을 위하여 직업 훈련 프로그램

14  ⑤

오답풀이

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고 배우게 하는 고등학교에

2013년 7월 14일, 연간 Young Generation Forum(YGF)이 한국의 대

③ 유대교 지도자들이 죽으면 이곳에 묻힌다는 언급은 없다.

16. 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건강 조언들

관한 내용이므로 ③ ‘어느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경영하는 사업체들’이 주

전 광역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의 젊은 지성들의 이번 모임에 전 세

④ 유대인과 무슬림들 사이의 격렬한 투쟁의 중심지였다.

② 우울증: 침묵의 살인자

제로 가장 적절하다.

계의 학생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YGF는 향후 수십 년에

⑤ 오늘날 이스라엘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④ 육체적 스트레스 해소하기

문제풀이

① 학점을 위해 사업체에서 일하기
② 학생들이 여분의 돈을 버는 방법들
④ 현실 세계 경험의 중요성
⑤ 대학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성장
fancy 화려한 lighting 조명 woodworking 목세공(의) run (사업체

등을) 경영하다, 관리하다

vocational 직업상의 valuable 귀중한, 소중한

shift 교대, 교대조 day-to-day 나날의, 일상의 operation *작업; 경영
instruction 교육, 가르침 secretarial 비서의, 서기의 ｜문제｜ school credit
학점, 학교 성적

growth 성장

13  ④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구어체 영어는 다소 중립적이
기 때문에, 즉 격식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격식적이지도 않으므로, 격
식의 정도에 대해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표
현들과 인사말의 형태들은 말에 좀 더 격식적이거나 또는 비격식적인 어
조를 더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절대 아냐”는 “물
론 아니지요”보다 훨씬 더 격의 없는 표현이고, “안녕”은 “안녕하십니까”
보다 더 격의 없는 표현이다. 그리고 당신이 일단 “별일 없니?”와 “어떻게
지내?”와 같은 격의 없는 인사말에 익숙해지고 나면, 친구들에게 때때로
그런 말들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 것은

18 수능만만 Basic 영어독해 모의고사

오답풀이

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전에 자신을 도와라

걸쳐 과학과 기술의 혁신을 만들어 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드문 기회

오답풀이

어휘

① 고대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 남은 유적지이다.

remaining 남아 있는, 남은 temple 사원, 신전 holy 신성한, 성스러운

17. ① 자원봉사자들을 고용하는 것

입니다. 초청된 포럼 게스트들은 모든 교통, 숙박, 식사 비용을 지불받게

어휘

될 것입니다. YGF에 지원하시려면, 아래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살펴보십

Jew 유대인 religious 종교의, 종교적인 pray 기도하다 violent *격렬한; 폭력

시오. 신청서 제출 마감기한은 2013년 3월 1일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적인

할 모든 것은 YGF 공식 웹사이트에서 찾아 보실 수 있으며, 모든 문의사

인접한

④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는 것

16  ③      17  ⑤

어휘

high 도취감, 황홀감 intense 강렬한 athlete 운동선수 distance 거리

놀랍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은 더 건강하고

author 저자 return 되살아나다 relieve 해소하다 insomnia 불면증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 연구 결과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

improve 향상시키다 beneficial 이로운 well-being 행복, 웰빙 donate 기부

람들을 돕는 사람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덜 가지고 있으며 우울증에 걸

하다

struggle 싸움, 전투 defeat 쳐부수다, 패배시키다 neighboring 이웃의,

② 마라톤 뛰기
③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

항은 제시된 이메일 주소로 보내셔야 합니다.
구문해설

is a rare opportunity [to meet the people {who are
likely to ...}].
[4행] It

▶

[ ]는 a rare opportunit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 { }는 the

people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릴 가능성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헬퍼스

[11행] Everything

하이’라고 알려진 것 때문일 수 있다.

[(that) you need to know] can be found on the

official ....
▶

[ ]는 문장의 주어인 Everything을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관계

대명사 that이 생략되어 있음.

이 현상은 ‘선행의 치유력’이라는 책에서 논의된 것처럼, 사람들이 자원
봉사를 한 후 때때로 경험하는 에너지의 급증과 강렬한 행복감이다. 그

regular 정기적인 volunteer 자원하는; 자원봉사자 depression 우울증

cause 명분 ｜문제｜ recruit 고용하다 charity 자선단체

WORD CHECK-UP

것은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운동선수가 장거리를 달렸을 때 가끔 얻는
것과 비슷한 느낌과 비교되어 왔다. 3천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그 책

1 ⓐ    2 ⓒ    3 ⓑ    4 ⓓ

문제풀이

의 저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은 이러한 느낌이 여러 주에 걸쳐 지

1 location    2 defeated    3 vanished    4 depression

⑤ 모든 문의사항은 이메일을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속되었으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을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게

1 on my own    2 in case of    3 give off    4 put out

다가 그들은 자신의 자원봉사 경험을 돌이켜볼 때마다 이 느낌이 생생히

1 관중    2 이루다, 성취하다    3 규율    4 운동선수    5 불면증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사실, 인터뷰를 한 사람들 중 90퍼센트가 자원봉

6 열중시키다, 몰두시키다    7 드러내다, 나타내다    8 생각해내다

사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과 불면증 같은 다른 문제들을 해

9 혼란, 방해    10 현기증, 아찔함    11 기름진    12 거꾸로, 반대로

어휘

annual 해마다의, 연간의 generation 세대 gathering 모임, 집회

mind 지성(인) attend 참석하다 professional 전문가 rare 드문, 희귀한
innovation 혁신, 쇄신 accommodation 숙박 시설 eligibility 적임, 자격

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믿었다.

13 최신식의    14 금지하다    15 유독한    16 author    

우리는 자원봉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이

17 community    18 distance    19 essential    20 degree    
정답 및 해설

19

21 individual    22 organ    23 seasickness    24 stabilize    

▶

25 collision    26 guilt    27 innovation    28 clue    

made의 가목적어, to ride 이하가 진목적어.

29 phenomenon    30 crawl

[ ]는 앞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절이며, it은

[8행] Alexander chose the name Bucephalus for his horse, [which

was from the Greek words ...].

Grammar in Use

체로 상황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그들의 겉모습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한

⑤ 도로에서 퇴출된 Routemaster 들

다. 예컨대, 우리가 파티에서 우울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가 대
체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가 평소에는 행복한 사

the name과 Bucephalus는 동격. [ ]는 Bucephalus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

two-level 2층의 sight 구경거리, 볼 만한 것 get rid of 제거하다

inaccessible 접근할 수 없는 mayor 시장(市長) block (the) traffic 교통을
방해하다

put ~ at risk ~을 위험에 빠뜨리다 bring back 부활시키다, 되돌리다

competition 경쟁, 대회 double 두 배가 되다

사나워서 아무도 탈 수 없었던 말 Bucephalus를 타고 세계를 정복한 알

5 can’t

렉산더 대왕의 일화에 관한 내용이므로 제목으로는 ⑤ ‘어느 정복자의
정복하기 어려운 말’이 적절하다.

EXERCISE 6

1 need not / don’t need to 2 used to drink
3 should have gone 4 ought not to
B 1 shouldn’t 2 had better not 3 used to
A

03 ④
09 ②
15 ②

04 ⑤
10 ④
16 ③

05 ⑤
11 ③
17 ①

06 ②
12 ⑤

behave]?

03  ④

▶

[ ]는 the way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절로, 선행사 the way나 관계부사

을 경험한다. 그러나 안구 건조증의 정도는 약간 신경에 거슬릴 정도의

[4행] Moreover,

① 황소 같은 말

건조한 느낌에서부터 시력을 제한할 수 있는 몹시 건조한 느낌까지 폭넓

as they do], ....

② 그리스 말들의 전설

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우에, 환자의 선천적인 안구 건조증 정도는 그

▶

③ 사나운 동물 길들이기

들의 눈이 수술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최상의 예측

대신해서 쓰임.

④ 알렉산더의 아시아 정벌

을 제공한다. 많은 테스트들이 수술 전에 환자의 안구 건조증을 측정하

when we judge the reasons [that people behave

[ ]는 the reasons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절로 that이 관계부사 why를

기 위해 이용된다. 선천적으로 심한 건조증을 가진 사람에게는 수술을

문제풀이

legendary 전설적인, 아주 유명한 patiently 끈기 있게 observe 관찰하

피하는 것이 권유된다. 수술 동안에 사용되는 수술 방법 또한 수술 후의

타인의 행동에 대해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지

reaction 반응, 태도 ox 황소 seemingly 겉보기에 unbreakable 깨지지

안구 건조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식 수술법은 대개 가장 심각한 건

말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요지의 글이다.

conquer 정복하다

조증을 가져오는데, 그것이 눈물 생성을 담당하는 신경을 손상시키기 때

conquest 정복; 점령지 ｜문제｜ tame 길든, 유순한; *길들이다 unconquerable

문이다. 그러나 다른 대안인 라섹 수술법 또한 이러한 신경들 중 일부를

어휘

정복하기 어려운

손상시켜 덜 심하긴 하지만 여전히 잠재적으로 심각한 안구 건조증을 야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다 circumstance 상황, 환경 overestimate 과대

기한다.

평가하다

02  ②
빨간 이층 버스인 ‘Routemaster’ 버스들은 한때 런던의 유명한 구경거
리였다. 그러나 2005년에 런던시는 그 버스들이 비싸고, 휠체어를 탄 사

[3행] Almost

everyone [who undergoes laser eye surgery]
experiences dryness afterwards.
▶

initial 최초의, 처음의 tendency 경향, 성향 evaluate 평가하다
outward 외면상의, 표면의 depressed 의기소침한 assume 생각하

다, 추측하다

구문해설

람들에게는 접근이 불가능하며, 새롭고 더 현대적인 버스들보다 덜 안전

[ ]는 Almost everyone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주어가 3인칭 단

unfairly 부당하게

05  ⑤
파스칼은 작가나 연설가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찬사는 “나도 그런 책을

했기 때문에 이 버스들을 없앴다. 낡은 Routemaster 들은 커브에서 구

수인 everyone이므로, 동사도 단수 형태로 수를 일치시킴.

쓸 수 있었을 텐데!”라든지 “나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

부러질 수 있는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길이가 긴 버스들로 교체되었

[15행] Yet,

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우리가 가장 경탄하는 작가는 우리 자신이 쓸

다. 하지만 런던시는 이 새롭고 긴 버스들에 문제가 없지 않다는 것을 알

01  ⑤

do we begin to understand the way [other people

오답풀이

않는; *길들이기 힘든 inspire 고무하다, 영감을 주다

02 ②
08 ③
14 ②

구문해설

how는 둘 중 하나만 씀.

다

pp. 44~53

그의 행동을 다소 부당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을 받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후에 안구 건조증

어휘

영어독해 모의고사

람인데 최근에 그를 슬프게 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1행] How

문제풀이

1 must 2 must have been 3 mustn’t 4 Can
6 can 7 may as well 8 must 9 laughing

01 ⑤
07 ⑤
13 ⑤

④ 호화스러운 대중 교통

어휘

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

EXERCISE 5

04

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판단할 때, 우리는 대

=

		
▶

③ 태양 에너지의 이용

게 되었다. 런던 시장(市長)에 따르면, 그것들은 교통을 방해하고 자전거

the alternative LASEK method also disrupts some of
these nerves, [causing less intense, but still ...].
▶

[ ]는 앞 문장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수 ‘있었을’ 책을 쓰는 사람이다. 그리고 연설가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비
슷하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잘 표현된 생각을 전해줄 때,
우리는 ‘멋있다’라고 탄성을 지른다. 그래서 글이건 연설이건, 핵심은 청

타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그는 그 오래된 버스들을 개선된 형태로
부활시키기를 희망한다. 그는 오래되었지만 새롭게 바뀌는 도시 버스들

문제풀이

중(독자)을 이해하고 그들이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를 그들에게 말

의 디자인을 위해 대회를 열었고, 가죽 의자와 지붕의 태양 전지판을 특

주어진 문장은 수술 동안 사용되는 수술 방법이 수술 후의 안구 건조증

해 주는 것이다.

처음 발견했다. 어느 누구도 그 말을 탈 수 없었다. 알렉산더는 그가 그

징으로 하는 디자인을 선택하였다. 새로운 버스들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

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수술 방법인 라식과 라섹 수

말의 반응을 이해할 때까지 끈기 있게 그 말을 관찰했고, 이로 인해 그는

기 위해 버스 요금은 두 배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술법에 따른 안구 건조증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의 앞인 ④에 위치하는

Bucephalus는 알렉산더 대왕의 전설적인 말이었다. 알렉산더는 12살의
나이에 아버지의 말들 가운데 아름답지만 매우 사나운 Bucephalus를

게 그 말을 주었다. 알렉산더는 그의 말에게 Bucephalus라는 이름을 지
어주었는데, 이는 ‘황소의 머리’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말이 넓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알렉산더와 Bucephalus는 매우 친밀했다. 겉보기에 절대 길들일 수 없
을 것 같았던 Bucephalus를 타면서, 알렉산더는 세계 정복에 대한 영감
을 얻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그의 시도에서 Bucephalus는 아시아를 가
로지르는 그의 점령지들에 알렉산더를 데려다 주었다. Bucephalus가 죽
은 후에, 알렉산더는 그 말의 이름을 따서 중앙 아시아의 한 도시의 이름
을 지었다.
구문해설

says [that the greatest compliment {(that) you can
give an author or a speaker} is to say, ...].

[1행] Pascal

것이 적절하다.

그 말을 탈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알렉산더의 아버지는 선물로 아들에
구문해설
[5행] The

old Routemasters were replaced with long buses
A				

B

with two sections [that are able to bend around curves].
▶

「replace A with B」는 ‘A를 B로 교체하다’의 의미이며,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

임. [ ]는 long buses with two section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문제풀이

런던의 상징이었던 빨간 이층 버스를 없앴다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다시
도입한다는 내용이므로 제목으로는 ② ‘새롭게 만들어진 옛 도시 버스들’
이 적절하다.

어휘

surgical 외과의; *수술의 procedure 과정; *수술 undergo 겪다, ~을

받다 range from A to B A에서 B에 이르다, A에서 B까지 다양하다 mildly 부드
럽게; *조금, 약간

irritating 자극하는, 신경질나는 sensation 느낌, 기분

painfully 고통스럽게; *몹시 vision 시력 prediction 예보, 예언 utilize 이용
하다

구문해설

prior to ~에 앞서 nerve 신경 alternative 대안의, 대신의 disrupt 붕

괴시키다, 혼란시키다

intense 강렬한, 심한 potentially 잠재적으로

▶

[ ]는 동사 says의 목적절. { }는 the greatest compliment를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to say 이하는 be동사의 보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의 to부
정사구.

when a speaker gives us a thought [which is similar to
our own but is expressed better than we could have said it].
[6행] ...

▶

[ ]는 a thought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could + have + p.p.」

는 가정법 과거완료 표현으로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하지 못했다)’의 의미.

04  ⑤

문제풀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하는가? 우리

작가나 연설가는 청중이 공감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4행] Alexander patiently observed the horse until he understood

오답풀이

는 그들이 하는 행동,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글이다.

its reactions, [which made it possible for him to ride it].

① 고전의 상실

이유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려는 초기 경향이 강하다.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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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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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compliment 칭찬 author 작가, 저자 admire 감탄하다, 칭찬하다

식은 아이스크림이다. 여성들은 초콜릿과 쿠키도 좋아하는 데 비해, 남성
들은 피자나 스테이크 같은 식사를 선호한다.

similar 비슷한 audience 청중; 독자

구문해설

06  ②

[2행] These

are examples of emotional eating, a situation [in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는, 빵처럼 삶에 필수적인 상품은 인간의 생존에

which people ... hunger].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 그러나 현실

▶

에서는 빵이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저렴하다. 왜 그런가? 19세기에 경제학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자들은 한계 효용의 개념을 가지고 이러한 가격의 역설을 설명하려고 시

[10행] Comfort

수 있는 만족의 정도를 가리킨다. 다이아몬드는 희귀하며, 많은 사람들이

=

emotional eating과 a situation 이하는 동격. [ ]는 a situation을 선행사로

foods not only help get rid of bad moods, they
can also help people ....
▶

그것을 원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더 많은 다이아몬드를 얻음으로써 큰

[9행] ...

오늘날, 문신은 유행하는 신체 장식으로서 인기를 얻고 있다. 다양한 연

or keep in touch with their elderly relatives.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도’의 의미.

영구적인 아이라이너 혹은 입술 색깔을 위해 문신 시술을 이용해오고 있
다. 문신은 피부를 찌르고 색소를 넣어 그것을 물들임으로써 만들어진
다. 현대의 문신 시술은 전기 바늘을 사용한다. 과거에는 칼, 가시, 그리
고 뾰족한 뼈와 같은 도구들이 사용되었다. 피부를 찔러 그 아래에 영구
적으로 색깔을 넣는 것이 좋은 생각일까? 많은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
지 않는다. 문신에는 종종 심각한 부작용들이 따른다.

the 1980s, women have been using the tattoo
process for permanent eyeliner or lip color.
[3행] Since

문제풀이

들이 다이아몬드에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려는 이유이다. 그러나 빵

심리적인 이유로 갑작스런 식욕을 느끼는 정서적 섭식에 관한 글이므로,

은 많이 다르다. 사람들의 배가 불러지는 순간 그것의 효용은 크게 감소

빈칸에 들어갈 말은 ⑤ ‘배고픔보다는 그들의 기분 때문에 먹는’다는 내

하며, 빵을 더 많이 사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빵의 한계 효용은 낮으

용이 적절하다.

[5행] Tattoos

오답풀이

▶

구문해설

the goods [critical to life], such as bread, are much
more valuable than ....
▶

[ ]는 the goods를 수식하는 형용사구. much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

[16행] So

the marginal utility of bread is low, as is its price.

				
▶

▶

「have been + v-ing」 형태의 현재완료 진행형.

are made by puncturing the skin and (by) dyeing

it ....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된 「by + v-ing」 구문으로 ‘~함으로써’의 의미.

①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먹는

[1행] ...,

V

S

as는 ‘~인 것 처럼, ~인 것 같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as절의 주어와 동

사가 도치된 형태임.

② 그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음식들을 선택하는

문제풀이

③ 그들의 기분을 나타낼 음식들을 찾는

(A) 문맥상 ‘오르다, 증가하다’의 의미인 rise가 와야 한다. raise 는 타동

④ 정서적인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그들의 식단을 짜는

사로 ‘~을 올리다, 들다’의 의미이다.

어휘

emotional 감정의 urge (강한) 욕구, 충동 psychological 심리적인

intense 극심한, 격렬한 physical 육체의, 신체의 urgency 급박함 get rid of
없애다, 제거하다

prefer 선호하다 ｜문제｜ appease 달래다

오답풀이

시험을 치는 과목에 통달해 있다면 시험을 치는 기술과 시험에 대한 불

구멍을 뚫다

① 변동 비용

안감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

thorn 가시 sharpened 뾰족하게 깎은 side effect 부작용

③ 돈의 환상

아니라는 것을 안다. (훌륭한 답안은 그 주제를 사려 깊고 철저하게 다루

④ 생산자의 흑자

어야 한다.) 당신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든지 간에, 시험을 치는 기

⑤ 실질적인 선호도

술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과 시험에 대한 불안 요소들은 당신의

economist 경제학자 attempt 시도하다, 노력하다 satisfaction 만족
additional 추가적인 scarce 희귀한 acquire 얻다 pointless 무의미한
｜문제｜ variable cost 변동 비용

*흑자

paradox 역설 illusion 환상 surplus 과잉;

preference 선호(도)

당신은 행복해서 피자를 먹거나 슬퍼서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이 있는
가? 이것들은 정서적 섭식의 예인데, 이는 사람들이 배고픔보다는 그들의
기분 때문에 먹는 경우이다. 많은 사람들은 심리적인 이유들 때문에 갑작
스런 식욕을 느끼고, 격한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즉각 먹기를 원한다.
반면에 신체적 배고픔은 급박한 느낌 없이 온다. 또한, 감정적인 배고픔
은 그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해줄 수 있는 특정한 위로 음식에 집중
되어 온다. 위로 음식은 안 좋은 기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
니라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장 흔한 위로 음
22 수능만만 Basic 영어독해 모의고사

insert 삽입하다 material 재료, 물질 instrument 기구, 도구

10  ④
중국의 노인들은 더 많은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살

있지만 공포나 불안을 느끼거나 시험을 치는 기술이 형편없기 때문에 시

게 되면서 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 (C)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험에서 그것을 보여주지 못할 수 있다.

해, Dailan 시는 은퇴한 사람들과 학생들이 고령의 가족 구성원을 방문
하면 집에 없는 자녀들에 의해 대가를 지불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행] No
▶

07  ⑤

tattoo 문신 fashionable 유행하는, 유행에 따른 decoration 장식

시험 성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즉, 당신은 주어진 주제에 대한 대가일 수

구문해설

그 프로그램의 창시자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서비스로 혜택을 받는

matter what degree of knowledge you may possess, ....

No matter what은 Whatever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며, ‘어떠한 ~이라도, 얼마

간의 ~이라도’의 의미로 양보의 부사절을 이끎.

(C)가 오고, 그 서비스를 통해 노인과 방문자 모두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
의 (A)가 이어진 후, 노인의 자녀들 역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내용을 언
급한 (B)가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어휘

elderly 나이가 지긋한 isolated 고립된, 격리된 delighted 매우 기뻐하는

interaction 상호작용; *대화 relieve 덜다, 안도케 하다 constantly 끊임없이
keep in touch with ~와 접촉[연락]을 유지하다 critic 비판하는 사람 address
문제를 다루다, 해결하다

issue 문제, 쟁점 absent 부재의, 집에 없는 founder

설립자, 창설자

11  ③
이주하는 기러기들의 V자 비행 형태에는 단순히 모양 그 이상의 것이 있
다. 그 대형은 공동의 노력과 엄청난 단결 의식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
공기를 끌어올려준다. V자 형태로 비행함으로써 기러기 떼는 약 71퍼센
자의 선두를 돌아가며 맡는다. 만일 한 마리의 기러기가 병들거나 부상을
입어 계속 날 수가 없다면 두 마리의 다른 기러기가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기 위해 그 기러기와 같이 비행을 멈출 것이다. 그들은 부상 입은 동료

incidence 발생(률), 빈도 permanent 영구적인 puncture ~을 찌르다, ~에

survival 생존 critical 비판적인; *중대한 existence 존재, 존속

진 글 다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탄생된 서비스를 소개하는

트까지 비행 거리를 증가시킨다. 기러기들은 책임감을 공유하기 위해 V

중요한 시험을 치를 때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어휘

중국의 노인들이 자녀들의 독립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내용의 주어

dying은 die의 동명사 형태이다.
(C) 문신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따른다는 내용이므로 ‘~을 수반하다’의
의미인 accompany가 와야 한다. accomplish는 ‘이루다, 성취하다’의

어휘

훨씬 낮은 현상은 ② ‘가격의 역설’로 표현할 수 있다.

문제풀이

다. 각각의 기러기가 날갯짓을 하면 그것은 바로 뒤에 있는 기러기 아래의

08  ③

생존에 필수적인 빵의 가격이 생존과 상관 없는 다이아몬드의 가격보다

the burden과 having 이하는 동격 관계.

(B) ‘염색하다’의 의미인 dye가 쓰여야 하며 동명사 형태는 dyeing이다.

의미이다.
문제풀이

▶

=

구문해설

만족을 얻는데, 이는 그것의 한계 효용이 높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사람

며, 그것의 가격 또한 낮다.

are relieved of the burden of having to constantly visit

		

령대에서 문신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여성들은

			

도했다. 한계 효용은 한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단위를 소유함으로써 얻을

09  ②

가 죽거나 다시 비행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기다려 준다.
구문해설
[1행] There is more to the flying V formation of migrating
geese than simply a pattern.
▶

「There is more to A than B」는 ‘A에게는 B 이상의 것이 있다’의 의미.

[2행] The
▶

formation is one [built upon collective effort ...].

one은 a formation을 가리키는 부정대명사. [ ]는 one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문제풀이

→ 공동체 의식은 이주하는 기러기들이 V자 형태의 비행으로부터 이득
을 보게 한다.

다. (A) 우선, 노인들은 그들이 말을 걸 수 있는 방문자를 맞게 되어 기쁘

formation 대형 migrate 이주하다 goose 기러기 (pl. geese)

다. 동시에, 고용된 학생들이나 은퇴한 방문자들은 여분의 돈을 벌며 종

어휘

종 집주인들(노인들)이 그러한 것만큼 그 대화를 흥미롭다고 여긴다. (B)

collective 집단적인, 공동의 tremendous 거대한, 굉장한 togetherness 단결

그리고 물론 자녀들은 그들의 노령의 친인척들을 늘 방문해야 하거나 계

flap 펄럭이다 flock 떼, 무리 rotate 교대하다 leadership 지휘, 대표직

문제풀이

속 연락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던다. 그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없

companion 동료, 친구 resume 다시 시작하다, 재개하다 ｜문제｜ escape 달아

이 글은 시험을 치는 기술의 부족과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시험 성적에

지는 않지만, ‘부모님 돌보기’ 서비스는 Dailan에서 꽤 인기를 얻었다.

나다, 벗어나다

구문해설

12  ⑤

영향을 준다는 내용으로, 훌륭한 답안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③은 글의 전체 흐름과 무관하다.

[7행] ...
어휘

command 명령; *전문적 지식 cover (연구·주제를) 다루다 thoroughly

철저히, 완전히 possess 가지다, 소유하다

interfere 간섭하다; *지장을 주다

performance 성과, 성적 authority 권위; *(특정 문제에 대한) 권위자, 대가

▶

find the interaction as interesting as their hosts do.

「as + 형용사 + as ~」는 ‘~만큼 …한’의 의미. do는 find the interaction

interesting을 받는 대동사.

때때로 편두통이나 다른 종류의 극심한 두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들의 몸이 커지거나 줄어드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이상한 나
라의 앨리스 신드롬’(AIWS)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앨리스가 자신의

정답 및 해설

23

몸의 크기가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판타지 책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

③ 첫 등반의 실패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 AIWS를 앓는 사람들은 사람들이나 다른 사물들을 실제보다 더 크

④ 히말라야 등반에 성공하여 명성을 이어나갔다는 것으로 보아 이미 유

15  ②      16  ③      17  ①

거나 작게 인지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청각과 촉각이 갑작스럽

명한 산악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A) 때는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 무렵이었고, 1914년 12월 동안, 영국군

④ 크리스마스 전통의 시작
⑤ 어떻게 크리스마스 캐롤이 전쟁을 끝냈는가

게 변했다는 느낌을 가질지도 모른다. 아이들에게 있어, 이 신드롬은 대

과 독일군 간의 전투는 매우 격렬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두 군대는 벨

어휘

개 밤에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그들의 어둠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어휘

기에와 프랑스 사이 국경의 양쪽에 자리잡고 있었다. 얼어붙은 땅에 누운

라이플총, 소총

가장 활발하다. 비록 덜 흔하지만, 어른들 또한 AIWS로 고통 받을 수 있

mountaineering 등반 significant 중요한, 의미 있는 maintain 지속하다, 유지

채로, 군인들은 적을 향해 그들의 소총을 겨누고 기다렸다.

래하다

다. 사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작가는 그 자신이 비슷한 증상들을

하다

(C) 갑자기, 영국군은 독일군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것을 받았다. 그것은

일반적인; *전면적인

경험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그가 그 책을 쓰는 데 영감을 주었다.

산맥 devote (시간·노력 등을) 바치다 found 설립하다

초콜릿 케이크였다. 처음에 그들은 의심스러워 했지만, 그러고 나서 케이

battlefield 싸움터, 전장 tournament 시합 engage 약속하다; *(담화 등에)

크에 붙은 메모를 발견했다. 그것은 독일군들이 공격받을 위협 없이 크리

끌어들이다 tradition 전통

구문해설

people [who experience migraines or other
kinds of intense headaches] can feel as if their body is growing
or shrinking.
[1행] Sometimes,

▶

[ ]는 people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며, people이 문장의 주어,

explorer 탐험가 on record 기록상 altitude 높이, 고도, 해발
reputation 명성 adventurer 모험가 peak 산꼭대기, 봉우리 range

14  ②
어떤 사람들에게 요가는 하루를 시작하는 이상적인 운동인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잠자리에 들기 전 요가를 하는 것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된
다. 사람들이 언제 혹은 왜 요가를 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따

fact, the author of Alice in Wonderland experienced
similar symptoms himself, [which is partly {what inspired him
to write the book}].

주는 매트나 타월과 마찬가지로 헐렁한 옷이 필수적이다. 또한 맨발로 요

[ ]는 앞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며, { }

한다. 이것은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 요가의 충분한 효과를 얻도록 도울

는 be동사의 보어로 쓰인 관계대명사절.
문제풀이

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작가가 AIWS와 비슷한 증상을 경험했으
며, 이 경험이 책을 쓰도록 영감을 주었다고 했지만, 책에서 AIWS에 대
해 설명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가를 하는 것이 권장된다. 요가를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해
진 규칙은 없지만, 대부분의 강사들은 적어도 30분간 매일 할 것을 추천
것이다.

어휘

shrink 줄어들다, 작아지다 natural 타고난, 선천적인 symptom 증상

partly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inspire 영감을 주다

some people, yoga is the ideal exercise [to start each
new day], while for others, doing yoga before bed helps them
to fall asleep.
「some ~ others ...」는 ‘어떤 사람[것]은 ~이고, 다른 사람[것]은 …이다’의 의

미. [ ]는 the ideal exercis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 「help +

clothing is essential, as is a mat or towel [which

13  ⑤
Edmund Hillary 경은 뉴질랜드 출신의 탐험가이자 등반가였다. 그
와 Tenzing Norgay는 기록상 1953년에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도달

▶

8,848미터에 섰다. 등산에 대한 Hillary의 관심은 그의 유년시절인 16살
의 나이에 시작되었다. 그의 첫 번째 주요 등반은 1939년에 있었으며, 그
때 그는 알프스 산맥의 Ollivier 산 정상에 도달했다. 에베레스트 등반
후에, Hillary는 히말라야 산맥의 다른 10개의 봉우리를 등반하고 남극

영어로 캐롤을 부름으로써 화답했다. 이것은 양측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축하하는 노래들을 번갈아 부르며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마침내, 영국군

helps prevent slipping].

V

▶

S

as는 ‘~인 것처럼, ~인 것 같이’의 의미. as절의 주어는 ‘a mat or towel ...

slipping’으로 길어서 동사 is와 도치됨. [ ]는 a mat or towel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something, anything 등과 같이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의 경우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함.

(C) [4행] It was a request for a general ceasefire so that the
Germans could hold a Christmas celebration ....
「so that + 주어 + will/may/can ...」 구문으로 ‘~가 …하기 위하여, …하도록’

문제풀이

▶

② a mat or towel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which 또는 that

이라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냄.

이 와야 한다.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이므로 올 수 없다.

28 maintain    29 loose    30 border

Grammar in Use
EXERCISE 7

1 who(m)[that] 2 whose 3 which[that]
B 1 which 2 whom 3 that 4 who is
A

EXERCISE 8

1 that[in which] 2 where 3 when[that]
B 1 why 2 when 3 whatever
A

문제풀이

는 것이 적절하다.

서로 캐롤을 부르며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내용이 이어진 후 (D) 크리스

④ 「의문사 + to-v」의 형태로 ‘얼마나 자주 요가를 하는가’의 의미이다.

마스 당일 축구 경기와 대화 등을 통해 크리스마스를 즐겼다는 내용으로

⑤ help의 목적보어로는 원형부정사나 to부정사가 올 수 있다.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24 수능만만 Basic 영어독해 모의고사

24 surplus    25 tremendous    26 shrink    27 explorer

(C) [1행] Suddenly, the British troops received something
unexpected from the Germans: a chocolate cake.

이크를 보내 휴전을 요청하고 영국군이 이에 동의했다는 내용 다음에, (B)

② 유년시절인 16살 때부터 등산에 관심이 있었다.

20 similar    21 satisfaction    22 altitude    23 thoroughly

[ ]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with + 목적어 + 분사」 구문은 ‘~이

이브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C) 독일군이 영국군 앞으로 초콜릿 케

① Tenzing Norgay와 팀을 이루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

12 영구적인    13 고립된, 격리된     14 이주하다    15 교대하다
16 audience    17 mayor    18 tendency    19 underestimate

(A) [6행] [Lying on the frozen ground], the soldiers waited with
their rifles aimed in the direction of the enemy.

③ It은 가주어, that 이하가 진주어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을 쓰

오답풀이

8 칭찬    9 달래다    10 강렬한, 심한    11 간섭하다; 지장을 주다

구문해설

① 동명사구가 주어이므로 동사는 단수 형태로 일치시킨다.

의 의미로 by climbing과 (by) visiting이 병렬 연결된 구조임.

4 경쟁, 대회    5 외과의; 수술의    6 이용하다    7 최초의, 처음의

하며 사적인 대화에 빠져들었다. 그날 하루 동안, 그들은 군인이기를 멈

그곳에 학교와 병원을 세웠다.

as는 자격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로서’의 의미임. 「by + v-ing」는 ‘~함으로써’

1 관찰하다    2 붕괴시키다, 혼란시키다    3 구경거리, 볼 만한 것

거나, 이발을 해주거나 그들의 인생과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 대해 이야기

15. (A) 영국군과 독일군의 전투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크리스마스

▶

1 suspicious    2 devoted    3 regardless of

구 경기를 위해 전장의 중앙에서 만났다. 다른 사람들은 카드 놀이를 하

또한 그의 일생을 네팔인들을 돕는 데 바쳤으며, 비영리기구를 설립하고

Everest, Hillary maintained his reputation as an
adventurer by climbing 10 other peaks in the Himalayan range,
and (by) visiting both the South and North Poles.

1 ⓒ    2 ⓐ    3 ⓑ    4 ⓓ

(D) 축제는 또한 크리스마스 동안에도 계속되었다. 양측의 군인들은 축

오답풀이

[9행] After

1 ②    2 ④    3 ③

과 독일군 모두 화음을 넣어 노래를 부르며 하나가 되었다.

과 북극 모두를 탐험함으로써 모험가로서의 명성을 유지했다. Hillary는

구문해설

WORD CHECK-UP

…한 채로’의 의미이며, 목적어와 분사가 수동의 관계이므로 과거분사가 쓰임.

목적어 + (to-)v」는 ‘~가 …하도록 돕다’의 의미.

			

한 최초의 팀이었다. 5월 29일에, 그들은 지구상의 가장 높은 곳인 해발

작한 독일군들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그들이 노래를 끝낸 후에, 영국군이

있었다.

[1행] For

[5행] Loose

(B) 해가 지면서, 총 소리는 그들의 언어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

추었다. 그들은 그저 크리스마스의 전통을 즐기는 젊은 청년들로 돌아가

구문해설

▶

ceasefire 휴전 threat 위협, 협박 festivity 축제, 잔치

어안이 벙벙한 채로, 영국군들은 그 요청에 동의했다.

라야 하는 몇 가지 간단한 절차들이 있다. 미끄러짐을 방지하도록 도와

▶

take turns ~을 교대로 하다 sing in harmony 화음을 넣어 노

suspicious 의심하는, 의심스러운 attached 부착된, 첨부된 general

스마스 축하 파티를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면적인 휴전 요청이었다.

can feel이 동사. 「as if ~」는 ‘마치 ~인 것처럼’의 의미.
[12행] In

position 위치를 정하다; *(부대를) 배치하다 border 경계, 국경 rifle

16. 전쟁 중에 있었던 잠시 동안의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한 내용이므로
어휘

ideal 이상적인 regardless of ~에 상관없이 loose (옷이) 헐렁한

③ ‘전쟁으로부터의 휴식’이 제목으로 적절하다.

essential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prevent 막다 slip 미끄러지다 barefoot

17. (a)는 전쟁을 상징하나, 나머지는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잠시나마 휴전

맨발로 set 규정된, 정해진

하게 되면서 오는 평화를 나타낸다.

last 지속하다 benefit 이익, 이득

오답풀이

16. ① 갑작스러운 휴일의 공격
② 제1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날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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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업을 시험해 본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꿈의 직업이 실제로 어

영어독해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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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지에 대해 알게 해준다. 어떤 경우에 그것은 당신이 꿈의 직업이라고 생
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지도 모른다. 이것이 사
실로 밝혀질지라도, 적어도 그것은 당신이 선택의 폭을 좁히도록 도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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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⑤
08 ⑤
14 ④

03 ④
09 ③
15 ③

04 ④
10 ⑤
16 ④

05 ②
11 ③
17 ⑤

06 ③
12 ②

다. 실제로 꿈나래 휴가를 가짐으로써 잃을 것은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당신은 여전히 그것이 끝났을 때 돌아갈 당신의 현재의 일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점들은 명백하다. 당신은 당신의 현재 일보
다 더 잘 맞을지도 모르는 일을 찾아서 시도해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행
복을 찾고 있다면, 꿈나래 휴가는 당신이 그것을 찾도록 도와줄 것이다.
구문해설

allows people to get a feel for [what their dream career
would really be like].
[2행] It

01  ④

▶

미국 내 소수민족 출신의 노인들은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들은 흔
히 돈, 주택, 적절한 의료 서비스 그리고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다. 불행하
게도 이러한 문제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하거나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에게는 훨씬 더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
카나 아시아 출신의 이민자들은 적절한 시간 내에 자신이나 가족에게 필

「allow + 목적어 + to-v」는 ‘~가 …하도록 해주다’의 의미. get a feel for는

‘~에 대한 감각을 익히다’의 의미. [ ]는 전치사 for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
문문.

some cases, it may reveal [that what you thought was
your dream job actually is not].
[3행] In

[ ]는 동사 reveal의 목적절. 밑줄 친 부분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

[ ]는 a train journey를 수식하는 전치사구. 「from A to B」는 ‘A에서부터 B까

지’의 의미.

로 수동태를 써야 한다.

you’ll be generating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that
we are trying to reduce].

명사 improving의 쓰임은 적절하다.

[3행] ...,

▶

[ ]는 the greenhouse gas emissions를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온실가스 방출 억제 및 환경 회의 홍보, 각국의 과학자들과 환경운동가
와의 만남이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기차여행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
고 있다.
어휘

organize 조직하다; *(행사 등을) 계획하다 journey 여행 environmental

환경의 convention 회의, 총회

generate 발생시키다 greenhouse gas 온실

participate 참여하다

04  ④

문제들을 겪는다. 미국에서 소수민족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를 지속

[5행] Even if

this turns out to be the case, at least it helps you (to)
narrow down your options.

체수의 통제 불가능한 증가를 초래했다. 그 도시는 도시 도처의 하수구

even if는 ‘비록 ~일지라도’라는 의미의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help

의 시체를 치우는 것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들은 죽은 쥐들이

▶

두 개의 [ ]는 immigrant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로, 등위접속사

+ 목적어 + (to-) v」는 ‘~가 …하도록 돕다’의 의미.

나머지는 vocat ion - vacat ion 을 가리키는 반면 ⑤ 는 바로 앞의

happiness를 의미한다.

or로 연결된 병렬 구조.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죽은 쥐들이 있는 위치를 보고해 줄
을 지급받는다. 물론, 보건부는 주민들이 쥐를 죽이거나 죽은 쥐를 처리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당국은 단지 주민들이 그 죽은 쥐가 어디에 있는
지를 알려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공공
위생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것이 쥐 문제를 해결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일

immigrants from Latin America or Asia could have
trouble accessing basic resources ....
[7행] ...,

▶

에 쥐약을 놔서 쥐 개체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보건부는 독살된 쥐들

것을 바라고 있다. 장려책으로서,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하는 대가로 돈
문제풀이

「have trouble v-ing」는 ‘~하느라 어려움을 겪다’의 의미.

어휘

test out ~를 시험해 보다 vocation *천직; 직업 career 직업 case

것이라고 지적한다.

*경우; 실정, 사실 at least 적어도 narrow down ~을 좁히다 option 선택권

exisiting 현재 있는, 현재의 benefit 이익 obvious 명백한 suit 한 벌의 옷; 소

구문해설

has poor sanitation, [which has resulted in the rat
population growing out of control].

송; *~에게 맞다 current 현재의

[1행] ...

노인들이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제목은 ④ ‘미국

03  ④

▶

내 고령층 소수민족들이 직면한 문제들’이 적절하다.

올해 우리는 유럽에서부터 일본에서 개최되는 환경 회의까지 가는 기차

의 의미상 주어.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당신이 그 회의에 비행기를 타

[6행] They

문제풀이

미국 내 소수민족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소수민족 출신의

오답풀이

고 간다면, 당신은 우리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방출하게

① 미국 내 소수민족들의 증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차를 탄다면, 당신은 비행기 탑승자의 이

② 소수집단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

산화탄소 방출량의 약 3분의 1만을 방출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에서 일

③ 불법 이민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⑤ 고령층 소수민족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
어휘

elderly 나이 많은 ethnic 민족의 minority 소수, 소수집단 face 직면

하다

appropriate 적절한 educational 교육의 immigrant 이민자 access

접근하다

resource 자원 reasonable 합리적인, 적당한 life expectancy

기대수명

｜문제｜ perspective 관점

illegal 불법의 solution 해결책

02  ⑤
어떤 이들은 꿈나래 휴가(천직 찾기 휴가) 동안 이틀에서 사흘간 꿈의 직

26 수능만만 Basic 영어독해 모의고사

치사 in의 목적어로 동명사 growing이 쓰였으며, the rat population은 동명사

want residents to report the location of dead rats so
that they can be disposed of properly.
▶

…하기 위하여, …하도록’이라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냄.
문제풀이

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차 여행) 경로에 있는 나라들의 과

④ repor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문문이 필요한 자리로, 간접의문

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이므로 ‘where the dead rats are’

여행을 신청한 7개국으로부터의 3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로 고쳐야 한다.

참여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우리에게 즉시 전화를 주십시오.

year, we are organizing a train journey [ from
Europe to an environmental convention in Japan].

improve 개선하다

05  ②
예를 들어 케첩의 경우를 보라. 그 어휘 자체는 말레이어 ‘ kêchap’에서
소스를 가리켰다. 영국의 무역상들이 그것을 그들의 고향으로 가져왔고,
거기서 버섯, 호두와 같은 그 지역산 재료들이 원래의 재료들을 대신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케첩’이라는 말은 다양한 소스를 가리키는 일반
적인 용어일 뿐이었다. 마침내 19세기 중반에 토마토가 주요 재료가 되었
고, 현대의 케첩이 탄생했다. 그러나 그 단어의 세 가지 철자 ― ketchup,

catchup, catsup ― 는 여러 문화권에서 수백 년 동안 사용되어 왔고, 세
가지 모두 오늘날까지 여전히 맞는 것으로 여겨진다.
구문해설

word itself is believed to have come from the Malay
word kêchap.
[7행] The

▶

「be believed to-v」는 ‘~하는 것으로 여겨지다’라는 의미이고, have come은

주절의 동사(is believed)보다 이전의 일이므로 현재완료 시제를 씀.
문제풀이

②의 앞에 케첩의 어원이 언급되고, ②의 뒤에 영국 무역상이 이를 영국
에 들여와 다른 재료를 넣어 사용했다고 했으므로, 주어진 문장은 ②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어휘

spice 향신료 throughout ~을 통틀어 distant 먼 interact 교류하다

borrow 차용하다 adapt 맞추다, 조정하다 fit 적절하다 trader 상인
homeland 고국, 조국 ingredient 재료 mushroom 버섯 walnut 호두
accordingly 그러므로

「want + 목적어 + to-v」 구문. 「so that + 주어 + can/may/will ...」은 ‘~가

시작하기 전에 몇 주 동안 그 회의를 알릴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일 것이라

[1행] This

사람 point out 지적하다

[ ]는 poor sanitation을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 전

본으로의 (기차) 여행은 약 2주가 소요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회의가

구문해설

department 부문, 부(部) authorities 당국, 관계자 critic 비평가, 비판하는

유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생선, 약초, 그리고 향신료로 만든 일종의

브라질의 Nova Iguaçu라는 도시는 위생상태가 불량한데, 이것이 쥐 개

these problems are likely to be even more extreme for
immigrants [who do not speak English very well] or [who
have a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dispose of ~을 처리하다 incentive 장려[우대]책 award 포상하다

와 요리법 모두 한 문화에서 차용되어 다른 문화에 알맞게 조정되었다.

이 이끄는 that절의 주어. you thought는 삽입절.

[4행] ...,

보고하다

activist 운동가, 행동주의자 route 길, 경로 sign up for ~을 신청하다

소수민족들은 또한 다른 미국인들보다 기대수명이 짧고 더 심각한 건강

▶

sanitation 위생 result in ~을 초래하다 out of control 통제 불능의

역사를 통틀어, 먼 지역의 사람들은 서로 교류해 왔다. 그 과정에서 어휘

▶

구문해설

어휘

publicize 공표하다, 광

가스 emission 방출 reduce 줄이다 emit 방출하다
고하다

⑤ improving ... services는 that절의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로 동

poison 독; 독살하다 sewer 하수구, 하수도 resident 거주자 report 신고하다,

문제풀이

요한 기본적인 자원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나이 많은

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③ 죽은 쥐들이 있는 위치를 보고하여 돈을 포상으로 ‘받게’ 되는 것이므

06  ③
당신은 사무실에서 동료들을 방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낮은 목소리
로 전화통화를 하는가? 당신은 기침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일을 방해
할 것이라고 걱정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pin-drop 증후군’을 겪
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사무실에 극도의 고요함이 있을 때 일어나

오답풀이

며, 그것은 근무자들이 가장 조용한 소리를 내는 것조차 걱정하게 한다.

① poor sanitation을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

전문가들은 pin-drop 증후군은 오늘날 사무실에서의 점점 더 많아지

which가 쓰였다.
② 「want + 목적어 + to-v」 구문으로, 목적보어로 to부정사인 to report

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다. 소음이 20데시벨 이하인 어느 조

의 쓰임이 적절하다.

로 목소리나 웃음소리를 내는 소음 기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용한 사무실에서나 이 증후군을 겪고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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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drop 증후군의 영향을 피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문제풀이

로스엔젤레스에서 식당의 위생 평가 결과를 식당 내에 부착하게 하여 청
구문해설

and it causes employees to worry about making even
the softest of noises.
▶

「cause + 목적어 + to-v」 구문으로 ‘~가 …하는 것을 야기하다’의 의미.

people actually suggest [installing a noise machine
{which includes the sound of voices and laughter}].
[11행] Some

▶

[ ]는 sugges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 { }는 a noise machine을 선

[9행] This

오답풀이

09  ③

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

① 도시의 음식 선택권

고급 향수 재료들 중 하나는 용연향이라고 하는 밀랍 같은 물질인데, 이

② 지역 농산물의 품질

것은 1파운드당 가격이 무려 1만 달러까지 나갈 수도 있다. 용연향이 비

④ 새로운 음식점들의 개업

싼 이유는 이것이 오직 향유고래의 소화기관에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이

⑤ 공중보건국 직원의 업무 수행

다. 전문가들은 향유고래가 오징어 부리 같은 것들을 소화하지 못한다고

것이 적절하다.

어휘

빈칸 전후의 작은 소리를 내는 것조차 주변에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고 걱
정하게 된다는 내용과, 소음이 20데시벨 이하인 조용한 사무실에서 이
증후군이 발생된다는 내용으로 보아 ③ ‘극도의 고요함’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

「This is because ~」는 ‘이것은 ~ 때문이다’의 의미. to catch prey는 <목적>

문제풀이

⑤ 치타는 두 개의 왼쪽 다리들을 같이 움직인 다음에 두 개의 오른쪽 다
리들을 같이 움직인다.

rating system 등급제 inspector 검사자, 검사관 make a visit to ~를

폐물을 배출할 때 빠져나간다. 고래가 용연향을 배출한 직후에 그것은 바

어휘

similar 비슷한 leopard 표범 distinct 뚜렷한 fur 털, 모피 pattern

fly 파리 inappropriate 부적절한 post 게시하다 diner 식사하는

다를 떠다니는 시커멓고 끈적거리는 물질이다. 시간이 지나 햇빛과 공기,

무늬

spot 반점 resemble 닮다, 비슷하다 prey 먹이, 사냥감

방문하다

사람 so far 여태까지, 현재까지

｜문제｜ produce 농산물

바닷물에 노출되면서 그것은 색깔이 밝아지고 밀랍처럼 변한다. 이 과정
동안에 그것의 냄새도 사라진다. 이 용연향 중 일부는 마침내 다양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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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모든 사람들이 기술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는 것

① 과도한 소음

은 아니다. 신(新) 러다이트 운동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급격한 변

② 많은 업무량

화의 속도에 대해 경고를 보내는 운동이다. 대부분의 신 러다이트 운동

④ 직원들의 질병

가들은 새로운 기술이 개인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인정하지
만, 그것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경향이 있다고 생

⑤ 전자 기계

is because cheetahs use their speed to catch prey,
while leopards use their strength.

여긴다. 그들의 소화기관에 들어간 이 오징어 부리는 결국 고래가 체내 노

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문제풀이

구문해설

accept 받아들이다

결도를 개선시키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③ ‘식당의 청결’이 오는

[6행] ...,

potential 잠재적인 impact 영향 ｜문제｜ ban 금지하다 accelerate 가속하다

양과 크기의 조각들로 해변까지 떠밀려 온다. 용연향은 향을 유지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어서, 향수 산업에서 높은 가치가 있다.

북극해에는 기다란 엄니를 가진 고래가 살고 있다. (B) 수 세기 동안 사람
들은 일각고래라고 알려진 이 고래가 그 이상하게 생긴 엄니를 무엇에 쓰

구문해설

는지 궁금하게 여겨 왔다. 최근에 와서야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를 어느

is a waxy substance [called ambergris], [which can cost
as much as $10,000 per pound].
[1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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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 ]는 a waxy substance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두 번째 [ ]는 a

정도 밝혀낼 수 있었다. (A) 대부분의 수컷 일각고래들과 몇몇 암컷들이
가지고 있는 8피트 길이의 엄니는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 엄니는
수백만 개의 아주 작은 신경 조직들로 덮여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의 커

waxy ... ambergris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

다란 중추 신경에 의해 뇌에 연결되어있다. (C) 이 신경 조직들은 그 엄니

줄 건강상의 이득에 열광하는 반면, 신 러다이트 운동가들은 ‘완벽한’ 아

[14행] Since

로 하여금 수온, 수압, 염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해준다. 일각

disrupt 방해하다 decibel 데시벨(전력·음향의 측정 단위) install 설치하다

들과 딸을 만들기 위해 태아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행위의 부작용에 대

value ....

｜문제｜ excessive 과도한

해 우려한다. 신 러다이트 운동가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컴퓨터와 로봇 이

▶

전의 시대로 사회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다. 대신 그들은 잠재적인 위험에

다’의 의미. 「be of value」는 ‘가치가 있다’의 의미.

각한다. 한 가지 예는 유전공학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가져다
어휘

avoid 피하다 disturb 방해하다 coworker 같이 일하는 사람, 동료
workload 업무량 quietness 고요함 machinery

기계류

it is known to retain scent, ambergris is of great

since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be known to-v」는 ‘~하는 것으로 알려지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고 사람들이 신기술을 받아들이기 전에 신중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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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의 공중보건국은 5년 이상 식당의 청결에 대한 등급제를 사
용해오고 있다. 보건국의 검사관들은 도시의 식당들을 불시에 방문해서
각각의 식당에 100점을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식당은 음식에서 발견
된 머리카락, 주방에 있는 파리, 손을 씻지 않거나 부적절한 차림새를 한
직원 같은 부분에서 점수를 잃을 수 있다. 일단 점수가 매겨지면, 그것은

[1행] In

한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다.

③ 용연향은 햇빛과 공기, 바닷물에 노출되는 과정을 통해 냄새가 사라

long tusk].

진다.
[1행] Not

everyone believes (that) technology will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

Not everyone은 ‘모든 사람이 ~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의 부분부정.

▶

[13행] ...,

aim의 목적어로 쓰인 두 개의 to부정사구가 등위접속사 and로 연결된 병렬 구조.

다. 그것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식당들의 비율이 52퍼

things like hair found in food, flies in the kitchen, and
staff [that do not wash their hands or wear inappropriate clothing].
[6행] ...

▶

전치사 like 이하에 hair found in food, flies in the kitchen, staff that ...

clothing의 명사구들이 병렬 연결되어 있음. [ ]는 staff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
계대명사절.
[8행] Once

the score is given, it must be posted inside the
restaurant so all customers can see it.
▶

28 수능만만 Basic 영어독해 모의고사

V

S

부사구 In ... Ocean이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함에 따라 주어와 동사가 도치됨. [ ]

는 a whale을 수식하는 전치사구.
어휘

perfume 향수 waxy 밀랍 같은 substance 물질 ambergris 용연향

digestive organ 소화기관 digest 소화하다 squid 오징어 beak 부리
release 방출하다 discharge 배출하다 sticky 끈적거리는 float 물에 뜨다
expose 노출시키다 eventually 마침내 retain 유지하다 scent 향

[9행] It
▶

was only recently that scientists were able to ....

「It is[was] ~ that ...」은 ‘…한 것은 바로 ~이다’의 의미의 강조구문으로 부사구

인 only recently를 강조.

narwhal can even detect tiny particles in the water
[that tell it {what kinds of fish are swimming nearby}].

[12행]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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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

DO

[ ]는 tiny particles in the water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it은

문제풀이

표범과 치타는 매우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몇 가지 뚜렷한 차이

신 러다이트 운동가들의 목표가 신기술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인식

점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로, 표범의 털은 검정색과 갈색 반점의 복

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는 말이 빈칸 앞에 나오므로, 이 목표와 상통하는

잡한 무늬로 덮여 있다. 이 무늬는 식물과 그 식물의 그림자와 비슷하여

내용인 ⑤ ‘신기술을 받아들이기 전에 신중히 고려하도록’ 장려한다는 말

표범이 사냥감으로부터 숨는 데 도움을 준다. 반면에 치타는 단순한 둥

이 빈칸에 적절하다.

근 모양의 반점과 눈가에서부터 이어지는 검은 선들을 갖고 있다. 또한 치

주어진 문장의 a whale 을 this whale, known as a narwhal 로 받아,

타는 표범보다 날씬하며, 표범이 더 힘이 센 경향이 있다. 이는 치타가 사

이 일각고래의 엄니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에 대해 궁금히 여겨왔다는

냥감을 잡기 위해서 속도를 이용하는 반면에, 표범은 힘을 이용하기 때문

내용의 (B)가 오고, 최근에 밝혀진 엄니의 용도에 대해 설명하는 (A)가

이다. 마지막으로, 이 두 종은 다른 방식으로 걷는다. 치타는 두 개의 왼

그 다음에 오는 게 자연스럽다. (C)의 These nerves는 (A)에서 언급한

쪽 다리들을 움직인 다음에 두 개의 오른쪽 다리들을 움직인다. 그러나

millions of tiny nerves를 가리키므로 (C)는 (A) 다음에 와야 한다.

오답풀이

① 신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② 유전적으로 완벽한 인간들을 만들도록
③ 기술의 이점들을 증대시키도록
④ 기술 발전의 속도를 높이도록

Once는 ‘일단 ~하면’의 의미인 접속사. 「so (that) + 주어 + can/may/will ...」

은 ‘~가 …하기 위하여, …하도록’이라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냄.

the waters of the Arctic Ocean lives a whale [with a

				
▶

구문해설

게 해준다. 보건국은 그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해 현재까지는 만족하고 있

구문해설

구문해설

문제풀이

은 손님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디에서 먹을지에 대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

센트에서 83퍼센트로 증가했다.

주는 물속의 작은 입자들까지 감지할 수 있다.

려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미치는 심각

they aim [to build awareness of potential dangers] and
[to encourage people to carefully consider ...].

모든 손님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 식당 안에 게시되어야 한다. 이것

고래는 심지어 가까이에 어떤 종류의 어류가 헤엄치고 있는지를 알게 해

어휘

warn 경고하다 rapid 급격한 pace 속도 genetic engineering 유전

공학

unborn 태어나지 않은 ultimate 궁극적인 aim 목표; *목표로 삼다

tell의 간접목적어로 the narwhal을 가리킴. { }는 간접의문문으로서 tell의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함.
문제풀이

표범은 왼쪽 앞다리와 오른쪽 뒷다리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앞
다리와 왼쪽 뒷다리를 움직인다.

어휘

the Arctic Ocean 북극해 nerve 신경 shine 빛을 비추다 sensitive

민감한, 민감하게 반응하는 temperature 온도 detect 감지하다 particle 입자

정답 및 해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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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해설

의사들이 엑스레이 사진에 관해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돕기 위
해 텔레비전 전화[화상전화]라는 새로운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Wales
의 한 병원에서, 의사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엑스레이 사진을 담
은 영상 메시지를 전송해오고 있다. 그러면 전문가는 그 의사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조언한다. 이러한 방법은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불편(→ 편리)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그
것은 특히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한 병원에 유용하다. 게다가 그것은
전문가들이 사무실을 떠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
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엑스레이 사진을 입수하여 조언을 줄 수 있는 텔

[3행] All

of the bus’s fuel and energy needs will be met by
technologies [that transform the force of ocean waves into
usable energy].
▶

「all of ~」는 ‘~하는 것 모두’의 의미. [ ]는 technologie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the cost [of operating the bus with renewable
energy] is less than that of the average diesel minibus,
[providing a financial benefit as well as an ecological one].
[7행] Moreover,

▶

첫 번째 [ ]는 주어인 the cost를 수식하는 전치사구. that은 the cost를 가리

레비전 전화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미래에는 많은 다른 종류의 의학적

키는 지시대명사. 두 번째 [ ]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A as well as

스캔이나 사진들이 텔레비전 전화로 전송되어 분석될 것으로 기대된다.

B」는 ‘B뿐만 아니라 A도’의 의미.

구문해설

new technology is being used to help doctors get expert
advice ....
[1행] A

▶

「be동사 + being + p.p.」의 현재진행 수동태. 「help + 목적어 + (to-) v」는 ‘~

가 …하는 것을 돕다’의 의미.
[10행] ...,

S

x-rays and (to) provide advice].
▶

V

SC

since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all (that) they need가 주어, a picture

phone은 보어, [ ]는 a picture phone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
[12행] There

is hope [that, in the future, many different ...].
=

▶

hope와 [ ]는 동격.

⑤ 흔한 직장 내 부상을 운동으로 예방하기

(D) 이 시점에서, 그 근로자의 동료들은 그 신청을 검토할 기회를 갖는다.
그러고 나서 그 주가 끝날 무렵 동료들은 실제로 임금 인상을 승인할 것

어휘

ping-pong 탁구 lower 낮추다 alert 민첩한, 기민한 prevent 막다;

*예방하다

eye strain 눈의 피로 wrist 손목 get a workout 운동하다 sharp

예민한, 영리한 spatial 공간의

awareness 자각, 인식 ｜문제｜ productivity

문맥상 엑스레이 사진을 담은 영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편리하고 저
렴하여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 적절하다.
expert 전문가 picture phone 텔레비전 전화 specialist 전문가, 전문의

field 들판; *(활동·연구의) 분야 advise 조언하다 inconvenient 불편한

인지 아닌지에 대한 투표를 한다. 만약 그 신청이 과반수 득표를 얻으면
그것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지금까지 (임금) 인상 요구의 승인율은
약 95퍼센트 정도이다.
(B) 비록 상사들이 어떤 요구든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

생산성

은 결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동료 (임금 인상) 승인 과정은 근로자

15  ③
가까운 미래에, 당신의 차에 칠해진 페인트는 스스로 회복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Southern Mississippi 대학의 연구원들은 햇빛의 도움으로 스
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특별한 폴리우레탄 코팅제를 개발했다. 태

들이 터무니없거나 받을 자격이 없는 요구들을 제출하는 것을 막는 것으
로 보인다. 게다가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동료들에 의해 평가받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심지어 상사가 주위에 없을 때라도 항상 최선을 다해 일한
다. 이런 방식으로, 그 계획은 실제로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구문해설

문제풀이

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은 그것에 흠집이 생겼을 때 손상을 회복시키는 물

빈칸 (A)의 앞과 뒤 모두 파력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빈칸

질 내에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그 기술의 이면에는 게와 새우 껍질에서

(A)에는 첨가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 Moreover가 와야 한다. 또한 빈칸

발견되는 특수한 자연 물질이 있다. 그 물질은 손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B)의 경우, 앞뒤 내용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되므로 Therefore가 오는

벗겨진 부분에 퍼진다. 연구원들은 이 치료 물질이 단지 자동차 페인트

▶

것이 자연스럽다.

외에 더 많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포장, 의류, 의료

(C) [2행] Instead, workers [who believe {(that) they are
deserving of a higher salary}] must submit a petition to their
manager, indicating [what they want their wages to be] and
describing [why they deserve to be paid more].

before long 머지않아 wave-powered 파력의 need 필요 meet 충족

어휘
시키다

transform 전환시키다 usable 사용 가능한 transport 수송, 운송

renewable 재생 가능한 average 평균의; *보통의 financial 금융의, 재정의
ecological 생태적인, 환경의 sufficient 충분한 implement 이행하다

구문해설

have developed a special polyurethane coating [that
has the ability {to “heal” on its own ...}].
[3행] ...

▶

14

[ ]는 a special polyurethane coating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는 the abilit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

  ④

회사의 휴식 공간에 탁구대를 설치하는 것은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낮추
문제풀이

어휘

의 사진이 일주일 동안 공개적으로 게재된다.

기술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since all (that) they need is a picture phone [to access

		

③ 직원들에게 휴식이 필수적인 이유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그들로 하여금 운동을 하도록 하
고 그들을 더욱 민첩하게 만들 수 있다. 많은 회사들이 이미 탁구대를 이
용하기 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社)와 보잉사(社)는 탁구대가 직원

문제풀이

게와 새우 껍데기의 자가 치유 능력이 있는 성분을 이용하여 만든 폴리우
레탄 코팅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주제로는 ③ ‘스스로 치유하는 폴
리우레탄 물질’이 적절하다.

(A) [7행] ..., but it is after the initial six-month period that the
method begins.

▶

「it is ~ that ...」은 ‘…한 것은 바로 ~이다’의 의미의 강조구문.

첫 번째 [ ]는 주어인 worker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는 동사

believe의 목적절로 접속사 that이 생략됨. indicating과 describing 이하는 접
속사 and에 의해 병렬 연결된 분사구문으로, 각각 간접의문문인 두 번째와 세 번
째 [ ]를 목적어로 취함.

(D) [3행] ..., coworkers actually vote on [whether or not to
approve the pay increase].
▶

[ ]는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의 「whether or not to-v」 구문으로 전치사 on

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

들에게 하루 종일 컴퓨터로 일하는 것으로부터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데

오답풀이

문제풀이

이롭다는 것을 알아냈다. 탁구대는 눈의 피로와 손목부상을 예방하는

① 전통적인 페인트의 새로운 용도

16. (A)의 마지막에 입사 후 첫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급여 인상과 관련하
여 독특한 방법이 적용된다고 했으므로,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

데 도움이 된다. 게다가 탁구를 치는 사람들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건강

② 아픈 사람들의 치료를 도울 수 있는 물질

inexpensive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provide 제공하다 medical 의학의

에 좋은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마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탁구가

④ 자동차 기술의 발전

로 설명하고 있는 (C)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임금 인상을 원하

transmit 전송하다 analyze 분석하다

정신을 영민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들은 탁구를 치는 사람

⑤ 연구원들이 어떻게 새로운 자동차 페인트를 개발했는가

는 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평가받는지를

이 탁구를 치면서 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빠른 의사결정이 공간지각 능

13  ④
머지않아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섬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은 세계에서 최

력과 IQ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문해설

너지로 전환시키는 기술에 의해 충족될 것이다. 그 버스는 섬의 지역 운

show [that fast decision making, {like the kind
players do in ping-pong}, can improve spatial awareness and
IQ].

송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어떤 환경적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

▶

다. 게다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버스를 작동시키는 비용은 보통의 디젤

입구로 여기서 do는 make fast decision의 의미임.

초로 파력(波力, 파도의 압력)으로 움직이는 버스를 탈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버스 연료와 에너지 필요량은 모두 파도의 힘을 사용 가능한 에

heal 치료하다 on one’s own 스스로, 임의로 chemical reaction 화학

반응

scratch 긁다 specific *특수한; 특정한 packaging 포장 ｜문제｜

높아진다는 내용의 (B)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글의 흐름상 적절하다.
17. ⑤ 상사는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거부권이 있을 뿐, 평가는 동료들에

advancement 진보, 발달 automobile 자동차

의해 이루어진다.

16  ④      17  ⑤

어휘

(A) 시애틀에 있는 한 회사가 근로자들의 급여 인상 승인에 대한 새롭고

reject 거절하다, 거부하다 request 요구, 요청 peer 동료 submit 제출하다

[11행] Studies

[ ]는 동사 show의 목적절. { }는 fast decision making을 부연 설명하는 삽

미니버스를 작동시키는 비용보다 적어서, 환경적인 이익뿐 아니라 재정적
인 이익도 제공한다. 비록 그 버스는 시속 30마일의 최대 속도로 하루에

문제풀이

약 40마일만 이동할 수 있지만, 이는 작은 스코틀랜드 섬의 필요를 충족

직장에서 휴식으로 탁구를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시키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웃의 섬들이 가까운 미래에 비슷한 프

있으므로 ④ ‘직장에서의 탁구대의 이점’이 주제로 적절하다.

로그램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휘

설명한 (D)가 그 다음에 와야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 업무 생산성이

독특한 방법을 실시했다. 그것이 운영되는 방식은 이와 같다. 회사의 모든
생산직 직원들은 같은 급여로 시작해서 고용된 후 첫 6개월 동안 임금이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그 계획이 충분히 평범하게 들린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 방법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처음 6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부

institute 시행[실시]하다 approve 승인하다 pay raise 임금 인상

salary 급여 normal 보통의 initial 처음의, 초기의 reserve 보유하다
ridiculous 터무니없는 undeserving 받을 자격이 없는 evaluate 평가하다
automatic 자동의 deserve ~할[받을] 만하다 petition 신청서, 청원서
indicate 나타내다 proposal *신청; 제안 publicly 공개적으로 review 검토하
다 vote 투표하다 majority *과반수; 대다수

officially 공식적으로

터다.

오답풀이

(C) 첫 6개월 후, 더 이상 어떤 자동 임금 인상도 없다. 대신 자신이 더 높

① 직원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법

은 급여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은 그들의 상사에게 신청서

② 탁구를 배우는 것의 이점

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들의 임금이 얼마가 되기를 바라는지를 명시하고
왜 그들이 더 받을 만한지를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는 그 신청과 근로자

30 수능만만 Basic 영어독해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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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CHECK-UP
1 (한 벌의) 옷    2 소송    3 ~에게 맞다

다. Petra의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 때문에 유네스코는 1985년에 그 도시

어휘

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consist of ~로 구성되다 act 공연자[그룹]; (쇼의 한) 파트 focus (관심·활동
따위의) 초점, 중심 escape 탈출; 탈출하다

구문해설

1 ③    2 ②    3 ④    4 ③

lies just on the edge of the mountainous desert [known
as Wadi Araba].
[2행] It

1 current    2 participate    3 dispose    4 analyze
1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2 접근하다    3 유지하다    

stage name 예명, 무대명 autobiography 자서전 magician 마술가

[ ]는 the mountainous desert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restraint 구속, 속박; 구속하는 것

handcuff 수갑 cell (교도소의) 감방

03  ④

▶

8 진보, 발달    9 피하다    10 검사자, 검사관    11 부적절한    

ancient city is hidden by large sandstone cliffs [that
gave it natural protection from invaders].

몇 번이나 누군가가 당신에게 “오늘은 일진이 사나웠어”라고 말했는가?

[ ]는 large sandstone cliff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it은 앞의

에게 이런 말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하루에 있었던 사소한

16 average    17 convention    18 sewer    19 resemble    
20 sensitive    21 distinct    22 so far    23 particle    

[3행] The

▶

The ancient city, 즉 Petra를 가리킴.

24 poison    25 perspective    26 renewable    27 alert    
28 awareness    29 ridiculous    30 publicly

내 경우에는, 너무나 많다. 나는 그 말을 항상 들으며 그 말이 지겹다. 나
불편들에 대해 불평을 하면서 내가 동정해주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당신이 지하철을 놓쳐서 회사에 10분

문제풀이

④ 잊혀졌던 고대 도시 Petra를 다시 발견한 사람은 한 젊은 탐험가였다.

지각을 했다고 해도 딱하게 여길 수 없다. 누가 전자레인지 청소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동료와 어리석은 논쟁을 벌이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세상에는 진짜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직장에서 해

어휘

Grammar in Use

located ~에 위치한 lie ~에 있다 (lie-lay-lain) mountainous 산이 많은,

산악성의 ancient 고대의 sandstone 사암 cliff 낭떠러지, 절벽 invader
침입자

EXERCISE 9

feature 특징, 특색 architectural 건축의 rediscover 재발견하다

EXERCISE 10

지정하다

World Heritage Site 세계 문화유산

고되는 것이 동정을 받을 만한 문제이다. 집을 잃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
이다. 다음번에 누군가에게 “오늘은 일진이 사나웠어”라고 말하기 전에
이를 고려하라.
구문해설
[3행] Most

02  ②
Harry Houdini는 1874년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난 Ehrich
Weiss 의 예명이었다. 그의 가족은 그가 4살 때 미국으로 이주했다.
Ehrich Weiss는 마술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유명한 마술가
인 Robert Houdin의 자서전을 읽고 나서, Ehrich Weiss는 자신의 이
름을 Harry Houdini로 바꾸었다. 십 대 때, Harry는 마술 묘기를 공연

1 was 2 agrees 3 is 4 are 5 don’t
6 are 7 are 8 was 9 were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의 공연들은 대부분 카드 묘기로 구성되었다.

people [who say this to me] are complaining about ...
and expect me to offer sympathy.
▶

[ ]는 주어인 Most people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동사는 are

complaining과 expect. 「expect + 목적어 + to-v」는 ‘~가 …하기를 기대하다’의
의미.

same goes for someone [who gets into a silly argument
with a coworker about {who should clean the microwave}].
[7행] The

▶

[ ]는 someone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는 전치사 about의 목

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문문.

그는 한 친구와 함께 공연했고, 나중에는 그의 남동생과 함께 공연하며

영어독해 모의고사

pp. 64~73

그 공연 그룹을 Houdini Brothers라고 불렀다. 후에 Harry의 주력 분

문제풀이

야가 바뀌었고, 그는 탈출 마술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그는 전통적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불편들에 대해 불평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인 마술가보다는 탈출 예술가로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경력 동안,

바라지만, 훨씬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잦은 불평

그는 수갑과 감방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구속 장치로부터 탈출했다.

을 자제해야 한다는 요지의 글이다.

그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그의 명성은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빠르게 높

01 ④
07 ⑤
13 ③

the fact is [that {stretching cold muscles} can
cause a lot of damage].
▶

[ ]는 문장의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 }는 that절의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

muscles in your body are surrounded by tissue [that’s
a lot like a rubber band].
[6행] The

▶

[ ]는 tissue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like는 ‘~와 같은’의 의미인

전치사.

stretching them before they’ve had a chance to
warm up] can result in a pulled muscle, or even a tear.
[10행] [Fully

▶

[ ]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 to warm up은 a chanc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
문제풀이

고무줄을 갑자기 잡아당기면 끊어지는 것을 예로 든 문장 뒤인 ④에 주
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explorer 탐험가 describe 묘사하다 rose-red 장밋빛의 name 지명하다,

1 was caught by 2 threw stones 3 was made for me
4 was sent to 5 me the real truth 6 bought her a watch
7 is called “teacher” 8 pleased 9 was seen to

06

[5행] However,

사구.

4 위생    5 거주자    6 당국, 관계자    7 금융의, 재정의    
12 승인하다    13 궁극적인    14 방출    15 받을 자격이 없는

구문해설

02 ②
08 ⑤
14 ⑤

03 ④
09 ④
15 ②

04 ④
10 ④
16 ②

05 ⑤
11 ②
17 ④

06 ②
12 ⑤

아져 갔다.
구문해설
[8행] He

performed with a friend, and later with his younger
brother, [referring to the act as the Houdini Brothers].
▶

[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refer to A as B」는 ‘A를 B라고 부르다’

의 의미.

01  ④
Petra는 요르단의 수도인 Amman에서 남쪽으로 약 5시간 거리에 위치
해 있다. 그곳은 Wadi Araba라고 알려진 산악성 사막의 바로 가장자리
에 있다. 그 고대 도시는 침입자들로부터 천연 보호막을 제공하는 큰 사
암 절벽에 가려져 있다. 그러나 그곳의 가장 유명한 특징 중 하나는 건
축 양식이다. 그것은 많은 다른 문화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나
바테아인들이 기원전 100년 Petra를 그들의 수도로 건설했지만, 그곳은

오답풀이

① 본명은 Ehrich Weiss이며 유명한 마술가인 Robert Houdin의 자서
전을 읽고 나서 이름을 Harry Houdini로 바꾸었다.
③ 친구와 공연하다 후에 동생과 함께 공연을 하였고, 그 공연 그룹을

Houdini Brothers라고 불렀다.
④ 전통적인 마술보다 탈출 마술로 명성을 얻었다.
⑤ 무명 생활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

어휘

complain 불평하다 minor 대수롭지 않은 inconvenience 불편, 부자유

sympathy 공감; *동정, 연민 argument 논쟁, 토론 coworker 동료
microwave 전자레인지 deserve ~할 만하다, ~ 받을 만하다

04  ④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신체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근육을 쭉 펴야 한
다고 잘못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차가운 근육을 늘이는 것은 많은 손
상을 야기할 수 있다. 신체의 근육들은 고무줄과 매우 흡사한 조직에 둘

어휘

mistakenly 잘못되어, 오해하여 stretch 잡아당기다, 쭉 펴다 be

surrounded by ~에 둘러싸이다 tissue 조직 rubber band 고무줄 break
(끈, 밧줄 등이) 끊어지다 warm up (몸을 풀기 위해) 준비 운동[워밍업]을 하다

tear 찢음, 찢긴 곳

05  ⑤
오늘날 사람들은 휴가 때 모래와 바다 이상의 것을 찾고 있다. 생태관광
과 모험 관광이 모두 최근에 인기를 얻었지만, 이제 또 다른 새로운 형태
의 여행이 등장했다. (C) 그것은 ‘리얼리티 관광’이라고 불린다. 여행을 하
는 동안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안된 이 관광은 그들이 방문
하는 국가들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들에 대해 가르쳐준다. (B) 예를 들
어, 어떤 리얼리티 관광객들은 라오스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데, 그곳
에서 그들은 지뢰의 피해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과테말라는 또 다른
가능한 리얼리티 관광의 목적지인데 그곳에서 방문객들은 그 나라의 정
치적 폭력의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다. (A) (리얼리티 관광의) 지지자들
은 리얼리티 관광이 가난한 국가들의 문제들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넓
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추세가 (그 나
라) 사람들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단순히 관광객들을 위한 쇼로 변질시킨
다고 말한다.
구문해설
[12행] Guatemala

is another possible reality tourism destination,
[where visitors can learn ...].
▶

[ ]는 앞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절로, where는

and there로 바꿔 쓸 수 있음.

러싸여 있다. 당신이 먼저 조금씩 늘이지 않고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고
무줄은 끊어질 확률이 아주 높다. 불행히도, 당신이 주의하지 않으면 그

문제풀이

와 똑같은 일이 당신의 근육에 일어날 수 있다. 준비 운동을 할 기회를 갖

주어진 글에서 새로운 형태의 관광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기 전에 근육을 완전히 쭉 펴는 것은 근육의 당김, 혹은 심지어 근육 파

소개하는 (C)가 그 뒤에 와야 하며, 그 다음에는 리얼리티 관광의 예를

열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신은 항상 스트레칭을 시

들고 있는 (B)가, 마지막으로는 리얼리티 관광에 대해 찬반의 입장을 보

작하기 전에 몇 분간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해야 한다.

이는 사람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A)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1812년이 되어서야 한 젊은 탐험가에 의해 재발견되었다. 한 19세기의 시
인은 후에 그 도시를 ‘세월의 반만큼 나이가 든 장밋빛 도시’라고 묘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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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33

어휘

ecotourism 생태관광 supporter 지지자, 후원자 awareness 자각, 인식

victim 희생자, 피해자 landmine 지뢰 destination 목적지, 행선지 political
violence 폭력

정치적인

구문해설

instructions were to count [how many times the
people {wearing white shirts} passed the ball].
[3행] Their

토끼가 위험한 생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호주인들은 실상을 더 잘 알고 있다. 1859년에 한 남자가 24마리의 유럽

중국 정부가 스프레이를 뿌려 Laoshou 산을 녹색으로 칠하는 것에 대
해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⑤ ‘녹색으로 페인트칠 된 산
의 비밀’이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keep track of ~을 기록하다; 추적하다 currently 현재 inconvenient 불편한
certain 확신하는 ｜문제｜ forgetfulness 건망증

{ }는 the people을 수식하는 현재분사구.

오답풀이

10  ④

others were so focused on the basketballs that they
didn’t notice.

① 전망이 좋은 산

우간다의 어떤 사람들은 Katwe 호수에서 모으는 암염을 팔아 생계를

② 중국이 국유림을 만들다

유지한다. 그것은 인구의 39퍼센트가 하루에 겨우 1달러를 버는 나라에

③ 생명이 없는 산에 나무들을 들여오기

서는 비교적 수익성이 있는 일이다. 불행히도, 그 호수의 위험할 정도로

④ 잘못된 색의 페인트: 값비싼 실수

높은 소금 농도는 사람들의 피부를 상하게 하고 상처를 남긴다. 다른 일

▶

06  ②

문제풀이

[ ]는 「의문사 + 주어 + 동사」 어순의 간접의문문으로 count의 목적어 역할을 함.

[7행] The

▶

「so ~ that ...」 구문으로 ‘너무 ~해서 …하다’의 의미.

야생토끼들을 호주의 한 공원에 풀어 놓았다. 그로부터 70년도 채 되지

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면, 호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암염을 모으는 일

않아 그 나라 전역에 토끼들의 개체수가 백억 마리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문제풀이

증가했다. 이 숫자는 그 후에 3억 마리 정도로 줄었지만, 이 토끼들은 호

빈칸 앞에는 실험 참가자들 중 절반이 주어진 과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고

어휘

주의 생태계에 위험 요소이다. 그 주요 원인은 토끼들이 호주의 토종 동

릴라 복장의 남자를 보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뒤에는 사람의 뇌가

green 녹색; 녹화(綠化)하다 explanation 설명 yuan 위안(중국의 화폐 단위)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는 대륙에 있는 지역이다. 결과적으

물들이 먹는 것과 같은 식물을 먹기 때문이다. 또한 토끼들은 이 토착종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에 한계가 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⑤ ‘동

unconfirmed 확인되지 않은, 미확증된 appearance 외양 evidently 분명히;

로 극빈층의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어떤 우간다인들에

들보다 더 빨리 번식하며, 그저 식물의 잎사귀만 먹기보다는 뿌리를 먹는

시에 여러 가지 과제에 집중하는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가 적절하

*듣기로는 overlook ~을 내려다보다, 멀리 바라보다 view 조망, 전망

게는 암염을 모으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이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일 수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식물이 다시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할

다.

｜문제｜ costly 값비싼

도 있다.

spray-paint 분무기로 페인트칠하다 mountainside 산허리, 산 중턱

수 있는 먹이가 줄어들면서, 20종이 넘는 호주의 포유류들이 멸종됐고,
많은 토종 식물들도 마찬가지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식물과 풀의 부
족은 한때 녹음이 우거졌던 지역들을 생명이 없는 사막들로 바꾸어 놓았
다.

① 사람들은 같은 사건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② 우리의 제한된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실수를 하도록 유발할 수 있다
③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④ 우리 시각의 정확도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구문해설

primary reason is [that rabbits eat the same vegetation
as Australia’s native animals (eat)].
[8행] The

▶

오답풀이

[ ]는 동사 is의 보어로 쓰인 명사절. 「the same A as B」는 ‘B와 같은 A’의 의미.

있다
어휘

experiment 실험 instruction 설명; *지시 halfway 중간[가운데쯤]에

문제풀이

*시사[암시]하다 take in 받아들이다 ｜문제｜ react 반응하다 accuracy 정확도

빈칸 이후에 토끼들 때문에 몇몇 호주 토종 생물들이 멸종되었고, 녹음

vision 시력, 시각 concentrate 집중하다 multiple 다수의

이 우거졌던 지역이 사막화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빈칸에

오답풀이

① 호주의 국가 동물
③ 자연이 어떻게 존속하는지에 대한 좋은 예들
④ 호주의 한 멸종위기에 처한 종
⑤ 다른 나라들이 따라 해야 할 성공담
어휘

creature 생물 release 방출하다 explode 폭발하다; *폭발적으로 증가

하다

primary 주요한 vegetation 식물 native species 토착종 mammal

포유류

extinct 멸종된 lifeless 생명이 없는 ｜문제｜ ecosystem 생태계

endangered 멸종위기에 처한

07  ⑤
한 유명한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6명의 사람들이 2개의 농구공을 서로에
게 패스하는 동영상을 보도록 했다. 그들에게 주어진 지시는 흰색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몇 번이나 공을 패스하는지를 세는 것이었다. 동영상의 중
간에, 고릴라 복장을 한 남자가 선수들 사이로 걸어간다. 놀랍게도 실험
참가자들 중 절반만이 그 남자를 보았다. 나머지는 농구공에 너무 집중
한 나머지 눈치채지 못했다. 이 실험은 동시에 여러 가지 과제에 집중하
는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원들은 우리의 뇌
가 다른 것들을 눈치채지 못하기 시작하기까지 특정량의 정보만을 받아
들일 수 있다고 여긴다. 이는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들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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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과학자 팀은 열쇠처럼 당신이 둔 곳을 잊어버린 물건들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발명품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제품은 마치 안경과
같지만, 인공지능을 지녔다. Smart Goggles라고 불리는 그 제품은 당신
이 잃어버린 물건들을 찾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당신이 할 일은 그 안경에

costume 의상 participant 참가자 notice 눈치채다 suggest 제안하다;

는 ② ‘호주의 생태계에 위험 요소’가 가장 적절하다.

09  ④

08  ⑤
중국 Yunnan 지역의 Laoshou 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먼지로 덮인
산 중턱에 스프레이를 뿌려 녹색으로 칠하겠다는 최근의 정부 결정에 혼
란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8월에 일꾼들이 도착하여 페인트칠을 시작하였
다. 그들은 정부에서 자신들을 보냈다고 설명했지만, 그들이 왜 산을 녹
색으로 칠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몇 가지 가능한 설명들이 있다. 어
떤 사람들은 정부가 지역 환경을 ‘녹화(綠化)’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페인트칠에 쓰인 47만 위안이 진짜 나
무와 식물들에 쓰일 수도 있었음을 지적한다. 어떤 확인되지 않은 보도는
그 산을 페인트칠한 진짜 이유는 산의 외관을 개선시키기 위함이라고 설
명했다. 듣기로는, 집과 사무실이 그 산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전망을 개선시키기 위해 산이 녹색으로 칠해지길 원했다.
구문해설

others point out that the 470,000 yuan [spent on
paint] could have been spent on real trees and plants.
[9행] However,

게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뿐이다. 그 안경은 당신이 그 물건을

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은 농작물이 자랄 수 없고, 3억 명의

구문해설

this is a region [where crops cannot grow], [on a
continent {where 300 million people live in extreme poverty}].
[1행] But

▶

첫 번째 [ ]는 a region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절. 두 번째 [ ]는 a region을

수식하는 전치사구. { }는 a continent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절.
[9행] If

it were possible to find other work, people living near
the lake would choose not to collect rock salt.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 구문. to부정사의 부정은

본 마지막 몇 초의 영상을 재생해낼 것이다. 안경 내부에 있는 작은 카메

▶

라가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을 기록한다. 게다가 컴퓨터가 모든 것을 식별하

to부정사 앞에 not을 씀.

고 추적한다. 현재 Smart Goggles 모델은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 너무
크고 불편하다. 그러나 발명가들은 그들이 곧 더 작은 형태를 만들 수 있
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구문해설

team of Japanese scientists has produced an invention
[that has the ability to find items {that have been misplaced},
like your keys].
[1행] A

▶

[ ]는 an invention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는 items를 선행

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will play back a video of the last few seconds [when
you saw the item].
[7행] They

▶

[ ]는 the last few seconds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절.

문제풀이

문제풀이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다면, 소금 농도가 높은 호수에서 암염을 모으는 위
험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④ 앞의 문장 다음에, 이 지역에는 농작물
이 자랄 수 없다는 주어진 문장이 오고, 결과적으로 극빈층의 사람들에
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④ 뒤의 문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어휘

continent 대륙 extreme 극도의, 극심한 poverty 가난 rock salt 암염

relatively 비교적, 상대적으로 profitable 수익성이 있는, 이익이 되는 scar
상처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따라서

11  ②
임신 기간 동안, 여성의 약 3분의 2가 입덧으로 알려진 메스꺼움과 구토
를 경험한다. 그것은 불필요한 고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연구는 임신

안경 내부에 인공지능이 장착되어 잊어버린 물건들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간 동안의 입덧이 사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연구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는 Smart Goggles에 대한 내용이므로 ④ ‘안경

에 따르면, 임신 기간 동안의 구토는 아기를 보호해 준다. 구토는 신체로

은 당신이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한다’가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하여금 음식 안에 있는 독소들과 미생물들을 제거하도록 도와주는데,
이러한 독소들과 미생물들은 아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고기와

오답풀이

강한 맛의 채소, 술을 더 많이 먹는 사회에서 입덧의 비율은 더 높다. 아

① Smart Goggles가 당신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돕는다

기가 화학물질에 덜 예민해지는 약 18주 후에, 입덧은 보통 줄어든다. 임

도 있었을 텐데 (실제로는 하지 않아 유감이다)’의 의미.

② 일본의 과학자들이 건망증을 치료한다

신 기간의 메스꺼움은 밝혀진 대로 자라고 있는 아기에게 실제로 이로운

[13행] Evidently, some people [whose homes and offices overlook

③ 현재 일상의 물건들에 사용되고 있는 인공 지능

것이다.

the mountain] wanted to paint it green ....

⑤ 비디오 레코더가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을 기록한다

▶

▶

[ ]는 the 470,000 yuan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could have p.p.」는 ‘~ 할 수

구문해설

[ ]는 주어인 some people을 선행사로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절.
어휘

misplace 잘못 놓다; *~을 놓고 잊어버리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

지능

play back (녹음, 녹화 테이프 등을) 재생하다 identify 감정하다, 식별하다

[6행] It

helps the body get rid of toxins and microorganisms
V

O

OC

in food, [which have the potential to harm the baby].
정답 및 해설

35

「help + 목적어 + (to-)v」는 ‘~가 …하도록 돕다’의 의미. [ ]는 toxins and

비록 그것은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페스트는 유럽 대륙에 중요한 영향을

다. 한 달에 5센트의 이율을 주는 대신, 그는 이율을 한 달에 3센트로 낮

24 ecosystem    25 side effect    26 forgetfulness    

microorganisms in food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

미쳤다. 유럽 국가들의 경제는 사실 페스트의 등장으로 부양되었다. 사람

추어야 했다. 이것은 그의 자녀들이 돈을 소비하기보다는 저축하는 쪽에

27 continent    28 potential    29 fluency    30 innovative

들이 페스트에 걸려 그들이 죽게되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밖에 나

집중하게 됨에 따라 너무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었다. 결

가 그들의 돈을 썼다. 이는 유럽에 상인 중산층이 형성되는 결과를 낳았다.

국 Owen은 ‘아빠 주식 거래소’까지 열었다. 그는 비록 실제 가격의 100

많은 죽음과 함께 이 의도되지 않은 부작용은 생존자들의 고용 기회를

분의 1로 가격을 책정하긴 했지만 아이들이 실제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

증가시켰다. 노동과 무역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상인 계층의 전반적인

을 가능하도록 했다.

성장이 있었고, 그것이 다음 세기의 수많은 중요한 발견들로 이어졌다. 어

(D) 저축과 주식 거래를 통해 Owen의 자녀들은 재정 문제에 대해 잘 이

느 정도, 페스트는 콜럼버스의 유명한 항해의 자금 제공을 간접적으로

해하게 되었다. Owen이 자녀들에게 돈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사용한 기

EXERCISE 11

도왔고, 가톨릭 교회가 와해되기 시작하도록 야기했다. 이것들은 페스트

술은 모든 가정에 이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의 가짜

A

가 유럽을 변화시킨 많은 놀라운 면모들 중 일부일 뿐이다.

금융기관은 많은 다른 부모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델이다.

구문해설

구문해설

▶

in societies [where more meat, strong-tasting
vegetables, and alcohol are consumed], rates of morning
sickness are higher.
[9행] Furthermore,

▶

[ ]는 societies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절.

문제풀이

→ 한 연구는 입덧이 임신한 여성의 몸에서 발견되는 독소를 제거함으로
써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휘

pregnancy 임신 nausea 메스꺼움 vomit 토하다 get rid of 제거하다

toxin 독소 microorganism 미생물 potential 가능성, 잠재력 consume 먹
다, 마시다 turn out ~임이 드러나다
｜문제｜ modify 수정하다, 바꾸다

beneficial 이익이 되는, 이로운

transfer 전하다 nurse *(젖먹이가) 젖을 먹

다; 간호하다 strengthen 강하게 하다, 튼튼하게 하다

12  ⑤

[6행] It

is difficult to know [when the plague first came to
Europe].
▶

It은 가주어, to know 이하가 진주어로 [ ]는 동사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문문.

first record of it appears in Constantinople in 540,
[where it was known as the Justinian Plague].
[7행] The

▶

[ ]는 Constantinople을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절.

들에게 완벽한 독서 파트너임을 알아냈다. 부모와 교사들은 모든 작은 실
수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무서운 독서 파트너일 수 있다. 그러나 개들이
독서 파트너가 될 때는 그렇지 않다. 개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은 학생
들이 유창성을 기르도록 도우며 그들에게 더 많은 자신감을 준다. 개들
이 위안과 동료 의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알려져 왔다. 개
들이 양로원, 병원, 감옥에서 이용되어 오긴 했지만, 개들이 아이들이 더

문제풀이

13. 유럽의 많은 인구를 죽게 한 끔찍한 전염병인 페스트로 인해 경제가
성장하고, 상인 계층이 형성되어 유럽 문명이 큰 변화를 겪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제목으로는 ③ ‘치명적인 병, 예기치 않은 결과들’이 적절하다.
14. 나머지는 모두 페스트를 가리키는 반면 (e)는 바로 앞의 상인 계층의
전반적인 성장을 가리킨다.

it은 가목적어, to buy 이하가 진목적어이고 for his children은 to부정사의 의

(C) [8행] This novel way of providing his children with
S

=

experience using money reflects real world use.
			 V
of는 동격을 이끄는 전치사. 「provide A with B」 는 ‘A에게 B를 제공하다’의 의미.

문제풀이

15. 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돈 관리를 가르치기 위해 스스로 은행과 주
식거래소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A) 뒤에는 우선 기본적인 돈의 이해에 대
해 가르쳤다는 내용인 (C)가 오는 것이 적절하며,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복잡한 내용을 가르치게 되는 (B)가 그 다음에 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
녀들이 재정 문제를 아주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D)가 오는 것이

나은 독서가가 되도록 돕는 데 이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사들은

오답풀이

자연스럽다.

개들 덕분에, 학생들이 책을 읽는 데 훨씬 더 동기부여를 받는다고 말한

13. ① 페스트: 그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16. (b)는 실제 회사의 주식을 의미하는 반면, 나머지는 모두 Owen이 자

다. READ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17개의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고,

② 페스트의 신비가 풀리다

녀에게 경제를 가르치기 위해 시도한 방법들을 의미한다.

(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콜럼버스는 어떻게 페스트에서 살아남았는가

17. ④ Owen은 자녀들이 아빠 증권 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실제 가격의

⑤ 흑사병에 관한 오해들

100분의 1의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했다.

문제풀이

(A ) 주어인 동명사구 Reading to dogs 에 2개의 동사구 helps ...

fluency와 gives ... confidence가 등위접속사 and 로 연결된 병렬 구조
이므로, helps와 같은 3인칭 단수 형태인 gives를 써야 한다.
(B) It은 가주어이므로 진주어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적절하다.
(C)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는 much이다.
어휘

assistance 원조, 보조 fluency 유창성 confidence 자신(감)

comfort 위안, 위로 companionship *동료 의식; 교우, 교제 nursing home 양
로원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so far 지금까지 expand 확장하다, 발전하다

13  ③      14  ⑤
페스트는 서양 문명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역사를 바꾼
전염병이었다. 페스트가 흔히 쥐에 의해 옮겨졌다고 여겨지지만, 그것은
사실 벼룩에 의해 옮겨졌다.
페스트가 언제 처음으로 유럽에 들어왔는지를 알기는 어렵다. 그것에 대
한 최초의 기록은 540년 콘스탄티노플에서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그것
은 유스티니아누스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페스
트를 생각할 때, 그들은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게 한 흑사병을 생각한
다. 어떤 국가들은 인구의 반을 잃었다.

36 수능만만 Basic 영어독해 모의고사

어휘

the plague 페스트, 흑사병 civilization 문명 epidemic 유행병, 전염병

boost ~의 경기를 부양하다 arrival 등장, 출현 formation 형성 merchant
상인

along with ~와 함께 unintended 의도되지 않은 side effect 부작용

1 Leaving now 2 (Being) Presented in English
3 Saying goodbye to their families 4 It being late

미상의 주어.

▶

유타 주(州)의 독서 교육 보조견(READ) 프로젝트는 개들이 어린 아이

1 wearing 2 damaged 3 named
B 1 playing[play] 2 shined 3 laughing 4 repaired
EXERCISE 12

(B) [8행] He made it possible for his children to buy shares of
real companies, ....
▶

Grammar in Use

어휘

come up with ~을 생각해 내다 value *가치; 가격 innovative 혁신적인

stock exchange 주식 거래소 manage 경영하다, 관리하다 interest rate 금리,
이율 share 주식, 지분 add up to 합계 ~이 되다, 결국 ~이 되다

survivor 생존자 indirectly 간접적으로 fund 자금을 제공하다 break apart

참신한, 기발한 reflect 반영하다, 나타내다

분해되다 ｜문제｜ deadly 치명적인 unexpected 예기치 않은, 뜻밖의

짜의 financial institution 금융기관

novel 새로운,

trade 매매하다, 거래하다 fake 가

15  ②      16  ②      17  ④
(A)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돈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수많은 방법들을

WORD CHECK-UP

생각해 냈다. 뉴욕의 한 아버지는 혁신적인 방법을 생각해 냈다. 그는 그
것을 ‘아빠 제일 은행’이라고 부른다. David Owen은 자녀들에게 돈을

1 ⓒ    2 ⓐ    3 ⓑ    4 ⓓ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자신만의 은행과 주식 거래소를 시작했다.

1 ④    2 ②    3 ①

(C) 처음에 그의 ‘아빠 은행’은 비교적 단순했다. 그 목표는 자녀들에게
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Owen은 아이들에게 돈

1 gets rid of    2 come up with    3 turned out
1 산이 많은, 산악성의    2 구속, 속박; 구속하는 것    3 논쟁, 토론    

을 저축하는 데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의 은행 체계에 복리의

4 잡아당기다, 쭉 펴다    5 자각, 인식    6 목적지, 행선지    7 외양

개념을 도입했다. 그는 한 달에 5센트의 이율을 제공했는데, 그것은 매년

8 집중하다    9 설명    10 확인되지 않은, 미확증된    11 가난    

그 합계가 77센트가 되었다. 자녀들에게 돈을 사용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12 임신    13 토하다    14 이익이 되는, 이로운    15 수정하다, 바꾸다

이러한 기발한 방법은 실생활의 이용을 반영한다.

16 ancient    17 invader    18 inconvenient    19 sympathy

(B) 아이들이 자라면서, Owen은 그의 은행에 몇 가지 변화를 주어야 했

20 extinct    21 supporter    22 victim    23 motivate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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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서 활동하게 되면, 당신의 노력은 이 꿈의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영어독해 모의고사

pp. 74~83

구문해설

02 ③
08 ③
14 ③

03 ④
09 ①
15 ④

04 ③
10 ③
16 ⑤

05 ②
11 ④
17 ①

06 ③
12 ①

Encouraged by his friend’s enthusiasm], the
young man began to act ....
▶

과 오늘날의 어린이들은 상상력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오는 것
으로 보아 빈칸에는 ② ‘창의력’이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일부 일본 기업들은 직원들의 몸무게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는 새로운

[7행] [(Being)

01 ③
07 ③
13 ②

04  ③

[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Encouraged 앞에 Being이 생략된 형태.

정부의 프로젝트 때문이다. 그 프로젝트는 기업들로 하여금 2012년까지

어휘

rob A of B A에게서 B를 빼앗다 cardboard 판지, 마분지 demand 요구

과체중인 직원들의 수를 10퍼센트 이하로 줄이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하다

be filled with ~로 가득차다 miniature 축소물 detailed 상세한, 세밀한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허리둘레가 85cm 이상인 직원들은 누구나 식이

motivate ~에게 동기를 주다, 자극하다

요법과 운동 계획을 제공받거나 더 심각한 조치를 위해 의사에게 맡겨질
문제풀이

VANK라는 단체가 생겨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람들에게 VANK
에서 활동할 것을 권유하는 글이다.

것이다. (많은 식이요법들은 단기간의 체중 감소 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
이 회사의 책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과체중인
사람들이 일에 대한 자격을 갖추었을지라도 기업들이 그들을 고용하는

어휘

01  ③
최고의 신인 Brahma는 인간에게서 신성을 감춰버리기로 결정했다. 그
와 인간이 아닌 다른 신들은 장소를 고르기 시작했다. 땅속 깊은 곳이나
바다 밑은 좋은 곳이 아니었는데, 언젠가 인간들이 그것을 그곳에서 찾
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들은 오랫동안 골똘히 생각했다.
그러다 Brahma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을 숨길 최적의 장소는
인간들이 도달할 수 없는 장소가 아니라 인간들이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을 장소였다. 그래서 신들은 신성을 취해 그것을 인간의 몸속 깊이 숨
겼다. 그 후로 인간들은 그것이 그들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
는 데 계속 실패해오고 있다.
구문해설

▶

but they so abused their divinity that Brahma, ....

「so ~ that ...」 구문으로 ‘너무 ~해서 …하다’의 의미.

[8행] The best place to hide it wasn’t a place [where humans

couldn’t reach], it was a place [where humans wouldn’t think to
look].
▶

to hide it은 주어인 The best plac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

두 개의 [ ]는 각각 a place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절.

격려[고무]하다, 장려하다

enthusiasm 열정 unofficial 비공식적인 public

relations 홍보 rely on 의지하다 mission 임무 correct ~을 고치다, 바로잡다
misconception 오해 represent 대표하다

03  ④
때때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유보다는 오히려 자살한 유명인
을 모방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 이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에
서 이름을 따 베르테르 효과라고 불리는데, 이 책에서 주인공은 자살을
한다. 이 효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행해져 왔다. 한 연

움을 주는 것은 매우 보람 있는 경험입니다. VANK는 한 청년이 그의 외
국인 친구에게 한국에 대한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친구
는 한국 문화에 관해 많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기
를 열망하였습니다. 친구의 열정에 고무되어, 그 청년은 한국에 대한 비
공식 여행 안내자와 홍보 대행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국인
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인터넷에 의지하였고 한국에 대한 사람들의 잘
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습니다. 그의 꿈은 작게
시작했지만 전 국가를 대표하는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당신이 VANK에
38 수능만만 Basic 영어독해 모의고사

monitor 감시하다, 관리하다 firm 기업 overweight 과체중의 penalty

discrimination 차별 qualified 자격 있는, 적격의

refer to 맡기다, 부탁하다 measure 조치, 수단 critic 비판하는
ensure ~을 책임지다, 지키다 point out ~을 지적하다

리고 있다.

only that, but (also) the more attention the suicide
received, ....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으로 ‘A뿐만 아니라 B도’의 의미.

① do so 는 commit suicide 를 가리킨다.
② in which는 앞의 the book The Sorrows of Young Werther 를 선
행사로 하는 「전치사 + 관계대명사」의 형태로 관계부사 where로 바꿔
쓸 수 있다.
③ to confirm은 ‘확인하기 위해’라는 뜻으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
적 용법으로 쓰인 to부정사이다.

Britney를 닮았다는 것을 알아챘으나 연루되는 것이 두려웠다고 말했
들은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는 비상시에 도움을 제공할 가능성이
적다. 사람들은 만약 다른 누구도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위험을 무릅쓰
려고 하지 않는다.

but only two people actually stopped to see [if Britney
needed help].
[7행] ...,

▶

「stop to-v」는 ‘~하기 위해 멈추다’의 의미. [ ]는 see의 목적절로 if는 ‘~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지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오늘날 첨단 기술 회사에서 만들어진 장난감들은 어린이들에게서 그들

려웠다’가 적절하다.

서 도움을 주려 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③ ‘연루되는 것이 두

자신의 창의력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장난감이라는 기쁨을 빼앗는다.
한때, 어린 소녀는 마분지 상자를 가지고 가위, 풀, 오래된 잡지들을 이용
져온 플라스틱 접시로 만들어지곤 했다. 오늘날, 어린 소녀들은 축소 모
형 가구로 채워진 인형의 집을 요구한다. 엔진 소리가 나고 불이 들어오
는 헤드라이트가 있는 플라스틱 스포츠카와 함께 집 옆에는 수영장이 있

오답풀이

① 그녀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신했다
② 그녀를 도와주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④ 정말 그녀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⑤ 바빠서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어야 한다. 이러한 장난감들은 매우 실제처럼 세밀해서 아이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상상력을 이용하거나 재미있고 신나는 환상의 세계를 꿈꾸도

어휘

carry out 실행하다, 수행하다 missing 실종된, 사라진 passerby 행인

bystander 방관자, 구경꾼 psychologist 심리학자 emergency 비상사태, 비상

록 동기부여되지 않는다.

시 take a risk 위험을 무릅쓰다 ｜문제｜ get involved ~에 휘말리다, 연루되다
구문해설
[3행] At one time, a little girl

would take a cardboard box and, ...,

would change it ....
would는 ‘~하곤 했다’의 의미로 과거에 일정 기간 동안 반복된 행위를 나타냄.

는 단수 취급하므로 동사 is가 쓰였다.

[6행] A

doll’s swimming pool would be made from a plastic
dish [taken from the kitchen].
▶

[ ]는 a plastic dish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confirm 확인하다 existence 존재 attention 주의 incident 사건 overall
전반적인, 전체의

에 행인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혼자 앉아 있는 소녀가 포스터의

빈칸 이후에 사람들은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굳이 자신이 나서

▶

commit suicide 자살하다 imitate 모방하다 kill oneself 자살하다

Britney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걸음을 멈추었다. 나중

05  ②

⑤ 「be unwilling to-v」는 ‘~하기를 꺼리다’의 의미로, 주어인 the media

어휘

의 사람들이 이 포스터들을 지나쳐 걸어갔지만, 실제로 단 두 명만이

문제풀이

하여 그것을 인형의 집으로 바꾸곤 했다. 인형의 수영장은 부엌에서 가

오답풀이

다. 그들은 이 포스터들을 쇼핑몰 도처에 부착한 뒤, Britney를 포스터

구문해설

의 언론매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살에 대해 보도하는 것을 꺼

구문이므로, greater를 the greater로 고쳐야 한다.

는 당신을 흥미롭게 할만한 한 단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VANK에 도

관련이 없다.

체적인 자살률도 더 증가했다. 베르테르 효과를 막기 위해, 많은 나라들

④ ‘~하면 할수록 더 …하다’의 의미인 「the + 비교급 ~, the + 비교급 ...」

나는 당신에게 VANK, 즉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라

기간의 체중 감소 효과만을 가져온다는 ③의 내용은 글의 전체 흐름과

사람 claim 주장하다

리킨다.

02  ③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비판 의견을 담고 있다. 식이요법이 단

처벌; *벌금

문제풀이

occur 머리에 떠오르다, 생각이 나다

이 글은 기업이 회사 내 직원들의 체중을 관리하도록 하는 일본 정부의

것을 알아냈다. 그뿐 아니라, 자살이 더 많은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전

[10행] Not

라는 이름의 8살짜리 여자아이가 실종되었다고 하는 포스터를 만들었

다. 이러한 방관자 효과는 심리학자들에 의해 널리 연구되어 왔다. 사람

문제풀이

어휘

나머지는 모두 신성을 가리키는 반면 ③은 신성을 숨길 최적의 장소를 가

~에 착수하다, 시작하다

동사 claim의 목적절인 [ ]에서 it이 가주어, to ensure 이하가 진주어.

는 이 사건들 중 26건이 일어난 후에 일반 대중의 자살률이 증가했다는

문제풀이

abuse 남용하다 divinity 신; *신성 chief *최고의; 주요한 set about

critics of the program claim [(that) it should not be a
company’s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health of its workers].
[10행] ...,

구는 뉴스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33건의 자살에 대해 조사했다. 그 연구

구문해설

최근 플로리다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실행되었다. 연구원들은 Britney

들 중 하나로부터 2피트 정도 떨어진 곳에 혼자 앉아 있게 했다. 수백 명

구문해설

▶

▶

어휘

것을 피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차별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rewarding 가치 있는, 보람 있는 be eager to-v ~을 열망하다 encourage

오래 전에 모든 인간은 신이었는데, 그들이 자신의 신성을 너무 남용하여

[1행] ...,

organization 조직; *단체 contribute to ~에 기여하다, 공헌하다

06  ③

문제풀이

빈칸 이후에 과거에는 소녀들이 스스로 인형의 집을 만들곤 했다는 내용

07  ③
서양의 언어들에서 사용되는 숫자에 이름을 붙이는 체계는 아시아의
언어들에서 사용되는 것과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 영어의 숫자 이름
은 매우 불규칙하다. 그것들은 ‘twenty,’ ‘thirty’와 ‘ fifty’뿐만 아니라
‘eleven,’ ‘twelve’ 그리고 ‘thirteen’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포
함한다. 반면에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수를 세는 체계가 더
논리적이다. ‘20’이 ‘2-10’인 반면 ‘12’는 ‘10-2’이다. 이 차이는 아시아의
어린이들이 수를 세는 법을 훨씬 더 빨리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4세만

정답 및 해설

39

되어도, 보통의 중국 어린이는 40까지 셀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4세 어

(B) 아이로 인해 직장에서의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냐하면 몸무게가 자전거 뼈대에 의해 지탱되어서 충격이 거의 혹은 전혀

자연스러우므로 productivity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production은 ‘생

어휘

린이는 보통 15까지만 셀 수 있다. 미국 어린이들이 40까지 셀 수 있으려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것은 심장에도 부담을 덜 준다. 건강한 성인들

상상의; *창의적인

면 1년이 더 걸린다. 다시 말해서, 기초적인 산수 능력에 있어 미국의 5세

산, 제품’이라는 의미.

은 가능하다면 하루에 적어도 30분은 타야 한다. 하지만 주말마다 두세

어린이들은 그들과 같은 나이의 아시아 아이들보다 1년이 뒤처져 있다.

(C ) 문맥상 ‘접근’이라는 의미의 approach 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refuge 피난처, 보금자리 wreck 난파선(의 잔해) recreational 오락적인

시간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 건강에 유익할 것이다.

submerge 가라앉히다 habitat 서식지

approval은 ‘승인’의 의미.

구문해설
[12행] It

takes American children another year [to be able to

		

A

reach 40].
▶

시간

어휘

infant 유아 demonstrate 증명하다, 보여주다 care about 마음 쓰다,

관심이 있다

「It takes + A + 시간 + to-v」 구문으로 ‘A가 ~하는 데 …의 시간이 걸리다’의

personnel (전)직원 permit 허락하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daycare 탁아소 well-being 복지, 행복 morale 사기 content 만족한

it is hardly surprising [that more and more people are
riding bicycles both for transportation and (for) leisure].
[5행] ...,

▶

it은 가주어, [ ]가 진주어.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의 의미.

cycling does not burn as many calories as other
aerobic exercises, ....

문제풀이

09  ①

빈칸 이전에는 아시아의 수 체계가 더 논리적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었고,

한 연구에 따르면, 당신의 모발 색깔은 당신에게 미래의 건강에 대한 단

빈칸 이후에는 아시아 어린이가 미국 어린이보다 더 빨리 수를 셀 수 있

서를 줄 수 있다. 스페인의 한 과학자 집단이 여러 가지 색깔의 털을 지닌

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으므로 빈칸에는 ③ ‘아시아의 어린이들이 수를 세

야생돼지들을 연구했다. 회색 털을 가진 돼지들이 대부분의 다른 돼지들

(A) 빈칸 앞뒤의 내용은 환경 보호와 건강이 주요 관심사가 되면서 점점

는 법을 훨씬 더 빨리 배운다’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보다 더 오래 살았고 더 건강했다. 반면에 붉은 털을 가진 돼지들은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인과관계의 연결사

돼지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세포 손상을 보였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털에

오답풀이

붉은색을 부여하는 색소의 생성과 관련 있다고 여긴다. 이 색소를 생성

① 아시아의 언어들이 습득하기 더 쉽다

하는 과정에서 돼지의 몸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것을 돕는 것과 동일

② 아시아의 학교들이 숫자에 더 집중한다
⑤ 한국어의 숫자가 암기하기 더 어렵다
어휘

different than ~와 다른 irregular 불규칙적인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count 수를 세다 logical 논리적인 average 평균의; *보통의

counterpart 상대방, 대응자 when it comes to ~에 있어서는 fundamental
기초적인, 근본적인

｜문제｜ master ~를 터득하다, 습득하다

controversy 논쟁

08  ③

[ ]는 문장 전체의 주어인 동명사구. 「allow + 목적어 + to-v」는 ‘~로 하여금 …

[7행] The

scientists believe [that this is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the pigment {that gives their fur its red color}].
[ ]는 동사 believe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 }는 the pigment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it is beneficial for companies [to keep their employees
content and interested].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 for companies는 to keep의 의미상의 주어.

means 수단 transport 수송, 운송 fuel 연료 pollution 오염

환경적으로 의식 있는 정책들을 더 빈번히 선택하고 있다.

[6행] This

[ ]는 goods and service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문제풀이

11  ④

최근에 환경 친화적인 상품과 서비스들을 생산하는 그린 칼라 직업들이

전 세계의 해군이 함대를 쇄신함에 따라, 오래된 군함은 그 철강의 가치

인 산업들의 성장’이 적절하다.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이 글의 주제로는 ① ‘최근의 환경 친화적

(고물로 팔았을 때의 값어치) 때문에 비축되었다. 오늘날에는 더욱 창의
적인 처리 방식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배를 바다로 끌고 가서 가라앉히
는 것이다. 배는 물고기와 다른 생물체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수년
후에는 바다 생물이 그 수중의 잔해를 덮기 시작한다. 그 잔해는 또한 잠
수부들이 가라앉은 배를 탐사하며 즐길 때 오락적인 가치도 제공해 준다.
그러나 낡은 배로 서식지를 형성하는 것이 위험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배는 바다 밑바닥으로 보내지기 전에 휘발유나 기름과 같은 위험한 물질

② 색소: 모발에 색깔을 주는 것

이 완벽히 제거되어야 한다.

③ 모발: 건강한 야생돼지의 지표
④ 야생돼지와 인간: 그들은 어떻게 유사한가?
⑤ 모발 색을 바꾸는 것: 암의 가능한 원인
어휘

clue 단서 fur 털, 모피 cell 세포 damage 손상 related ~와 관련된

ships must be completely stripped of dangerous

A				

B

문제풀이

오래된 군함을 고철로 재활용하는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처분)하

10  ③
어떤 운송수단이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공해를 일으키지 않으며 가장 좋
은 형태의 운동 중 하나를 제공할까? 그것은 바로 자전거이다. 환경 보호

문제풀이

와 건강은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므로 점

(A) 직장에 아이를 데려오는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는 것이므로 ‘시행

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통수단과 여가를 위해 자전거를 타는 것은 그다

하다’의 의미인 implement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complement는 ‘보완

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비록 자전거 타기가 조깅 같은 다른 유산소 운동

하다’의 의미.

만큼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절에는 해가 덜 간다. 왜

③ 환경적 재앙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들
④ 환경과 관련한 기업 정책의 변화들
⑤ 화이트, 블루, 그린 칼라 노동자들 간의 경쟁
어휘

employment 고용; *일자리, 직업 specific 특정한 collar 칼라, 옷깃

educator 교육가 boom 호황을 맞다, 번창[성공]하다 reconsider 재고하다
conscious 의식 있는 bring about ~을 가져오다 ｜문제｜ corporate 회사의,
기업의 regarding ~에 관해서

「strip A of B」는 ‘A에서 B를 제거하다’의 의미로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임.

production *생성; 생산 pigment 색소 chemical 화학적인; *화학물질
prevent 막다, 방지하다 similar 유사한 ｜문제｜ indicator 지표

②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직업들의 창출

유익한, 이로운 utilize 이용하다 eco-friendly 환경 친화적인 architect 건축가

[10행] The

▶

오답풀이

manual labor 육체 노동 refer to 지칭하다 sector 부문, 분야 beneficial

구문해설

materials such as gasoline and oil ....

하도록 허용하다’의 의미.
[13행] ...,

다. 정부와 기업들은 모두 그들의 정책들을 재고하면서, 변화를 가져올

구문해설

구문해설

구문해설

that a company ....

세계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린 칼라 분야는 호황을 맞고 있

▶

므로, 이 글의 제목으로는 ① ‘붉은색: 건강에 좋지 않은 색’이 적절하다.

[4행] [Allowing workers to bring in their infants] demonstrates

그리고 심지어 환경 교육가들 모두 그린 칼라 노동자들로 간주된다. 현재

long-term 장기적인 benefit 혜택, 이익

가 사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그

40 수능만만 Basic 영어독해 모의고사

Therefore로 연결되는 것이 적절하다.
(B) 빈칸을 포함한 문장에서 자전거의 이점이 그 앞 문장에 이어 부가적
으로 제시되므로 Moreover가 적절하다.

용하는 데 책임이 있다. 환경 컨설턴트, 환경 친화적 건축가와 엔지니어,

joint 관절 support 지탱하다 impact *충격; 영향 strain 긴장; *부담

인간 역시 붉은색 모발을 가진 사람은 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내용이

▶

경 보호를 장려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디자인, 기술, 그리고 정책을 사
문제풀이

surprising 놀라운 transportation 교통수단 aerobic exercise 유산소 운동

기 시작했다. 근로자들이 그들의 유아를 데려오도록 허용하는 것은 회사

회사가 직원들을 만족스럽고 흥미롭도록 하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

이 목록에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그린 칼라 직업이다. 이것은 환경에 유익
한 상품과 서비스들의 성장 분야를 가리킨다. 그린 칼라 근로자들은 환

「as many ∼ as ...」는 ‘…만큼 많은 ∼’의 의미.

험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붉은 털을 가진 야생돼지가 다른 돼지에 비해 세포가 더 많이 손상되며,

사기를 향상시키는 창의적인 접근이다. 특히 오늘날의 경제 환경에서는,

며, 반면에 블루 칼라 직업은 육체 노동을 포함한다. 최근에 새로운 색이

모발이 붉은 사람들은 다른 색의 모발을 가진 사람들보다 암에 걸릴 위

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며 ‘직장에 아이 데려오기’ 프로그램을 시행하

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직원들의 복지와

트 칼라 직업들은 월급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들이

refers to a growing sector of goods and services [that
are beneficial to the environment].

문제풀이

해준다. 물론 일터에 유아를 데리고 있는 것은 부모들의 생산성에 영향을

다양한 유형의 직업은 종종 특정한 색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화이

어휘

몇몇 고용주들은 그러한 프로그램이 직원들에게 더 긍정적인 근무 환경

것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탁아소에 쓰였을 돈을 직원들이 저축할 수 있게

12  ①

사람들이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다고 여긴다. 사실 연구들은

▶

▶

▶

한 화학물질을 이용해야 한다. 불행히도, 연구자들은 붉은 모발을 가진

④ 영어의 숫자 이름들이 논쟁의 원인이 된다

disposal 처리, 처분 acceptance 수용, 용인 tow 끌다

구문해설

[7행] Although

의미. 여기서 It은 시간 등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navy 해군 fleet 함대 warship 군함, 전함 imaginative 가상의,

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주제로는 ④ ‘오래된 군함을 이용하는 창
의적인 방법’이 적절하다.

13  ②
사회적으로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들 중의 하나는 당신이
사회의 기준에 미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마도 당신
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자신만만하거나, 성공했거나, 똑똑하거나,

오답풀이

혹은 매력적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 못할 것이라

① 오래된 군함을 비축하는 것의 가치

고 느낄 것이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비

② 배 잔해의 오락적 가치

결은 당신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즉 부유하

③ 위험 물질이 어떻게 바다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가

든 가난하든, 똑똑하든 평범하든, 매력적이든 못생겼든 간에, 어떤 사람

⑤ 군함 처분의 위험한 작업

들은 당신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만나

정답 및 해설

41

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자신을
인정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은 개개인마다 크

구문해설

게 차이가 있으며 그 심한 정도 또한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아스퍼거 증

[one of the biggest mistakes {(that) you can
make}] is thinking [that you might not ...].
[1행] Socially,

▶

15  ④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이고, { }는 the biggest mistakes를 선행사로 하는

후군을 앓는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 작용, 의사소통, 그리고 변화에 어려
움을 겪는다. 그들은 그들이 따르기를 선호하는 매우 특정한 기계적 절
차를 가지고 있거나 특정 주제에 강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thinking 이하는 문장의 보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고,

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신체 언어나 다른 사

두 번째 [ ]는 thinking의 목적절.

람이 얼마만큼의 사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문제풀이

내용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인 ‘Such thinking is wrong.’ 이하에서
이 글이 주장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다.

▶

[ ]는 information을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접속사 when의 뒤

에 they are가 생략됨.
[19행] The

first price [(that) the salesperson presents you with]
is likely to be far higher than the car ....
▶

[ ]는 The first price를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present A with

B」는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의미로, with의 목적어는 선행사 The first price

하는 방식은 의도적인 무신경함이나 무례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임. far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로 쓰임.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은 그 병을 앓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므로,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때때로 행동의 차이

socially 사회적으로 standard 기준 impress ~에게 (깊은) 인상을 주다

attractive 매력적인 accept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brilliant 빛나는; *재기가 뛰

the initial piece of information [(that) they receive
when (they are) asked to make a decision].

구문해설

... may find it difficult [to interpret others’ body
language, or {how much personal space another requires}].

오답풀이

이집트 땅 메뚜기는 다른 메뚜기 종들처럼, 주기적으로 거대한 이주집단

[10행] Of

16. ① 수학을 더 쉽게 해 줄 수 있는 단순한 방법들

how가 이끄는 관계부사절 [ ]가 주어, is caused가 동사인 수동태 문장.

적으로 조심성이 많고 독립적이어서 밤에만 이동한다. 그러나 때때로 그

의’가 적절하다.

② 물건의 실제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③ 누가 정보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결정하는가?
④ Anchoring이라는 기술을 통해 돈을 절약하라

문제풀이

등지로 날아간다. 이 집단들은 그 면적이 수백 평방 킬로미터에 달할 수

④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가 의도적으로 무신경하거나 무례한 것은 아니

어휘

도 있으며, 수억 마리의 메뚜기를 포함하고 있다. 그들은 단 하루에 십만

라고 말하고 있다.

in place 자리잡게 하다 adjust 조정하다 participant 참가자 estimate 추정

anchor 닻을 내리다; 닻 tendency 경향 overvalue 과대평가하다 set

톤 이상의 농작물들을 먹어치우며 농업에 엄청난 손상을 가하고 있다.

하다; 추정치 multiply 곱하다

많은 동물들이 메뚜기들을 잡아먹지만, 이것이 어떤 실질적인 억제 효과

어휘

negotiation 협상 significant 중요한 perspective 관점 ｜문제｜ calculate

를 주기에는 메뚜기들의 수가 너무 많다. 지난 수십 년간, 메뚜기들의 이

severity 심각성 interaction 상호 작용 routine 기계적 절차 intensely 강렬

주 집단은 말리, 카자흐스탄,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 영향

하게 interpret 해석하다, 이해하다 intentional 의도적인 insensitivity 무신경,

을 끼쳤다.

무감각 perception 인식

구문해설
[13행] ...
▶

are simply too great for this to have any ....

「too ~ to-v」는 ‘너무 ~해서 …할 수 없는, …하기에 너무 ~한’의 의미. for this

는 to have의 의미상의 주어로 this는 많은 동물들이 메뚜기를 잡아먹는다는 앞
의 내용을 가리킴.

오답풀이

① desert locust는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성질을 가진다.
② 대규모의 집단을 형성하여 낮에 이동하기도 한다.
④ 천적 동물들이 먹는 양으로는 desert locust의 수를 줄이는 데 한계
가 있다.
⑤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국가들에 피해를 주었다.
어휘

species ( 생물)) 종(種) grasshopper 메뚜기 periodically 주기적으로

16  ⑤      17  ①

WORD CHECK-UP
1 ③    2 ①    3 ②
1 ①    2 ②    3 ④

사용된다. 일단 이 정보가 자리를 잡으면, 뒤에 오는 어떤 정보라도 기대

1 interpret    2 confirm    3 fundamental    4 represent

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정될지도 모른다. 이것의 한 가지 예가 한 연구에

1 남용하다    2 ~에 기여하다, 공헌하다    3 의지하다    4 주의    

서 나온다. 참가자들은 8개의 숫자를 순서대로 곱한 결과를 추정하라는

5 열정    6 차별    7 실행하다, 수행하다    8 최초의    

요청을 받았다. 처음의 순서는 1×2×3×4×5×6×7×8이고 두 번째는 8

9 과대평가하다    10 과체중의    11 요구하다    12 농업, 농사    

×7×6×5×4×3×2×1이었다. 그 결과 첫 번째 순서에서 ‘1’이 닻이었을

13 처리, 처분    14 서식지    15 엄청난 손상을 가하는    

때, 참가자들의 평균 추정치는 512로 나타났다. 두 번째 순서에서 ‘8’이

16 organization    17 imitate    18 incident    19 calculate    

닻이었을 때, 그들의 추정치는 4배 이상 높은 2250이었다.

20 logical    21 missing    22 psychologist    23 infant    

이 현상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자주 이용되며, 특히 가격 협상에 관여하

24 attractive    25 counterpart    26 estimate    27 severity    

는 판매원들에 의해 이용된다. 예컨대 당신이 중고차의 가격에 합의하려

28 submerge    29 migratory    30 intentional

는 중이라고 가정해보라. 그 판매원이 당신에게 제시하는 첫 가격은 그
차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는 이제 그것
이 나머지 협상의 닻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아마도 그것에 기초하여

prey on ~을 잡아먹다

initial 최초의

받았을 때 그들이 얻은 최초의 정보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가리키는 데

occasionally 때때로 nearby 가까운, 근처의 square 제곱, 평방 devastating
agriculture 농업, 농사 consume 소비하다; *먹다

계산하다

in sequence 순서대로 frequently 자주

‘anchoring’(닻 내림)이라는 용어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migratory 이주하는 ordinarily 보통은, 대개 typically 일반적으로, 대체로
엄청난 손상을 가하는

1 could I believe 2 are the poor
1 on Valentine’s Day that[when] he proposed to me
2 who does know my secret

루어 볼 때, ‘anchoring’의 정의에 해당하는 첫 문장의 빈칸에는 ① ‘최초

들은 대규모의 집단으로 함께 모여 낮에 근처의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characteristic 특징 vary 다르다, 차이가 있다 individual 개인

B

17. 글의 예시에서 처음에 제시된 숫자와 추정치가 비례한다는 점으로 미

의문문으로 interpret의 목적어 역할을 함.

▶

A

오는 것이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가 적절하다.

14  ③
하라 사막의 남쪽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에까지 서식한다. 그들은 전형

EXERCISE 14

예시를 통해 설명하는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⑤ ‘Anchoring: 처음에

▶

을 형성하는 메뚜기의 한 종이다. 보통, 이집트 땅 메뚜기는 아프리카 사

1 not as 2 more boring, any other 3 longer
B 1 the longer 2 far 3 to
A

16. 최초의 정보가 결정을 내릴 때 영향을 주는 anchoring 현상에 대해

[8행] People

course, [how people with Asperger syndrome behave
and react] is not caused by intentional insensitivity ....

EXERCISE 13

문제풀이

어난 plain 명백한; 솔직한; *못생긴

it은 가목적어, [ ]가 진목적어이며, { }는 「의문사 + 주어 + 동사」 어순의 간접

Grammar in Use

[2행] ...

고 느낄 수 있다. 물론,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이 행동하고 반응

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휘

구문해설

당신이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효과적으로 이용될 경우, 이 기술은 물건의 가치에 대한 소비자의 관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2 수능만만 Basic 영어독해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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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휴대전화 기술이 세계의 다른 국가들만

어휘

큼 발전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종종 통신 신호를 잡기 위

ecological 생태학적인 feature ~의 특색을 이루다 solar panel 태양 전지판

이 기술은 말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또한 청력을 잃고 있는 노인들에게

involve ~을 끌어들이다 facility 설비, 시설 operation 작업 inmate 수감자

중요하다. 과학자들은 나이 많은 음악가들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은 식

release ~을 풀어주다, 석방하다 commit (죄, 과실 등을) 저지르다

으로 그들의 청력을 잃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 음악가들의 뇌는

해 나무에 오르거나 다른 높은 구조물 위에 올라가야 한다. (A) 자연스럽
게 이러한 습관은 일반 대중들의 더 높은 부상 가능성을 초래한다. 이러

01 ⑤
07 ①
13 ⑤

02 ⑤
08 ④
14 ⑤

03 ⑤
09 ①
15 ②

04 ④
10 ③
16 ①

05 ①
11 ④
17 ⑤

06 ③
12 ②

한 경향은 아프리카의 통신 기술이 발전될 때까지 계속될 것 같다.
구문해설
[10행] ...,

cell technology is not as advanced as in the rest of the

world.
▶

「not as ~ as ...」는 ‘…만큼 ~하지 않은’의 의미.

01  ⑤

아프리카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증가를 언급하고 있는 주어진 글 뒤에

당신은 스스로를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

다음으로 이 현상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 (B)가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휴대전화 사용 증가가 가져온 예상 밖의 현상에 대한 (C)가 오고,
이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A)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러운 환경에서 말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04  ④

구문해설

한 우크라이나인 과학자가 체중을 좀 줄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새
로운 도구를 발명했다. Smart Plate라고 불리는 그것은 당신이 담는 음
식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접시이다. 일단 당신이 어떤 한계선에 이르
경보음을 울린다. 경보음은 사람의 목소리 형태이며, “거기서 그만 멈춰
요!”라거나 “당신의 의지는 어디 있는 거예요?”와 같은 말을 한다. 식이요
법에 진지한 사람들은 뷔페 식당에 Smart Plate 를 가져오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접시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매우 당황

는 오해와 편견들을 종종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일반적

스러울 것이며, 따라서 당신은 분명히 접시에 너무 많은 음식을 담지 않도

으로 당신의 사고를 때때로 각성시키는 것이 훨씬 좋다. 스스로를 (당신

록 주의하게 될 것이다.

과) 다르게 사고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생각
들 중 일부가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멋지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
다. 그런 친구들을 갖는 것의 이점은 당신이 당신의 생각들을 설명하면서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그 와중에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정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징을 가
진 친구들이 필요하다.

[4행] In general, it’s much better [to have your ideas shaken up

every so often].
it이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 much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로 쓰임. 「have

+ 목적어 + 과거분사」는 ‘~가 …되게 하다’의 의미.
[8행] The benefit
		

structure 구조물 signal 신호 limb 사지, 팔다리

[1행] ...

03  ⑤

▶

감옥은 보통 환경 친화적인 관점에서 생각되지 않지만, 노르웨이는 이러

of having such friends is [that you can
S		

V

[ ]는 동사 is의 보어로 쓰인 명사절. as는 ‘~할 때, ~하면서’란 뜻의 접속사.

[who are serious about their diets] should consider
bringing the Smart Plate ....
[ ]는 주어인 People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consider + v-ing」

는 ‘~하는 것을 숙고하다’의 의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태학적 프로그램에 수감자들을 참여시키려는 감

[10행] [Being

yelled at by your plate in public] would be very
embarrassing, ....
▶

[ ]는 주어로 쓰인 동명사구로 「being + p.p.」 형태의 동명사의 수동태형임.

다. 노르웨이는 Bastoy 감옥을 모델로 이용하여, 전과자들에 의해 행해

문제풀이

지는 범죄율을 낮춤과 동시에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일정 무게 이상으로 음식을 담으면 경보음을 발동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

자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귀는 것이 사고를 발전시

that with ....

키고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다.

람들이 식사량을 조절하도록 돕는 접시인 Smart Plate에 대한 내용이므

구문해설
[1행] [Prisons

▶

aren’t usually ...], but Norway is hoping to change

that은 [ ]의 내용 전체를 대신하는 지시대명사.

[6행] Most

surround A with B A를 B로 둘러싸다 end up v-ing ~하는 것으로 끝나다

reinforce 강화하다 misconception 오해 prejudice 편견 in general 일반적
으로 shake up ~을 흔들어 섞다; *각성시키다 every so often 이따금 benefit
이익, 이득 insight 통찰력 process 과정 varied 다양한 combination 조합,
결합 characteristic 특징

02  ⑤

important, however, is the prison’s goal of
			
V
S
involving the prisoners in its ecological programs.
▶

시킨 구문.
문제풀이

‘생태학적 감옥의 이점들’이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외는 아니다. 지난 6년에 걸쳐 아프리카에서는 5백만 명의 신규 휴대전화

오답풀이

사용자들이 등록되었다. (C) 하지만 이러한 휴대전화 사용의 증가는 예상

① 특수 범죄자들을 위한 감옥

밖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의사들은 팔다리가 부러

② 수감자들에게 유용한 기술들 가르치기

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이러한 부상과 휴

③ 수감자들을 정원사들로 만들기

대전화 사용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발견한다. (B)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④ 감옥들을 폐쇄하여 자연을 보호하기

[ ]는 have foun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the same way that ~」은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의미. do는 lose their hearing을 가리킴.
문제풀이

어렸을 때 악기를 배우면 소리에 반응하는 수준이 높아진다는 내용이 뒤
에 나오므로, 빈칸에는 ① ‘그들의 청각 능력을 강화시킬’이 들어가는 것
이 적절하다.

③ 기대수명을 연장할
④ 전반적인 뇌 기능을 향상시킬
⑤ 시끄러운 소음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킬
어휘

musical instrument 악기 extend 연장되다 entire 전체의

brainwave 뇌파 in response to ~에 반응하여 comprehend 이해하다
element 요소 pitch 음조 environment 환경 ｜문제｜ strengthen 강화하다
auditory 청각의 grade 성적 life expectancy 기대 수명

06  ③
생물과 마찬가지로 언어도 때로는 죽는다. 대개 이러한 일은 독자적인 언
어를 갖고 있는 소규모 집단의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쓰는 더 큰 집단과
접촉할 때 발생한다. 이는 역사상 여러 번 발생했는데, 가장 최근에는 세

오답풀이

계의 주요 언어들 중 하나로 국제 사업 거래를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여

① 다이어트를 위한 뷔페식 식당 만들기

긴다.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포함한 언론매체 또한 소수 언어의 유실에 한

② 효과 있는 새로운 식이요법

몫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호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교육 시스템이

③ 컴퓨터와 의지력

영어에 유리하도록 토착 언어를 말살하는 데 이용되어져 왔다. 예를 들어

⑤ 차세대 접시류

일부 기숙학교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그들의 전통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계화로 인해 발생했다. 사람들은 그저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와 같은 세

처벌을 받았다. 애석하게도 미국에서만 1950년대 이래로 50개 이상의 언
어휘

measure 재다, 측정하다 set off (경보 장치를) 울리다 command 명령

하다

willpower 의지력 buffet 뷔페식 식당 yell 큰소리를 지르다 in public

사람들 앞에서 definitely 확실히

｜문제｜ dishware 접시류, 식기류

어들이 소멸됐다.
구문해설

simply find it easier to conduct international
business deals ....
[6행] People

수감자들이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고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
는 노르웨이의 환경 친화적인 감옥의 이점들을 소개하는 내용이므로 ⑤

▶

로 제목으로는 ④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을 돕는 Smart Plate’가 적절하다.

보어인 Most important를 강조하기 위해 문두로 보내고, 주어와 동사를 도치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 아프리카인들도 예

44 수능만만 Basic 영어독해 모의고사

[8행] People

분을 재배하는 정원, 그리고 재활용 프로그램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문제풀이

어휘

a new tool for those [hoping to lose some weight].

[ ]는 those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

▶

서 환경적, 사회적 책임감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배운다. 바라건대 이것은

have found [that older musicians lose their
hearing in the same way that most people do].

②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Bastoy 섬 감옥은 에너지 생산을 위한 태양 전지판과, 감옥의 식량 대부

옥의 목표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 시설의 매일의 작업을 돕고, 그 과정에

[13행] Scientists

오답풀이
구문해설

수감자들이 일단 석방되고 나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줄 것이

develop your ideas as you explain them, ...].
▶

exception 예외 register 등록하다 injury 부상 advanced 진보된

한 시각을 ‘세계 최초의 생태학적인 감옥’으로 바꾸기를 희망하고 있다.

구문해설

▶

어휘

들은 많은 배경 소음이 있더라도 더 많은 소소한 세부사항을 인지했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소리를 처리하는 것에 더 능하며, 이는 그들이 시끄

면, 접시 위의 작은 컴퓨터는 당신에게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는

문제풀이

는 사람들로 둘러싸는가? 이것은 심각한 실수이며 당신이 가질 수도 있

in terms of ~면에서, ~에 관해서는 friendliness 친선, 호의

05  ①
아이들은 악기 연주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그들의 청각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연구원들은 그러한 이점이 평생에 걸쳐 지속된다고 시사한다.
과학자들은 복잡한 소리에 반응하는 대학생들의 뇌파를 기록했다. 어렸
을 때 음악 훈련을 받은 학생들은 더 높은 정도로 반응했다. 그들의 뇌는

▶

it은 가목적어이고, to conduct 이하가 진목적어.

문제풀이

언어가 소멸되는 이유를 예시들을 통해 설명하는 글이므로, 주제로는 ③
‘언어들이 멸종하는 이유들’이 가장 적절하다.

음조 같은 복잡한 소리의 요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이는 그들이 여
러 해 동안 음악 수업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이었다. 또한 이 학생
정답 및 해설

45

오답풀이

로 돌아온 후에, Anderson은 Washington D.C.의 Constitution Hall

① 새로운 언어들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에서 공연을 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콘서트홀의 주인들은 Anderson

② 방언들을 지키는 것의 어려움들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곳에서 공연을 하도록 하는 것을

④ 많은 언어들이 미국에서 사용되는 이유

거부했다. 그 당시 영부인이었던 Eleanor Roosevelt는 이 인종차별적

⑤ 죽은 언어들을 되살리는 방법들

인 반응에 화가 났다. 그녀는 링컨기념관에서 야외콘서트를 열도록 도와
주었고, 거기서 Anderson은 75,000명의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올랐다.

어휘

come in contact with ~와 접촉하다 throughout ~동안 내내

globalization 세계화 conduct 수행하다 play a role 역할을 맡다, 한몫하다

Anderson의 공연은 매우 인상적이고 의미가 있었는데, 그 공연이 다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위한 기회를 여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eliminate 없애다, 제거하다 in favor of ~의 이익이 되도록, ~을 위하여
boarding school 기숙학교 punish 처벌하다 traditional 전통의 ｜문제｜

she received a scholarship [that allowed her to study
music in Europe].
[6행] ...,

07  ①

▶

십 대의 비만과 사회적 배제 간의 연관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13행] She

Harvard의 연구원들은 최근 그 문제에 대해 다르게 접근했다. 그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여학생의 믿음이 그녀의 몸무게에 영향을 주
었는지를 밝혀내고 싶어했다. 우선 연구원들은 12세에서 18세 사이의 소

[ ]는 a scholarship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allow + 목적어 +

to-v」 는 ‘~가 …하도록 허용하다’의 의미.

helped organize an outdoor concert at the Lincoln
Memorial, [where Anderson would take the stage ...].
▶

floating 떠 있는, 떠다니는 mobile library 이동 도서관 (= bookmobile)

county 주(州), 군(群) coast 연안, 해안 operation 운행, 운항 fund 자금을
제공하다

구문해설
[3행] ...

not to play a single note for four minutes and 33 seconds,
=

		

government 정부

the entire length of the piece.

10  ③

▶

대부분은 밝게 채색된 초상화와 풍경화로 명성을 얻는 반면, 미국인 화가

Edward Hopper는 어두운 도시 풍경의 묘사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

four minutes and 33 seconds와 the entire length of the piece는 동격.

문제풀이

나머지는 ‘4분 33초’를 가리키는 반면, ④는 완전한 침묵을 가리킨다.

의 그림들은 도시 생활의 외로움을 보여주는 침울하고 불안한 분위기이

구문해설

protect 보호하다 dialect 방언, 사투리 extinct 멸종된 method 방법

어휘

[ ]는 an outdoor concert at the Lincoln Memorial을 선행사로 하는 계속

적 용법의 관계부사절로, where는 and there로 바꿔 쓸 수 있음.

녀들의 체질량 지수를 측정했다. 다음으로 그들은 참가자들에게 학교에

다. 그의 가장 유명한 그림,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여는 식당

어휘

composer 작곡가 instruct 지시하다 note 음, 음표 entire 전체의

에서 함께 앉아 있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을 보여준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일컫다 challenging 도전적인 definition 정의

다. 미술사가(美術史家)들은 미술은 그것이 창조되는 시대를 반영한다고

performance 공연 audience 청중, 관중 absolute 절대적인 coughing 기침

말한다. Hopper는 대공황의 절정기였던 1930년대에 그림을 그렸다. 그의
그림들은 당시 만연했던 사회의 절망감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12  ②

구문해설

자석 요법은 치료를 촉진하고 신체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기를 띤

[4행] His

paintings have a somber, disturbing mood, [illustrating
the loneliness of city life].
▶

[ ]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서의 자신들의 인기를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2년 후, 연구원들은 그 소녀

문제풀이

들이 체중이 증가했는지를 분석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스스로를 인기

④ Constitution Hall에서 공연을 하려고 했으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문제풀이

가 적다고 생각한 소녀들이 대개 체중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연

라는 이유로 공연이 허락되지 않았다.

(A) (부사절의) 주어의 자리이므로, 대명사로 쓰일 수 있는 most가 와야

장치를 사용한다. 이 방법의 기본 개념은 자기장이 세포의 기능에 영향
을 주고 인간의 장기와 신경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다. 하지만 자석과 의학을 결합시킨다는 개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
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체 치료를 하기 위해 본래 자성을 띠
는 암석을 사용했다. 이후 16세기에, 스위스의 의사인 Philippus von

Hohenheim이 자석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세기 동

구원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소녀의 인식과 체중의 증가 가능성

한다. almost는 ‘거의’라는 뜻의 부사이다.

사이에 분명한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B) 등위접속사 but에 의해 앞의 sitting과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야 하므

은 운동선수들, 특히 프로 골프선수들이 근육통과 요통을 경감시키기 위

로 같은 형태인 현재분사 communicating이 적절하다.

해 자석 요법 치료를 받는다.

구문해설

they found] was [that girls {who considered
themselves to be less popular} typically gained more].
[9행] [What

▶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이며,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하

는 것’의 의미. 두 번째 [ ]는 문장의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며, { }는 girl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문제풀이

→ 스스로를 인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소녀들은 체중이 증가할 위험이
더 높다.

어휘

choir *(교회의) 성가대; (학교의) 합창단 opportunity 기회 perform 연

주하다, 노래하다

scholarship 장학금 racist 인종 차별주의자(의) organize

준비하다, 개최하다

memorable 기억할 만한, 인상적인 significant 중요한, 의

미 있는

(C)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during) 다음에 올 수 없으므로 which가
구문해설

와야 한다.

[4행] The

어휘

fame 명성 portrait 초상화 landscape 풍경, 경치 portrayal 그리기,

묘사

urban 도시의 cityscape 도시 풍경 somber 침울한, 우울한

1959년에 떠다니는 도서관이라는 독특한 서비스가 노르웨이에서 시작

disturbing 불안하게 하는 illustrate 설명하다, 분명히 보여주다 nighthawk

▶

되었다. 노르웨이에는 이동 도서관 버스의 형태로 많은 이동식 도서관들

밤을 새우는 사람 figure 인물

the abilit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

이 있지만, 이동식 도서관 배는 단 하나이다. 그것은 노르웨이의 서쪽 해

reflect 반영하다 at the height of ~의 절정에, ~이 한창일 때에 the Great

안을 따라 그곳의 피오르드와 섬들 사이로 세 개의 주를 통과하여 지나

Depression 대공황 accurately 정확히 hopelessness 절망 prevalent 유행

문제풀이

간다. 도로와 다리들이 이 지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것을 더 수월하게

하는, 널리 퍼진

‘자석과 의학을 결합하는 생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주어진

diner 간이 식당 historian 역사가, 사학자

② 호감이 가는 ― 낮은 성적

서관 배는 일 년에 두 번 250개의 작은 마을들에 들른다. 80피트의 길이

③ 지적인 ― 건강 문제

로, 이동식 도서관 배는 약 6,000권의 책을 운반할 수 있다. 그것의 운행

11  ④

④ 정상적인 ― 체중 감소

은 정부뿐 아니라 세 개의 주립 도서관들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는다.

John Cage 는 20세기의 작곡가이자 예술가로서 그의 음악 작품인 ‘4

obesity 비만 exclusion 제외, 배제 approach 접근 status 지위

participant 참여자, 참가자 describe 묘사하다, 설명하다 popularity 인기
analyze 분석하다 typically 일반적으로, 대체로 conclude 결론짓다

구문해설

and bridges are making it easier to travel around
this part of the country, ....
[6행] Roads

▶

it은 가목적어, to travel 이하가 진목적어.

분 33초’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 곡은 연주자에게 4분 33초, 즉 이 곡
의 연주시간 내내 단 하나의 음도 연주하지 않도록 지시한다. 그것이 바
로 사람들이 때때로 그 곡을 ‘침묵의 곡’이라고 일컫는 이유이다. 그것은
도전적인 작품인데, 그것이 우리의 음악에 대한 정의에 의문을 제기하기

오는 것이 적절하다.
어휘

magnet 자석 therapy 치료 요법 magnetize 자기를 띠게 하다

device 장치 promote 촉진하다 relieve 덜다, 경감하다 concept 개념
influence 영향을 미치다 organ ( 생물)) 기관, 장기 nervous *신경의; 불안한
cure 치료하다 ignore 무시하다 athlete 운동선수 undergo 받다, 경험하다
soreness 아픔, 쓰림 back pain 요통

때문이다. 공연 중에 청중들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대신 자신의 주변
의 소리를 듣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 중 몇몇은 아마도 그들이 완전

perception 지각, 인식

[ ]는 문장의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to influence ...와 (to) improve ...는

문장은 과거에도 자석으로 치료를 한 예들이 시작되는 문장 앞인 ②에

하고 있지만, 아직도 배로 가는 것이 가장 쉬운 마을들이 있다. 이동식 도

어휘

basic concept of this practice is [that magnetic fields
have the ability to influence cell function and improve the
health ...].

09  ①

오답풀이

⑤ 과체중의 ― 사회적 문제

안 자석 요법은 주로 무시되었지만, 최근에는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 많

13  ⑤      14  ⑤

오답풀이

한 침묵만 듣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Cage 는 이에 동의하지 않

08  ④

② 노르웨이의 서쪽 해안을 따라 이동한다고 했다.

았을 텐데, 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른 청중들의

Daniel Seddiqui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그는 일자리를 찾아 전국을 돌

③ 아직도 배로 가는 것이 가장 쉬운 마을들이 있으며, 운행이 중단되었

기침 소리나 속삭임과 같은 소리들은 항상 있다. Cage 는 이것들 또한 음

아다녔다. 그는 무수한 면접을 보았지만 무수한 거절을 당했다. 그러나

Marian Anderson은 노래를 부르며 자랐다. 6살의 나이에 그녀는 교
회 성가대에 참여했다. 그녀가 20대였을 때, Anderson은 한 노래 대회

다는 언급은 없다.

악의 한 형태라고 여겼다. ‘4분 33초’는 1952년에 작곡되었지만, 그것은

낙담하는 대신, Seddiqui는 영감을 얻었다. 그는 색다른 계획을 생각해

④ 일 년에 두 번, 250개의 작은 마을을 방문하며 6,000권의 책을 운반

오늘날에도 계속 연주되고 있다.

냈다. 그는 50개 주에서 50개의 다른 일을 하며 50주를 보내기로 했다.

에 나가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할 기회를 얻었다. 이 공
연 후에, 그녀는 유럽에서 음악을 공부하도록 장학금을 받았다. 미국으
46 수능만만 Basic 영어독해 모의고사

할 수 있다.

Seddiqui는 이 프로젝트를 ‘Living the Map’이라 이름 짓고, 전국 곳곳

⑤ 정부와 세 개의 주립 도서관들이 공동으로 운행 비용을 부담한다.

의 고용주들에게 일주일 동안 자신을 고용해달라고 설득했다. 그는 자신

정답 및 해설

47

오답풀이

류의 일들을 시도해보고 싶었다. 더불어 그는 그가 거의 알지 못했던 지

15  ②      16  ①      17  ⑤

역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싶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생활 방식을 경험

(A) 오늘날, 정규직 일자리는 종종 우리에게 주당 40시간을 훨씬 초과하

③ ‘나는 어디에서 일하는가?’

하기 위해, Seddiqui는 각 주를 대표하는 일자리를 찾았다.

여 일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해야 할 일 목록에 있는 모든 업무를 마치

④ ‘내 돈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까지, Seddiqui의 프로젝트는 그에게 몇 가지 아주 흥미로운 일들

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개인 생활이 고통받기 시작하고 우리가 더 이상

⑤ ‘내 스케줄은 무엇인가?’

을 제공했다. 그는 Louisiana의 블루스 클럽에서 일했고, Mississippi

쉴 시간이 없을 때까지 사무실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에 대

에서 다이어트 플래너로, Wisconsin에서 치즈 제조자로, Nebraska에

응하여, 많은 기업들이 하나의 정규직 업무를 두 명의 직원에게 할당하

어휘

서 농부로, Kansas에서 육류 포장업자로, Vermont에서 설탕 제조자로,

는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해 왔다.

직무 drawback 약점, 결점

New Mexico에서 건축가로, Indiana에서 자동차 수리공으로, Texas에
서는 석유 엔지니어로 일했다. Seddiqui는 ‘Living the Map’의 새로운

(C) 그러한 정책의 이점은 명백하다.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도록 허용된

혼동

직원들은 더 많은 자유 시간을 가지며, 확실히 더 행복하고 더 높게 동기

obvious 명백한 participate 참가하다 ensure 확실하게 하다, 보증하다

목표는 미국인들이 다른 지역에 사는 서로의 생활방식에 대해 배우고 서

부여되게 된다. 동기부여를 받은 직원들은 더 생산적이며, 생산적인 직원

motivated 자극 받은, 동기가 부여된 potential 잠재적인 grasp 이해, 파악

로의 힘든 일을 존중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들은 일반적으로 더 만족한다. 이러한 식으로, 일자리 나누기는 회사와

on duty 근무 중, 일하고 있는 seek out ~을 찾아내다 ｜문제｜ be in charge

위해, 그는 모든 그의 경험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블로그에

직원들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을 맡다, 담당하다

게재하고 있다.

(B) 그러나 일자리 나누기 모델을 채택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단점들도

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싶은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다양한 종

named this project “Living the Map” and

		

A

B

persuaded employers all over the country to hire him ....
「name + A + B」는 ‘A를 B라고 이름 붙이다’의 의미. 「persuade + 목적어 +

원들도 상사도 나누어진 업무나 과업의 어떤 부분이 정확히 누구의 책임
인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혼란과 업무 시간의 낭비, 그리고 궁극적으로

[23행] Seddiqui

기업들은 종종 일자리를 나누는 직원들이 항상, 심지어 집에서도 연락이

says [that his new goal with “Living the Map”
is {to help Americans (to) learn ... and (to) respect each
other’s hard work}].
▶

[ ]는 say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 }는 that절의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

적 용법의 to부정사구. 「help + 목적어 + (to-)v」의 구문에서 등위접속사 and에 의
해 (to) learn과 (to) respect가 병렬 연결된 구조.

체험해 보며 서로 다른 지역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을 강조하는 부사.

으로 가장 적절하다.
14. 15행의 ‘..., Seddiqui looked for jobs that were representative

of each state.’가 힌트이다.

「neither A nor B」는 ‘A도 B도 아니다’의 의미로 동사의 수는 B인 the boss에

문문.

(C) [2행] Employees [who are allowed to participate in job
sharing] have more free time, [ensuring that they are happier ...].

② 쇠퇴하는 구직 시장
③ 또 다른 거절 편지

▶

④ 전 세계에서 일하기
14. ① 전 세계가 아니라 미국 전역을 돌며 일자리를 찾았다.
② 취업 면접에서 무수한 거절을 당했다.
③ Seddiqui가 자신을 고용하라고 고용주들을 설득했지, 고용주들이
더 오래 일하라고 그를 설득했다는 언급은 없다.
④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몰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해
보고 싶어했다.
in search of ~을 찾아서 countless 셀 수 없는, 무수한 rejection 거절

문제풀이

15. 일자리 나누기 제도의 시행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A)의 뒤에
사로 시작하여 일자리 나누기 제도의 단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B)가

06 ①
12 ②

01  ①

10 성가대; 합창단    11 중요한, 의미 있는    12 넓히다, 확장하다    
13 유행하는, 널리 퍼진    14 사람들 앞에서    15 약점, 결점    
16 prejudice    17 insight    18 combination    19 exception    
20 register    21 compose    22 measure    23 analyze    
24 eliminate    25 scholarship    26 rejection    27 injury    
28 mechanic    29 potential    30 adopt

을 알아야 한다. 동물의 몸은 약에 매우 다르게 반응해서, 사람을 위해
만든 약을 먹는 것은 해로울 수 있다. 예컨대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진통
제들은 아이들에게는 안전하지만, 애완동물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사
실, 아세트아미노펜 한 알로도 고양이의 적혈구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이
약은 개에게는 간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약을 애완동물로
부터 차단하고 먼저 수의사에게 물어보지 않고서는 애완동물에게 어떤
약도 절대로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구문해설

it’s important to keep all medications away from pets
and to never give any medication ....

[10행] ...,

▶

it은 가주어이고, 진주어인 to keep과 to give가 등위접속사 and로 연결된 병

렬 구조.
문제풀이

사람이 먹는 약을 애완동물이 먹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
이므로, 글의 요지로는 ① ‘인간의 약은 애완동물에게 해로울 수 있다’가

Grammar in Use

적절하다.

EXERCISE 15

오답풀이

1 and 2 but 3 or
B 1 that 2 if[whether] 3 that
C 1 if → whether 2 what did you say → what you said
3 whether can I → whether I can

② 아세트아미노펜은 애완동물에게 안전하지 못한 약이다.

A

③ 많은 소아용 약이 애완동물에게도 잘 듣는다.
④ 애완동물 주인들은 애완동물이 약을 먹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⑤ 수의사들 또한 사람을 위한 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accidentally 우연히, 뜻하지 않게 medication 약, 약물 react 반응하다

EXERCISE 16

어휘

1 Unless 2 while 3 though[although] 4 so that
5 Whether 6 so, that 7 If 8 until 9 When

poison 독을 넣다, 독살하다 tablet 정제 damage 손상을 주다 red blood
cell 적혈구 liver failure 간부전 veterinarian 수의사 ｜문제｜ unsafe 안전하
지 않은

02  ③

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D)가 와야 한다.

도쿄 타워가 돈을 벌어들이는 주요 방법들 중 한 가지는 관광 사업을 통

16. 빈칸 뒤에는 나누어진 업무의 정확한 책임자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17. 두 명의 직원이 하나의 정규직 업무를 나누어 하는 일자리 나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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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④
11 ⑤
17 ①

오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마지막으로 일자리 나누기의 또 다른 잠재적 문

expand 넓히다, 확장하다 be representative of ~을 대표하다, ~을

petroleum 석유

04 ⑤
10 ⑤
16 ①

는 그러한 정책의 이점에 대해 설명하는 (C)가, (C)의 뒤에는 역접의 접속

언급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① ‘누가 책임자인가?’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architect 건축가 mechanic 수리공, 기계공

03 ④
09 ③
15 ③

첫 번째 [ ]는 Employee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두 번째 [ ]는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discouraged 낙담한, 낙심한 inspire 고무하다, 영감을 주다 pursue 추구하다;
나타내다 packager 포장업자

6 명령하다    7 (죄, 과실 등을) 저지르다    8 비만    9 지각, 인식    

「require + 목적어 + to-v」는 ‘~가 …하도록 요구하다’의 의미. much는 비교급

일치시키므로 단수형인 knows를 씀. [ ]는 동사 knows의 목적어로 쓰인 간접의

13. ① 하루에 한 가지 일

1 강화하다    2 오해    3 신호    4 생태학적인    5 수감자    

(B) [5행] ..., neither the employees nor the boss knows
		
A
B
exactly [who’s responsible for ...].
▶

오답풀이

1 surrounded, with    2 in search of    3 is, representative of

구문해설

▶

일을 찾아간다는 내용이므로 ⑤ ‘미국의 직업들을 체험해 보기’가 제목

1 relieve    2 definitely    3 ensure

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13. 대학을 졸업한 미국의 한 젊은이가 각 주를 대표하는 일을 한 주씩

*종사하다

secure 안전한; *안정감 있는

1 ②    2 ②    3 ③

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나 그녀는 또 한 명의 다른 직원을 찾

문제풀이

어휘

adopt 채택하다 coordination 조정 confusion

WORD CHECK-UP

되도록 하는 데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당시에 근무 중인 직원이 필

(A) [1행] These days, full-time jobs often require us to put in
much more than ....

02 ③
08 ③
14 ④

의해 그것을 먹게 된다. 그러나 애완동물의 주인은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

(D) 일자리 나누기의 또 다른 잠재적 문제는 직원들 중 누구도 그들이 진
행하는 프로젝트를 완벽히 파악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01 ①
07 ②
13 ②

pp. 94~103

애완동물은 가끔 사람을 위해 만든 약을 뜻하지 않게 먹거나, 주인들에

는 생산성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to-v」는 ‘~를 …하도록 설득하다’의 의미.

영어독해 모의고사

ultimately 결국, 궁극적으로 productivity 생산성 policy 정책

일자리를 나눠 가진 직원들 간의 분명하고 밀접한 (업무) 조정 없이는, 직

[7행] Seddiqui

09

implement 실시하다, 실행하다 divide 분배하다, 할당하다 duty 임무,

있다. ‘누가 책임자인가?’라는 신드롬은 종종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다.

구문해설

▶

16. ② ‘내 일은 안정적인가?’

관한 내용이므로 밑줄 친 the second worker는 업무를 나누어 하고 있는
또 다른 직원을 의미한다.

해서이다. 1958년에 처음 문을 연 이래로 1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쿄 타워를 방문했다. 그러나 도쿄 타워의 관람객 수의 비율은 수년 동
안 꾸준히 감소해, 2000년에 그것은 최저치에 이르렀다. 2000년 이후로,
도쿄 타워의 관람객 수는 증가하고 있다. 1년에 약 3백만 명의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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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타워를 방문한다. 관광객들은 타워에 도착하여, 타워 아래에 있는

임지고 있어서 이들을 처벌할 경우 여성과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4층짜리 건물을 통해 입장한다. 이 건물은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관광

을 겪는다는 내용으로, 이들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피

객을 위한 기타 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며, 방문객들이 전망대로 오르는 엘

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곳이다.
어휘

구문해설

of the main ways [the Tokyo Tower generates money]
is through tourism.
[1행] One

▶

domestic *가정의; 국내의 violence 폭력 be responsible for ~에 책임

이 있다

harm 손해, 손상; *해치다 financially 재정적으로, 재정상

circumstance 상황, 환경 victim 피해자, 희생자 abuser 학대자 ruin 파멸시
키다; *파산시키다

[ ]는 the main ways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절. 방법을 나타내는 선행사인

the way와 관계부사 how는 함께 쓸 수 없음.

and it is [(the place) where visitors can catch the
elevators to the observation decks].
[12행] ...,

04  ⑤

구문해설

어휘

[3행] The

story of the teddy bear began with an unsuccessful
hunting trip [that President Theodore “Teddy” Roosevelt took
in 1902].
▶

The story가 주어, began이 동사인 1형식 문장. [ ]는 an unsuccessful

hunting trip을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when Roosevelt saw [what his friends had done
to the bear], he felt sympathetic ....
[9행] However,

▶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동사 saw의 목적절 [ ]를 이끌며, what

이하의 시점은 주절의 과거시제(saw)보다 앞서므로 과거완료 시제를 썼음.

ordinary 보통의 volume 양, 크기 knock over 넘어뜨리다, 뒤엎다

attempt 시도하다 rushing 격한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다 evenly
distribute 분배하다; *분포하다

골고루

07  ②
스웨덴은 15년 이내에 석유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
다. 이러한 생각은 국가의 모든 화석 연료를 재생 가능한 연료로 교체하
려는 것이다. 몇몇 전문가들은 전 세계의 석유 공급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결국, 석유 가격이 오를 것이며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Saab
와 Volvo 같은 스웨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생물 연료로 운행될 자동차

‘코안다 효과’는 어떻게 유체의 흐름이 그 옆에 있는 곡선 모양의 표면에

문제풀이

들을 디자인하기 위해 작업해오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보건 시설들과 도

자신을 흡착시키려고 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당신 스스로 코안다 효과

(A) 테디 베어는 비교적 최근의 ‘발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

서관들이 석유 사용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보조금

를 만드는 것은 쉽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숟가락과 수도꼭지뿐이

다. invasion은 ‘침략, 침입’의 의미.

을 지급해오고 있다. 환경세는 주택 소유자들이 그와 똑같이 하도록 장

다. 우선, 수도꼭지를 틀고 숟가락을 그 옆에 수직으로 잡고 있어라. 당신

( B) 덫을 놓아 곰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내용이므로 ‘부상을 입히다,

려할 것이다. 제지 제조업체들은 동력을 생산하기 위해 나무 껍질과 톱밥

문제풀이

은 숟가락이 앞뒤로 조금씩 흔들리는 것이 자유롭도록 숟가락을 충분히

과 같은 폐기물들을 사용할 것이다.

③은 관람객 수의 비율을, 나머지는 모두 도쿄 타워를 가리킨다.

해치다’라는 의미의 동사 wound 의 과거형인 wounded 가 적절하다.

느슨하게 잡아야 한다. 다음으로, 숟가락이 간신히 물에 닿을 때까지 물

bounded는 ‘튀어오르다, 뛰다’의 의미인 동사 bound의 과거형.
(C) 만화가 테디 베어 인형의 모티브가 된 것이므로 ‘영감을 주었다’라는
의미의 inspired를 써야 한다. expired는 ‘끝나다, 만기가 되다’의 의미인
동사 expire의 과거형.

▶

[ ]는 is의 보어로 쓰인 관계부사절이며, where 앞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

the place가 생략되었음.

줄기 쪽으로 숟가락을 움직여라. 당신이 숟가락의 표면 주위로 흐르는 물
generate 발생시키다, 만들어내다 tourism 관광 여행; *관광 사업

어휘

을 관찰할 때, 당신은 물줄기가 실제로 숟가락을 물줄기 안으로 밀어내는

attendance 출석자[관객] 수 steadily 꾸준히 decline 감소하다

(→ 당기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코안다 효과가 작용한 것

approximately 대략 story (건물의) 층 beneath ~의 바로 밑에 observation

이다.

deck 전망대

어휘

need to hold the spoon loosely enough so that it’s free
to swing slightly back and forth.
[5행] You

enough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의 의미로 형용사·부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부

대부분의 가정 폭력 사례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적이다. 불행하게도,

▶

많은 관계들에서 남성이 또한 가정을 위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므

사임. so that은 목적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하기 위하여, ~이 되도록’의

로 그를 감옥에 넣거나 멀리 보내버리는 것은 여성과 자녀들에게 금전적

의미.

으로 해를 끼친다. 이것이 바로 법원이 그 가정의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해
야 하는 이유이다. 혼자 남겨진 피해자는 누구든지 재정적인 도움을 받
아야 한다. 가해자는 이 돈을 지불해야 하고,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그 희생자를 도와주어야 한다. 이 정책은 재정의 파산에 대한 걱

문제풀이

그림에서 보면 숟가락을 물줄기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물줄기가 숟가락
을 안으로 끌어당기므로 ⑤의 pushing은 pulling이 되어야 한다.
어휘

describe 묘사하다, 설명하다 stream 흐름 attach 붙이다, 접착하다

curved 구부러진, 곡선 모양의 surface 표면 faucet (수도)꼭지 vertically
구문해설

수직으로

[4행] Therefore,

putting him in jail or sending him away

			

S

harms the woman and her children financially.
V
▶

등위접속사 or에 의해 병렬로 연결된 두 개의 동명사구가 문장의 주어로 쓰였으

며, harms가 동사임.
[6행] This
▶

[ ]는 관계부사 why의 선행사인 the reason이 생략된 관계부사절로, 문장의

보어 역할을 함.
[10행] This

policy would make it easier for victims of domestic

		
V
O
violence to report the crime, ....
▶

OC

「make + 목적어 + 목적보어」의 5형식 구문으로 it은 가목적어, to report 이하

가 진목적어.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는 to report의 의미상의 주어.
문제풀이

가정 폭력의 가해자는 주로 남성인데, 일반적으로 남성이 가정 경제를 책

50 수능만만 Basic 영어독해 모의고사

있는, 동정적인

cartoonist 만화가 lovable 사랑스러운, 귀여운 emerge 나타

나다, 출현하다

simultaneously 동시에

06  ①

loosely 느슨하게, 헐겁게 swing 흔들리다 slightly 약간, 조금

back and forth 앞뒤로 barely *가까스로, 겨우; 거의 ~않다 in action 활동하
여, 작동하여

05  ④
테디 베어는 비교적 최근의 발명품이다. 이 유년 시절의 전통적인 놀잇거

[ ]는 be동사의 보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구. 「replace A with B」 는 ‘A를 B로

교체하다’의 의미.
문제풀이

석유 공급이 정점에 이르고, 석유 가격의 상승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석유의 사용을 재생 가능한 연료로 교체하기 위한 스웨덴 각계
의 노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② ‘석유 사용을 완전히 중
단하려는’이 적절하다.

는데, 이는 그것이 종종 굉장한 힘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홍수 때

오답풀이

는 다른 지역에는 물이 거의 없는 반면 한 지역에 대량의 물이 모일 수 있

① 그 나라의 석유 사용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려는

다. 물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그것은 본래의 수위를 찾기 위해 매우 빨

③ 새로운 재생 가능한 연료를 합법화하려는

리 움직인다. 그렇게 할 때, 물은 사람들을 쓰러뜨릴 만큼 큰 힘을 지닌다.

④ 산업의 성장을 약화시키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려는

홍수로 인한 모든 사망의 거의 절반은 그 위험을 과소평가한 채 격한 홍

⑤ 대중 교통 시설의 규모를 두 배로 늘리려는

수의 물을 뚫고 차를 몰려던 사람들로부터 기인한다. 비록 강들이 홍수
로 인한 물보다 더 깊을지 모르지만, 강물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

어휘

에 사람들을 쓰러뜨리지 않는다.

economic recession 경기 후퇴, 불경기 biofuel 생물 연료 grant 허가, 인가;

구문해설

waters can be far more dangerous than an ordinary
river or a calm sea, ....
[1행] Flood

▶

is [(the reason) why the court should consider ...].

relatively 비교적 classic 고전 trap 덫을 놓다 sympathetic 동정심

홍수로 인한 물은 보통의 강이나 잔잔한 바다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

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이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idea is [to replace all the nation’s fossil fuels with
renewable fuels].
[2행] The

▶

구문해설

03  ④

구문해설

far, still, even, much 등은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

리는 전등과 자동차보다 역사가 짧다. 테디 베어의 이야기는 1902년 있

문제풀이

었던 시어도어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의 실패한 사냥 여행에서 시작되었

빈칸 이후에 무게가 무거운 물이 본래의 수위를 찾기 위해 빠르게 움직일

다. 그 여행 동안, 그는 곰을 한 마리도 쏘아 맞추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때 사람들을 쓰러뜨릴 만큼 큰 힘을 지닌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빈칸에

사냥 동행인들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쉽게 곰을 쏘아 맞출 수 있을 것이

들어갈 말로는 ① ‘그것이 종종 굉장한 힘을 가지고 움직이기’가 적절하다.

라는 생각에 덫을 놓아 곰 한 마리에게 상처를 입힌 다음 그 곰을 나무에

fossil fuel 화석 연료 renewable 재생 가능한 peak 절정, 최고점

*보조금

convert 전환하다 waste product 폐기물 bark 나무 껍질

sawdust 톱밥 ｜문제｜ analyze 분석하다 legalize 합법화하다 industrial
산업의

08  ③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60 혹은 70세에 이르면 ‘나이가 든’ 것으로 여
겨졌고 80세 넘게 사는 일이 드물었다. 그러나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
들이 100세 혹은 그 이상까지 살게 되면서, 나이 든 사람들이 그들의 당
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국민 연금과 부양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점점 더

묶었다.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의 친구들이 곰에게 한 것을 보았을

오답풀이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55세나 60세에 퇴

때, 그는 곰에게 동정심을 느껴 곰을 쏘는 것을 거부했다. 그 소식이 알려

② 그것이 넓은 지역으로 퍼지기

직을 강요받기보다는, 70세 혹은 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졌을 때, 한 만화가가 그 사건을 그렸다. 그는 귀여운 작은 곰을 죽이기를

③ 그것이 한 번에 여러 방향으로 흐르기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승진하는 것이 막혀

거부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표현했다. 이 만화는 미국과 독일에서 동시

④ 그것이 우기 동안에만 발생하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그들보다 나이 많은 동료들이 직장을

에 출시된 테디 베어에 영감을 주었다.

⑤ 그것이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깊을 수도 있기

그만두는 대신 굳게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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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⑤

문제풀이

망막아종은 눈 속의 빛에 민감한 조직인 망막에서 발생하는 희귀한 종류

는 내용이 오고, 빈칸 뒤에는 투표권이 상실되는 국가들의 예를 보여주고

문제풀이

의 암이다. 유전적 돌연변이가 망막 세포조직이 종양으로 자라도록 만든

있으므로, 빈칸에는 예시의 연결사 For example이 적절하다.

(A) 물고기의 몸이 소금으로 뒤덮인다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과거분사

다. 그 병은 대개 한쪽 눈에서만 발생하지만 양쪽 눈에 영향을 줄 수 있

(B) 어떤 국가들은 수감자들의 투표권 상실을 명시하는 처벌 조항이 없

coated가 적절하다.
(B) 사람들이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는 것처럼 사해에서 수영을 할 수 있
다는 내용이므로, ‘~하듯이, ~같이’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 like가 적절하
다. alike 는 형용사로 ‘서로 같은, 비슷한’, 부사로 ‘같게, 동등하게’의 의

다. 그것은 종양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약물이나 방사능 요법, 또는 수술

다고 말한 후, 빈칸 이후에는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을 제

로 치료될 수 있다. 망막아종은 백색동공 또는 ‘고양이눈 반사작용’이라

시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역접의 연결사 However가 적절하다.

눈 속으로 비칠 때 분명히 드러난다. 망막아종의 다른 증상으로는 안구

어휘

미이다.

통증, 충혈, 염증 그리고 시력 저하가 있다. 그것은 또한 유전되는 경향이

감금, 투옥

사구문. it은 가주어, to pay 이하가 진주어. 두 번째 [ ]는 state pensions and

(C) 사해의 밀도와 민물 및 일반 바닷물의 밀도를 비교하여 표현하고 있

있다. 약 40퍼센트의 환자들이 그 병의 가족력을 갖고 있지만, 의사들은

conversely 반대로 prohibition 금지 inmate 수감자, 재소자 exercise

care를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regard A as B」는 ‘A를 B로 간주

으므로, 밀도(a density)를 지칭하는 단수형 지시대명사인 that이 와야

왜 그들의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켰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

하다’의 의미.

한다.

구문해설

▶

[2행] ...,
▶

and rarely did they live beyond 80.

주어임.

부정어가 강조되어 문두에 오면 주어와 동사는 도치됨. 동사가 일반동사인 경우

에는 「do[does, did] + 주어 + 동사원형」의 어순을 취함.
[3행] Now,

however, [with more and more people living to 100
or more],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to pay for
state pensions and care [that old people regard as their natural
A				

right].
▶

It은 가주어, to swim 이하가 진주어이며, for humans는 to swim의 의미상의

B

첫 번째 [ ]는 「with + 목적어 + 현재분사」의 형태로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

고 불리는 동공 속의 뚜렷한 흰색 부위를 유발한다. 그 현상은 밝은 빛이

어휘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이 계속 일하길 원하며

stream 시내, 개울 instantly 즉시, 곧바로 coat 뒤덮다 shell 껍데기

contain 포함하다, 함유하다 extremely 극도로 content 함유량

density 밀도, 농도 fresh water 담수, 민물 regular 보통의

진의 기회가 차단된다는 내용의 ③이 빈칸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is a rare type of cancer [that grows in the
retina, the light-sensitive tissue inside of the eye].
[1행] Retinoblastoma
=
▶

imprison 투옥하다, 감금하다 sentence 선고하다, 판결하다 jail 감옥;
automatically 자동으로 punishment 처벌 apply 적용하다

(권력·권리를) 행사하다 permit 허가하다

vote by mail 부재자 투표를 하다

cast a ballot 투표하다

구문해설

문제풀이

직장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의 승

(A) 빈칸 앞에는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수감자들의 투표권이 상실된다

[ ]는 a rare type of cancer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the retina

와 the light-sensitive ... eye는 동격.

13  ②
친구들과 외식을 하는 것은 즐겁다.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또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는가를 잊어버리게 만든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당신은 더 오랜 시간 동안 식탁에 머무르게 된다. 식탁에서 보내는

10  ⑤

문제풀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당신은 더 많이 먹게 될 것이다. 연구들은 그룹의 규

② 더 오래 일을 계속하기를 바란다

쏙독새는 남미와 중미의 토종 새인데, 보기가 어렵다. 이는 그것의 깃털

⑤ 망막아종을 일으키는 돌연변이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모가 사람들이 먹는 양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④ 그들의 일자리를 더 쉽게 찾는다

들이 나무껍질과 같은 색이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새를 부러진 나뭇가

⑤ 미래의 직업에 더 잘 준비되어 있다

지처럼 보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쏙독새는 밤에만 활동하는데, 그때 그

어휘

새는 나방과 반딧불이 같은 곤충들을 잡아먹는다. 그것은 오직 한 마리

radiation 방사능 surgery 수술 leukocoria 백색동공 reflex 반사작용

탁에 7명 이상이 있을 때는 96퍼센트까지 증가한다. 이 관계에 따르면,

의 짝과 평생을 같이 지내며, 암컷은 한 번에 한 개의 알만을 낳는다. 쏙

evident 분명한, 명백한 symptom 증상 irritation 염증 vision 시력 run in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 구성원들은 몸무게가 비슷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

독새는 눈에 띄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소리는 자주 들릴 수 있는데, 쉽게

a family 유전되다 gene 유전자 mutate 돌연변이가 되다

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주 식사를 하며, 식

오답풀이

① 연장자들을 존중해야 한다

어휘

rarely 드물게, 좀처럼 ~하지 않는 increasingly 점점 pension 연금

demand 요구하다 force 강요하다 retire 퇴직하다, 은퇴하다 colleague 동료
hold on to 고수하다, 계속 보유하다 ｜문제｜ promote 촉진하다; *승진시키다

09

일 좋은 방법은 밤에 나무를 향해 손전등을 비추는 것이다. 쏙독새의 커
위기에 처한 종으로 여겨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독특한 새를

사해는 지구에서 가장 짠 물을 함유하고 있다. 사해는 어떤 것도 그곳에
서 살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그 이름을 얻었다. 그곳의 매우 높은 소금
함량 때문에 사해에는 어떤 종류의 식물이나 물고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근처의 하천에서 사해로 들어온 물고기는 그들의 몸이 소금 껍데기로 뒤
덮인 채 즉시 죽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이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요하다.

[1행] The

potoo, a species of bird [native to South and Central
=

America], is difficult to see.
▶

실제로 수영을 한다기보다는 (물 위에) 떠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모든

bird를 수식하는 형용사구.

소금이 그 물(사해)에 민물이나 심지어 일반적인 바닷물의 밀도보다 훨

[12행] The

무르려 하는 것이다.

gets its name from the fact [that nothing lives in it].

[ ]는 the fact와 동격으로 that은 동격절을 이끄는 접속사.

[4행] Fish

[that find ... streams] die instantly, [their bodies
coated with a shell of salt].
▶

「be considered to-v」는 ‘~하는 것으로 여겨지다’의 의미. it은 가주어이고 to

take steps 이하가 진주어.

=
▶

potoo is not considered to be an endangered species,
but it is still necessary to take steps ....
▶

구문해설
[2행] It

The potoo와 a species ... Central America는 동격. [ ]는 a species of

첫 번째 [ ]는 Fish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두 번째 [ ]는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분사구문의 주어(their bodies)가 주절의 주어
(Fish)와 다른 독립분사구문.
[7행] It’s

possible, however, for humans to swim in the Dead

Sea, ....
52 수능만만 Basic 영어독해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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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힘들 것이다.

  ②

구문해설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수감된 사람들은 정치 선거에서 투표권을 상실한
다. 예를 들어, 체코, 헝가리, 또는 영국에서 감옥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수감자들에게는 요구되지 않지만, 법원들은 그것을 적용할지 안 할지의

it will be more difficult for you to lose weight.

it은 가주어, to lose 이하가 진주어, for you는 to lose 이하의 의미상의 주어.

체제하에서도, 수감자들이 그들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
다. 아일랜드에서 수감자들은 투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그들

문제풀이

은 부재자 투표를 하거나 투표하기 위해 선거일에 감옥을 떠나는 것이 허

여러 명이 식사하게 되는 경우 혼자서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게 되어 체

용되지 않는다.

중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주제로는 ② ‘그룹 식사가 우리의
체중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해설
[2행] For

example, anyone [who is sentenced to jail ...] is

▶

A

오답풀이

① 당신이 외식을 적게 해야 하는 이유들
③ 친구가 체중을 줄이도록 격려하는 방법들

[ ]는 anyone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ban + A + from v-ing」

는 ‘~가 …하는 것을 금하다’의 의미로 수동태로 쓰이면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A가

take steps 조치를 취하다

「the + 비교급 ~, the + 비교급 ...」 구문으로 ‘더 ~할수록, 더 …하다’의 의미.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18개의 유럽 국가들이 있다. 하지만 심지어 이러한

automatically banned from voting.

visible (눈에) 보이는 reflect 반사하다 endangered 멸종 위기에 처한

▶

▶

⑤ 쏙독새는 아직 멸종 위기에 처하지는 않았다.
feather 깃털 unmoving 움직이지 않는 resemble 닮다 branch 나뭇

longer you spend at the table, the more you’re going

to eat.
[14행] ...,

문제풀이

가지 feed on ~을 먹고 살다 moth 나방 firefly 반딧불이 observe 관찰하다

[4행] The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반대로, 수감자들의 투표에 대한 공식적인 금지

			

어휘

퍼센트를 더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 그룹이 4명인 경우 75퍼센트, 식

탁에서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이 체중을 줄이는 것은 더

누구든지 자동적으로 투표가 금지된다. 이러한 처벌이 프랑스와 독일의

구문해설

는 것처럼 사해에서 수영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이

씬 더 높은 밀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수면에 머

retinoblastoma 망막아종 retina 망막 genetic 유전의 tumor 종양

알아차릴 수 있는 “부우, 부우” 하는 소리를 낸다. 쏙독새를 관찰하는 제
다란 오렌지색 눈이 빛을 반사하면서 똑똑히 보일 것이다. 쏙독새는 멸종

  ③

들어, 함께 식사를 하는 커플은 그들이 혼자서 식사를 할 경우보다 약 35

④ 체중 감량을 위해 권장되는 방법
⑤ 사람들이 친구들과 식사하는 것을 즐기는 이유

주어의 자리로 나간 형태.
[7행] ...,

there are 18 European nations [where no official

					

prohibition on prisoners voting exists].
		
▶

S

V

어휘

eat out 외식하다 lose track of ~을 놓치다, 잊다 dine 식사를 하다

frequently 자주, 빈번히 lose weight 체중을 줄이다 ｜문제｜ recommend
추천하다, 장려하다

[ ]는 18 European nations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절. no ... voting은 관

계부사절의 주어, exists가 동사.

정답 및 해설

53

14  ④

문제풀이

오답풀이

글의 첫 두 문장만 보면 입사 제의를 수락하는 내용이라고 잘못 생각할

16. ② 이윤을 위해 물을 판매하는 것의 장점들

당신은 ‘복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것은 몇몇 나이든 사람

수 있다. 하지만 However로 시작되는 셋째 문장부터 입사 제의를 정중

③ 수자원 기반 시설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방법

들이 은퇴 후에 새로운 일을 찾으려는 결정을 가리킨다. 최근의 복귀 비

히 거절하며 그 사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④ 가장 효율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로 그렇게 한다. 사람들은 오늘날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살기 때문에, 그들

어휘

은 때때로 노년의 나이에도 계속하여 스스로를 부양해야 할 필요가 있

attractive 매력적인 firm 회사, 기업 candidate 후보자, 지원자 position

③ 정부는 그것을 혼자서 하도록 기대될 수 없다

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저 은퇴 후에 행복을 찾지

(일)자리, 직위

④ 공공의 이익은 고려되어야 한다

appreciate 감사하다 secretarial 비서의 manufacturing 제조(공업)

못하기 때문에 복귀를 선택한다. 그들은 모든 시간을 한가로이 보내는 것

어휘

욱 더 많은 은퇴기간을 가지게 됨에 따라 복귀 비율이 앞으로 수년간 계

Person A 당연히, 이익을 위해 물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가능한 한 많

manage 경영하다, 관리하다 scarce 부족한, 드문 for-profit 영리 목적의,

속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은 물을 판매하기를 원한다. 수자원 보호를 장려하는 것은 그들의 관심

이익을 추구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경제적, 환경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primary 주된, 주요한 motivation 자극; *동기 부여 complexity 복잡성

존재한다. 따라서 이윤을 추구하는 물 (생산) 기업들은 지구의 부족한 수

infrastructure 기본적 시설, 기반 investment 투자 funding 자금 제공

자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 신뢰받을 수 없다. 이윤을 추구하는 물 (생산)

reliable *믿을 수 있는; 확실한 quality 양질의, 우수한 expand 확장하다,

기업들이 물을 공급한다면, 물 부족과 높은 가격을 초래할 것이다. 이 문

확대하다

[ ]는 the decision을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관계대명사 that이

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자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필요로 한

하다, 보존하다

생략됨. having retired는 전치사 after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로, 술어 동

다. 정부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보다 공공의 이익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사(make)보다 이전의 일을 나타내므로 현재완료 시제를 씀.

있을 것이다. 수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이러한 이

refers to the decision [(that) some older people make
to find new jobs after having retired].
▶

[6행] ...,
▶

they sometimes find it necessary to continue ....

it은 가목적어, to continue 이하가 진목적어.

Person B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목표는 이윤을 벌어들이는 것이
기 때문에, 효율적인 경영이 주된 관심사이다. 그러나 정부 소유의 기업
들은 이런 동기 부여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수

경제적 이유로 또는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은퇴 후에도 많은 노년층의 사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더 낫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수자원 기반

람들이 일터로 복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④ ‘일터로 돌아가고

시설의 복잡성이다. 그것은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매우 비용이 많이 든

있는 노년층’이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다. 물론, 정부는 이와 같은 투자를 위한 자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

②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③ 은퇴 비율의 증가
⑤ 노년층에 미치는 경제의 영향
refer to ~를 지칭하다 recent 최근의 financial 재정(상)의, 금융의

support 부양하다 retirement 은퇴 leisure 한가한 시간, 여가 benefit ~에게
도움이 되다

life expectancy 기대 수명

shortage 부족 complicated 복잡한 efficient 효율적인

emerging 최근에 생겨난, 최근에 만들어진 ｜문제｜ conserve 보호

WORD CHECK-UP

Island Lake 수출상사의 비서직을 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의)
혜택들과 급여는 제가 본 곳 중 최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논의한 바와
같이, 그 일을 하게 되면 Island Lake까지 출퇴근하는데 하루에 자동차
로 두 시간씩 소요됩니다. 심사숙고 후에 저는 이곳 Cincinnati에 있는

Haywood 제조회사의 비서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일은
귀사의 일보다 덜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저의 집과 가족으로부터 훨씬 가
까이에 있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사의 자리
를 채울 만한 훌륭한 지원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문해설
[7행] Although

this job is less attractive than the one with your
firm, it’s much closer to my home and family.
▶

Although는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며, much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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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④
11 ⑤
17 ④

06 ①
12 ③

는다. 실제로, 조사는 폭력적인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TV 프로그램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들은 사실 이러한 추측
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오히려 좌절하고 분노하여 폭력적일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들이 폭력을 통해 분노를 표출하는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TV

의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다.
구문해설

4 economic recession

▶

1 분명한, 명백한    2 발생시키다, 만들어내다    3 매력적인    

those who는 ‘~하는 사람들’의 의미.

[3행] ...

두 개의 [ ]는 각각 people과 those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4 포함하다, 함유하다    5 보호, 보존    6 대략    7 재생 가능한    

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민간 투자는 개발 도상국들에서 자주 발

8 나타나다, 출현하다    9 전환하다    10 금지    11 반대로    

견되는 빠르게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자원 기반 시설을 훨
씬 더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풀이

12 가정의; 국내의    13 피해자, 희생자    14 가능성, 잠재력    

TV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을 폭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사

15 믿을 수 있는; 확실한    16 waste product    17 decline    

람들이 이러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라는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

18 appreciate    19 density    20 investment    21 abuser    

이다.

22 vertically    23 retirement    24 classic    25 imprison    

it is better for for-profit companies to manage

water resources.
▶

텔레비전은 종종 시청자들이 폭력을 저지르도록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

1 endangered    2 content    3 knocked over    

1 ⓑ    2 ⓓ    3 ⓐ    4 ⓒ

하고 따라서 더욱 믿을 만하고 더 질 좋은 수자원 공급을 가능하게 할 수

[18행] Therefore,

01  ⑤

people [who watch violent shows] are more likely to
commit violent crimes than those [who don’t (watch violent
shows)].

1 ②    2 ④    3 ④

it은 가주어, to manage 이하가 진주어이며, for for-profit companies는 to

26 sentence    27 pension    28 financial    29 motivation    

어휘

30 violence

commit 범하다, 저지르다 violence 폭력 indeed 실제로, 정말 research

criticize 비판하다 encourage 격려하다; *조장하다 viewer 시청자

조사, 연구

manage 이하의 의미상의 주어.

15  ③

04 ④
10 ④
16 ②

폭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폭력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종류

구문해설
어휘

03 ③
09 ⑤
15 ⑤

프로그램에 끌리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TV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을

지만 민간 투자가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더 막대한 자금 제공을 가능하게

① 기대 수명의 변화

profit 이익, 이윤 conservation 보호, 보존 potential 가능성, 잠재력

유들 때문에, 그것은 정부의 관리하에 있어야 한다.

문제풀이

오답풀이

02 ②
08 ④
14 ④

pp. 104~113

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그들의 경영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16  ①      17  ①

[1행] This

01 ⑤
07 ④
13 ②

17. ② 사람들은 수자원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회에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 연구들은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더

구문해설

영어독해 모의고사

⑤ 이윤 추구 기업과 정부 기관의 차이점들

율의 증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들

을 즐기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그들의 능력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사

10

crime 범죄 imply 암시하다, 내포하다 assumption 가정, 추측

frustrated 좌절한 release 방출하다

[26행] ...,

private investments can expand water infrastructure
much more rapidly in order to meet the rapidly growing
demand [often found in emerging economies].
▶

much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 「in order to-v」는 ‘~하기 위하여’의 의미.

[ ]는 the rapidly growing demand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문제풀이

16. 물을 수자원 보호의 측면에서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지, 효율성과 기

Grammar in Use
EXERCISE 17

1 would 2 trusted 3 had had 4 be
B 1 would see a doctor
2 could have finished your school paper
3 would[could] join you for dinner now
A

반 시설 확충의 측면에서 기업이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있으
므로 이 글의 핵심 쟁점으로는 ① ‘누가 수자원을 관리해야 하는가’가 가

EXERCISE 18

장 적절하다.

A

17. A는 기업이 이윤을 위해 물을 가능한 한 많이 판매하려 할 것이고, 결
국에는 수자원 고갈과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인 반면 정부는 공공의 이익
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① ‘그것은 정
부의 관리하에 있어야 한다’가 가장 적절하다.

1 I had 2 were 3 hadn’t met
B 1 If it were not for the guidebook
2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3 If it had not been for her care
4 If it had not been for the accident

02  ②
광고에 의하면, 손 전용 항균 비누는 세균을 죽이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
을 돕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비누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비누들이 너무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많은 세균들은 (스스로)
더 강해지고 없애기가 더 힘들게 됨으로써 항균 비누들에 대응하고 있다.
이 ‘초강력 세균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게다가
손 전용 항균 비누는 환경에 해를 끼친다. 우리가 그것들로 손을 씻을 때
마다, 항균 비누의 화학물질들이 상수도로 흘러간다. 결과적으로, 호수,
개울, 그리고 강들이 이 화학물질들로 오염되고 있다. 연구원들은 손 전
용 항균 비누의 사용을 줄이라고 권하는데, 이것이 우리와 환경의 건강
모두에 이로울 것이다. 그들은 일반 비누로 자주 씻는 것으로도 손에서
세균을 없애기에 충분하다고 말한다.

정답 및 해설

55

구문해설

어휘

[11행] Researchers

recommend [that we (should) decrease our
use of antibacterial hand soaps], [which will benefit both our
health and that of the environment].
▶

첫 번째 [ ]는 recommen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두 번째 [ ]는 첫 번째 [ ]

stunning 멋진, 근사한 unlikely 예상 밖의 attraction 끌림; *명소

provincial 지방의 routine 일상, 일과 instant 즉각적인 sensation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것, 대사건
송으로, 실황으로

approximately 대략 line up 줄을 서다 live 생방

surround 둘러싸다 cheer 환호하다 director 관리자

｜문제｜ thrill 감동시키다, 흥분시키다

awareness 인식

문제가 있어서 항의를 하기 위해 그 차의 제작자인 Enzo Ferrari에게 갔

구문해설

is a term [that describes {how people tend to buy small
comfort items rather than expensive luxury items ...}].
[3행] It

▶

[ ]는 a term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는 동사 describes의 목

say [(that) frequent washing with regular soap is
enough to remove germs from people’s hands].
▶

[ ]는 동사 say의 목적절. 「be enough to-v」는 ‘~하기에 충분하다’는 의미.

04  ④

문제풀이

에게 매우 익숙한 것이었다. 이는 Lamborghini에게 Ferrari와 경쟁할

경기 침체기에 립스틱과 같은 값싸고 위안이 되는 물건의 판매가 늘어난

그만의 차를 개발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바로 다음 해에, Lamborghini

2006년, 인도네시아 동 Java의 한 가스 탐사지로부터 유해한 회색 진흙

다는 ‘립스틱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④ ‘어려운 때이지만, 당

는 그의 신차인 350 GT를 출시하였다.

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현재 그 지역은 Lusi 진흙 화산으로 불린다. 진

신의 입술은 멋져 보인다’가 제목으로 적절하다.

흙 화산이 처음 폭발하기 시작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집을 잃은 수천 명

오답풀이

손 전용 항균 비누의 사용은 초강력 세균을 만들어 건강에 좋지 않을 뿐

의 사람들은 여전히 임시 수용 시설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진흙의 유출

① 빨강, 돈의 색깔

아니라 비누의 화학물질이 상수도를 오염시켜 환경에도 해를 끼친다는

이 머지않아 그칠 것이라는 어떤 징후도 없다. 그것은 하루에 10만 세제

② 두 번째 대공황

내용이므로 ②가 요지로 가장 적절하다.

곱미터 이상의 속도로 흘러나오고 있다.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지역

③ 화장품이 우리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가?

을 떠나야만 했다. 학교와 공장들은 진흙으로 뒤덮였다. 과학자들에 따르

⑤ 돈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사겠는가?

germ 세균 prevent 막다, 예방하다 illness 질병 disturbing 충격적인,

불안감을 주는 frequently 자주

damage 해를 입히다 chemical 화학물질

water supply 상수도 pollute 오염시키다 recommend 권하다, 추천하다
decrease 감소시키다, 줄이다 benefit ~에게 이롭다 regular 보통의 remove
제거하다

오랫동안 지역 환경에 계속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문해설
[2행] Now,

the site is referred to as the Lusi mud volcano.
A			

B

필리핀의 세부 섬은 전통적으로 멋진 해변과 화창한 기후로 관광객들을

▶

there is no sign [that the flow of mud ...].

		

=

[ ]는 바로 앞의 sign과 동격인 that절.

끌어들였다. 그러나 최근 예상 밖의 명소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문제풀이

‘ Thriller’에 맞춰 춤을 추는 운동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

2006년에 시작된 진흙 화산 폭발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면서 유명해졌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대략 1,500만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므로 ④ ‘진흙 화산 폭발: 그 끝

명의 온라인 방문자들을 끌어들였다. 이제 관람객들은 그 쇼를 생방송으

나지 않은 재앙’이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구문해설

[surrounding the jail’s exercise grounds] cheer as
though it were a rock concert.
[10행] People

▶

[ ]는 주어인 People을 수식하는 현재분사구. as though는 ‘마치 ~처럼’의 의

미를 지닌 접속사로, 뒤에 가정법 과거동사(were)가 쓰여 현재의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의 의미를 나타냄.
문제풀이

문제풀이

④ Lamborghini는 페라리 차량의 부품과 자신의 트랙터에 사용된 부
품이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manufacturer 제조업자 clutch (자동차의) 클러치 deal with 다루다,

마주침, 만남 take apart 분해하다

위의 도표는 전문적인 IT 직종에 종사하는 뉴질랜드의 서로 다른 인종

*익숙한; 친밀한

insult 모욕하다 at fault (~에 대해) 잘못[책임]이 있는 encounter

처리하다

인이라고 밝힌 사람들은 태평양 섬 사람들이라고 밝힌 사람들보다 IT 직

vehicle 탈것, 차량 part 부품 familiar

inspire 영감을 주다 compete경쟁하다

종에 3배(→ 2배) 더 많이 종사하는 것 같다. 도표에 제시된 다른 인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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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했을 때, 아시아계의 사람들이 IT 직종에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

한 오디션에서 1인극을 한 후, Beppe Grillo가 코미디언이 된 것은 우연

인다. 인종적으로 마오리족 남성들과 여성들은 IT직종에 대략 같은 참여

① 화산 폭발을 막기 위해 진흙을 사용하기
② 계속적인 자연 재해가 인도네시아를 강타하다
③ 가스 시추가 인도네시아의 환경을 훼손하다
⑤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화산이 폭발하다

성은 여성보다 거의 2배 가량 IT 직종에 참여하는 것 같다.

mud 진흙 exploration 탐사 erupt 폭발하다, 분화하다 temporary

men are almost [twice as likely to participate in IT
occupations as women.

shelter 보호소 at a rate of ~의 속도로 cubic meter 세제곱미터

disaster 재난, 재앙 drilling operation 시추 작업

05  ④

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③ ‘수감자들의 춤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을

스틱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았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경

흥분시키다’가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값비싼 호화품보다는 작은 위안품을 사려는 경
향이 있는지를 묘사하는 용어이다. 립스틱은 이러한 작은 위안품들 중 하
나의 좋은 예이다. 립스틱 효과는 대공황 시기에 처음 관찰되었다. 전반적

① 방문객들로 붐비는 필리핀의 감옥들

인 미국 경기는 매우 좋지 않았지만, 화장품 판매는 실제로 증가했다. 오

② 필리핀에서 인기 있는 마이클 잭슨의 음악

늘날 세계 최대의 화장품 회사들로부터의 판매 보고서는 이러한 경향이

④ 여행객들이 점점 적어지는 필리핀 해변들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화장품 회사의 판매량은 전반적인 경기 침

⑤ 감옥에서의 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는 유튜브

체에도 불구하고 2008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5.3퍼센트 상승했다.

▶

‘~할 가능성이 있다, ~일 것 같다’라는 의미의 「be likely to-v」 구문과 ‘…보다

몇 배 ~하다’라는 의미의 「배수사 + as ~ as ...」 구문이 결합된 구조.

① 태평양 섬 사람들의 IT 직종 종사 비율이 약 1.5퍼센트인 것에 비해 유
럽계 뉴질랜드인들은 3퍼센트의 종사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3배가 아닌
2배가 맞다.

고 공격하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이탈리아의 텔레비전 출연을 완전히 금
지당했다. 오늘날, Grillo 는 이탈리아와 해외의 극장에서 많은 관객들을
치계와 경제계의 부패와 자유연설을 포함한다. 그는 또한 매일 업데이트
하는 블로그를 운영한다. 그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10개
의 블로그 중 하나로 평가되었다. 2007년 9월 8일, Grillo 는 이탈리아 전
역의 도시들에서 이른바 V-Day를 발기하는 것을 도와,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던 이탈리아 국회의원들의 해임을 요구하였다.

[1행] It
▶

was by chance that Beppe Grillo became a comedian, ....

「It is[was] ~ that ...」 강조구문으로 부사구인 by chance를 강조하고 있음.

Grillo helped promote the so-called V-Day in cities
across Italy, [calling for the removal of Italian Parliament
members ...].

[12행] ...,

participation 참여 ethnic 인종의 occupation 직업 identify as

~라고 밝히다 ethnicity 인종

를 포함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수많은 이탈리아의 정치가들을 모욕하

구문해설

문제풀이

어휘

이었다. 1980년대에 그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그의 공연은 정치 풍자

대상으로 공연을 한다. 그의 공연들의 공통의 주제들은 에너지 사용, 정

구문해설
[15행] ...,

경기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감에 따라, 여러분은 뉴스 보도에서 언급된 ‘립

56 수능만만 Basic 영어독해 모의고사

himself는 주어인 he를 강조하는 재귀대명사.

06  ①

계 뉴질랜드인 남성의 참여율과 같다. 기타 인종의 사람들 사이에서, 남

임시의

[ ]는 discover의 목적절. { }는 those를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어휘

율을 보인다. IT 직종에 종사하는 마오리족 남녀를 합한 참여율은 유럽

어휘

▶

in spite of ~에도 불구하고 downturn 침체

오답풀이

필리핀의 한 감옥에서 수감자들이 춤을 추는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의 인

오답풀이

Depression 대공황 overall 전체에 걸친, 총체적인 cosmetics 화장품

was surprised to discover [that the vehicle’s parts were
similar in many ways to those {(that) he himself used in his
tractors}].

집단의 참여율을 노동 인구의 퍼센트로 보여주고 있다. 유럽계 뉴질랜드

이는 바로 지방 감옥이다. 그 감옥은 지난 해 수감자들이 마이클 잭슨의

프로그램은 수감자들의 태도를 개선시키는 한 방법이 되어왔다고 한다.

comfort 위로가 되는 것; 위문품 financial 재정상의 the Great

「refer to A as B」는 ‘A를 B라고 부르다’의 의미로 수동태로 쓰임.

[6행] And

후 수감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감옥 관리자에 따르면, 그 춤

economy 경제, 경기 mention 언급하다 term 용어 describe 묘사하

다, 설명하다

03  ③

이 마치 록 콘서트인 것 마냥 환호한다. 관람객들은 심지어 공연이 끝난

어휘

구문해설
[7행] He

면, 이 재난은 가스 시추 작업으로 인해 야기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아마

▶

로 보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그 감옥의 운동장을 에워싼 사람들은 그것

Lamborghini는 집으로 돌아와 그의 페라리에 있는 클러치를 분해했다.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그 기술은 그 트랙터 제조업자

문제풀이

어휘

고 클러치가 아닌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만남 이후에
그는 그 차의 부품들이 그가 자신의 트랙터들에 사용한 부품들과 많은

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
[14행] They

다. 이 문제를 처리해주는 대신, Ferrari는 Lamborghini에게 모욕을 주

descent 출신, 혈통 approximately 대략

equal ~와 같다

07  ④
트랙터 제조업자였던 Ferruccio Lamborghini는 그의 페라리 클러치에

▶

「help (to-)v」는 ‘~하는 것을 돕다’의 의미. [ ]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

오답풀이

① 오디션에서는 1인극을 했다.
② 인기가 높아지면서 정치 풍자극을 시작했다.

정답 및 해설

57

⑤ 범죄를 저지른 이탈리아 국회의원들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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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출마했다는 언급은 없다.

과학자들은 이제 유전자를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이식할 수 있다.

나다; *생기다

식물에서 동물로 이식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그들은 외부 유

대체의

③ 이탈리아와 해외의 극장에서 공연한다.

monologue 1인극 performance 공연 political satire 정치 풍자

전자를 박테리아의 DNA에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그 이식된 유전자들은

offend 공격하다 numerous 수많은 ban 금지하다 completely 완전히

박테리아에 의해 쉽게 받아들여져 심지어 다음 세대로 번식하기까지 한

corruption 타락, 부패 promote 발기하다, 설립하다 call for 요구하다

다. 다시 말해서, 과학자들은 이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removal 제거; *해임, 면직 parliament 의회

그러나 그런 새 생명체들이 실험실 밖의 환경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

어휘

도 모른다. 그것들은 귀중한 화학물질을 먹어치우거나, 토양을 파괴하고,
환경을 해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암이나 전염병을 퍼뜨리거나 치료법

09  ⑤

이 없는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최근에 교사들의 실적을 평가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현재 평가를 하기 위해 점검표와 외부 평가자들의 평가를 이용할
것을 제의한 정부의 제안이 있다. 그러나 동정심과 창의력처럼 유능한 교
사에게 요구되는 특성들을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공식을 만들기는 불가
능할 것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러한 종류의 평가들을 사무적이라고 말
한다. 그러나 성공한 사업체들은 인간의 판단에 대한 대체재로 대규모 등
급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관리자로 하여금 효과적인 팀
을 구성하도록 허락하고, 그런 다음 그 팀의 성과에 대해 그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학교라는 환경에서는, 교장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
다. 그들에게 고용과 해고 결정을 내릴 권한이 주어져야 하고, 그런 다음
그들의 학교의 성공과 실패 모두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구문해설
[12행] ...
▶

사 for의 목적어이다.

글의 앞부분에서는 유전자 이식의 성공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다가 ④ 이
후의 문장에서 유전자가 이식된 새로운 생명체가 가져올 부정적 가능성
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역접의 연결사 However로 시작
하는 주어진 문장은 ④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laboratory 실험실 transplant 이식하다 gene 유전자 organism *유

기체; 생물 vice versa 반대로

are now government proposals [that suggest using
checklists and the ratings of external evaluators ...].
[3행] There

[ ]는 government proposal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it would be impossible to create a formula [that
effectively measure the characteristics {required of effective
teachers}, ...].
[5행] ...,

▶

it은 가주어이고 to create 이하가 진주어. [ ]는 a formula를 선행사로 하는 주

격 관계대명사절. { }는 the characteristic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빈칸 앞에 기업의 경우 관리자가 팀을 구성하도록 하여, 그 팀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관리자에게 묻는다는 말이 나오고, 빈칸 뒤에는 학교에서는
교장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⑤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가 적절하다.

foreign 외래의, 이질적인 bacteria 박테리아,

세균 reproduce 생식하다, 번식하다
귀중한

generation 세대 valuable 가치 있는,

destroy 파괴하다 injure 해를 입히다 infection 전염병, 감염증

cure 치료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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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traffic 교통의 reduce 감소시키다 progress 진전, 경과 appear 나타

라고 생각한 이유였다. 이 사건 이전에는, 나는 한 번도 머리 스타일의 이

12

｜문제｜ method 방법

introduction 도입 alternative *대안;

this point, it became clear [that I was suffering from
people’s stereotypes about my hair].

[13행] At

  ③

죽은 자들의 날, 혹은 el Día de los Muertos는 라틴 아메리카의 유명
한 공휴일이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친지들을 기억하는 날이
다. 죽은 자들의 날 축제는 이틀 동안 계속된다. 일반적으로 11월 1일은
죽은 어린이들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따라서 그날은 Día de los

Angelitos 혹은 작은 천사들의 날로 알려져 있다. 11월 2일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성인들을 기억하는 날이어서 그날은 Día de los Difuntos
로 일컬어지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죽은 자들의 날을 의미한다. 대중적

은 그 도시의 교통 상황을 개선시켰고 공기 오염을 줄여주었다. 전 세계의
도시들이 Vélib의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만약 그것이 계속 성공적이라
면,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서 생겨나기 시작할지도

① 압박감이 덜 필요하다
② 주요 문제이다
③ 먼저 평가받아야 한다
④ 교사들을 격려해야 한다

구문해설
[4행] Parisians

pay $50 for a yearly Vélib membership, [which
allows them to use any of the bikes, anywhere, anytime].
▶

evaluate 평가하다 performance 실적, 성과 rating 평가, 등급

[ ]는 앞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 「allow

+ 목적어 + to-v」는 ‘~가 …하도록 허용하다’의 의미.

external 외부의 evaluator 평가자 formula 공식 measure 측정하다
compassion 동정심 businesslike 사무적인, 실제적인 substitute 대체물
put together 모으다, 구성하다 principal 교장 hire 고용하다 fire 해고하다
play a role 역할을 맡다

문제풀이

→ 셀프 서비스 자전거 대여 시스템의 도입은 대도시의 교통 및 오염 문제
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giving people the idea [that I was a troublemaker].

		
▶

=

the idea와 [ ]는 동격.

[18행] ...,

I became more and more puzzled by [how easily
people’s opinion of someone could be affected by something
{as simple as having long hair}].
[ ]는 전치사 by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의문사 + 주어 + 동사」 어순의 간접의문

들을 방문하러 온다. 가족들은 제단을 만들고 꽃과 술과 죽은 사람들이

[8행] November

문제풀이

13. 밑줄 이전에는 머리를 기르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이, 밑줄 이후에는

구문해설

2 is the day [when people remember deceased

adults, ... ].
[ ]는 the day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절.

문제풀이

(A) when과 같은 관계부사는 바로 앞에 전치사를 둘 수 없다. 관계부사

when 자체가 전치사를 포함하는 on which의 의미를 갖는다.
( B) 전치사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므로 for 다음에는 동명사인
honoring이 와야 한다.
(C) 문맥상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칭되는’ 것이므로 수동형인 is
referred가 와야 한다.
holiday 공휴일 relative 친척 festivity 축제 reserve 지정하다

literally 글자 그대로 altar 제단 beverage 음료

13  ②      14  ④
십 대 시절 이후로 내 머리는 0.5인치 이상 길었던 적이 없었다. 그런데 몇
년 전, 나는 머리를 다시 길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는 생각을 하
게 되었다. 머리가 길어질수록, 나는 내 삶이 변해가고 있음을 더 많이 알
아챘다. 나는 속도위반으로 차를 세우게 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전에는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다. 공항에서 보안 직원들은 내 짐과
신분증을 확인하는 데 항상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내가 거리를 걷고 있던 어느 날, 경찰차가 내 옆에 서더니 세 명
의 경찰관들이 강도 혐의로 나를 체포하려고 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들이 찾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내 머리처럼 길고 곱슬거리는 머리를 하
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점에서, 내가 내 머리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
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확실히 긴 머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썽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었
다. 내가 이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나는 누군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긴 머리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단순한 것에 의해 얼마나 쉽게 영
향을 받을 수 있는가에 더욱 더 당황하게 되었다. 그것이 내가 속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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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행] ...

문. { }는 something을 수식하는 형용사구로 「as ~ as ...」은 ‘…만큼 ~한’의 의미.

honor 기리다 consequently 따라서, 그 결과 deceased 작고한, 사망한

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은 도로의 차들이 더 적어짐을 의미한다. 이것

it은 가주어, [ ]가 진주어.

▶

그것은 도시 전체의 1,451개의 다른 역에 보급된 2만 대가 넘는 자전거를

이 시스템은 도시에 매우 이롭다는 것이 입증되어 왔다. 자전거로 이동하

▶

믿음에 따르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죽은 자들의 날에 살아있는 친지

어휘

포함한다. 파리 시민들은 Vélib 연간 회원 자격으로 50달러를 지불하는

상한 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구문해설

Vélib는 2007년 7월 파리에서 시작된 ‘자전거 운송 시스템’의 명칭이다.

모른다.

오답풀이

｜문제｜ pressure 압박

하다

데, 이는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자전거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문제풀이

어휘

딱지를 떼게 되고, 공항에서 항상 힘든 시간을 보내고, 경찰이 내가 강도

▶

어휘
구문해설

transit 운송, 수송 spread 펴다; *보급시키다, 퍼뜨리다 improve 개선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로 제단을 채운다.

문제풀이

간주되어야 한다.

▶

create new diseases [for which there is no cure].

[ ]는 new diseases를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which는 전치

어휘

머리를 기르면서 받게 된 부당한 대우들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므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는 ②가 적절하다.
14. 이전과 달리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이유는 긴 머리를
한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때문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는 ④ ‘머
리 스타일의 이상한 힘’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14. ① 내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
② 긴 머리의 장점들
③ 값비싼 이발을 하는 것
⑤ 경찰이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저지르는가
어휘

notice 알아채다 pull over 차를 세우다 security 보안 luggage 짐

arrest 체포하다 robbery 강도질, 강도; *강도죄 stereotype 고정관념
troublemaker 사고뭉치, 말썽꾼 puzzled 당황스러운 speeding ticket 속도
위반 딱지

｜문제｜ advantage 이점

weird 이상한, 기묘한

15  ⑤      16  ②      17  ④
(A) 1800년대 초에, 아일랜드의 농장들은 주로 부유한 영국인 지주들이
관리하였다. 많은 농작물들이 아일랜드에서 재배되었으나, 그것들 중 거
의 대부분이 영국으로 운반되어 소비되었다. 이는 아일랜드 시민들 대부
분이 생존을 위해 감자 한 작물에 의존하게 했다. 사람들은 오직 한 작물
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 D) 그 위험은 어떤 균이 온 나라의 감자 수확물을 공격하기 시작한
1840년대 중반에 현실이 되었다. 그 균은 바람을 타고 이동할 수 있어서,
매우 빨리 퍼졌다. 1845년에 그 나라의 전체 감자 수확이 흉작이었다. 모
든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이 흉작이 1846년, 그리고 1847년에 한 번
더 되풀이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감자 수확의 장기화된 손실은 아일랜드
기근이라고 알려지게 된 것의 원인이었다.
(C)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대기근’이라고 불리는 아일랜드 기근은 인구
를 크게 줄이는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아일랜드 사회는 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고 마을 전체가 사라짐에 따라 영구적으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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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를 겪었다. 기근의 또 다른 결과는 그것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에 의존하다

새로운 삶을 찾아 해외로 떠나도록 했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미

지게

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선택했다.

immediate 즉시의, 즉각의 starvation 굶주림 reality 현실 fungus 균,

(B) 기근 이전에는, 매년 대략 오천 명의 아일랜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risky 위험한 immigrant 이민자 significantly 상당히, 두드러

alter 바꾸다 makeup 구성, 구조 adapt 적응하다, 순응하다

helplessly 어찌해 볼 수도 없이 repeat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prolonged 오래

가했다.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도시 지역에 정착했는데, 거기서 그들은

끄는, 장기의 ｜문제｜ alert 주의하다, 경계시키다

미국 도시들의 정치적, 문화적 구조를 상당히 변화시켰다. 아일랜드인들

agriculture 농업, 농사

01 ④
07 ④
13 ④
19 ⑤

shift ~을 바꾸다, 변경하다

회에 빠르게 적응했다.

▶

1 ③    2 ③    3 ②

[ ]는 urban areas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절. where는 and

1 ④    2 ①    3 ③
1 reproduce    2 dependent    3 alternative    4 literally
1 가정, 추측    2 진전, 경과    3 즉각적인    4 멋진, 근사한
5 폭발하다, 분화하다    6 인종    7 공격하다    8 타락, 부패    

[ ]는 주격보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 「drive + 목적어 + to-v」는 ‘~을 …하게

9 직업    10 동정심    11 이식하다    12 작고한, 사망한    

내몰다, …하게 하다’의 의미.

13 차를 세우다    14 굶주림    15 방관하다, 지켜보다    

(D) [7행] The prolonged loss of the potato crop was the cause of
[what became known as the Irish Famine].

16 imply    17 disturbing    18 surround    19 insult    
20 take apart    21 monologue    22 parliament    
23 infection    24 introduction    25 relative    26 security    

[ ]는 전치사 of의 목적어로 쓰인 관계대명사절.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27 weird    28 consume    29 fungus    30 immigrant

대명사로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 수 있음.

15. 감자 한 작물에만 의존하던 1800년대 아일랜드의 상황과 그것이 가

Grammar in Use

이로 인한 대기근 때문에 현실이 되었다는 내용의 (D)가 오는 것이 자연스
럽다. 이어서 대기근의 결과로 많은 아일랜드인들이 해외, 특히 미국으로

EXERCISE 19

이민을 가기 시작했다는 내용의 (C)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이주

A

1 likes → like 2 informations → information
3 by a bus → by bus
B 1 a 2 any 3 the 4 one

용으로 보아 빈칸에는 인구가 크게 줄었다는 내용인 ②가 오는 것이 적절
하다.

EXERCISE 20

17. ④ 대기근은 아일랜드의 인구 감소 및 미국으로의 이민 증가의 원인이

A

되었고 이는 아일랜드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다.
오답풀이

16. ① 농장 수를 증가시키는

04 ②
10 ⑤
16 ③
22 ③

05 ③
11 ①
17 ⑤
23 ④

06 ③
12 ③
18 ④

안, 당신의 몸에 불만족을 느끼는 것은 큰 스트레스를 야기시켜 결국 약
해진 면역 체계, 심장마비, 그리고 더 극단적인 경우 죽음과 같은 심각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구문해설

people are concerned about [how their body looks]
and devote a great deal of time to exercising and worrying ....
▶

1 drunk 2 live 3 asleep 4 like
B 1 strange → strangely 2 do usually → usually do
3 bring back it → bring it back
4 enough generous → generous enough

[ ]는 전치사 ab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의문사 + 주어 + 동사」 어순의 간접

의문문. 「devote + 시간 + to ~」는 ‘~하는 데 시간을 보내다’의 의미로 이때의 to

01  ④
내가 아이들을 데려다 주러 혹은 데려오려고 아이들의 학교에 운전하여
갈 때마다, 거리 전체가 차량들로 막혀 있다. 나는 수년 동안 이 동네에서

는 전치사이므로 뒤에 목적어로 동명사 exercising과 worrying을 취함.

and may cause poor health even in people [who are in
good shape].
[8행] ...

▶

살아왔고, 그것에 대해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안다. 그 교통 체증

[ ]는 people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은 아이들을 학교로 그리고 학교에서 집으로 태워다주는 부모들에 의해

문제풀이

생겨난 것이다. 정부는 학생들을 위한 무료 버스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자신의 몸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것이 건강

돈을 제공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근처 도로의 교통량을 줄일 것이

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이므

며, 그리하여 운전 시간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로 이 글의 요지로는 ⑤가 적절하다.

공동체 전체에 이익을 줄 것이다. 그것은 또한 환경에도 좋을 것이다. 지
금 엔진을 가동시킨 채 학교 주변의 교통 정체로 꼼짝 못하는 모든 자동

구문해설

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언급한 (A) 뒤에는 그 위험성이 감자 흉작과

16. 빈칸 바로 뒤의 문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마을이 사라졌다는 내

03 ④
09 ④
15 ③
21 ③

차들이 더 이상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을 것이다.

문제풀이

한 아일랜드인들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B)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02 ⑤
08 ③
14 ⑤
20 ①

WORD CHECK-UP

(C) [5행] Another effect of the Famine was [that it drove millions
to seek new lives overseas].

▶

못하고 항상 불행하다고 느낀다. 이런 스트레스는 실제로 몸에 육체적인

[1행] Many

there로 바꿔 쓸 수 있음.

▶

으로 운동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노력의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영향을 주어 건강한 사람들조차 건강이 좋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일생동

은 지방 정부에서 직책을 맡고, 후에 남북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미국 사

(B) [4행] Many settled in large numbers in urban areas, [where
they significantly altered ...].

pp. 116~123

곰팡이 attack 공격하다 fail (작물이) 흉작이 되다 look on 방관하다, 지켜보다

도착했다. 이것은 감자 수확이 실패한 수년 동안 오십만 명 이상으로 증

구문해설

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몸을 정말로 싫어한다. 규칙적

영어독해
실전 모의고사

[8행] This

will reduce traffic on nearby roads, [which will
benefit the entire community by decreasing driving times and
helping prevent accidents].
▶

[ ]는 앞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 「by +

v-ing」는 ‘~함으로써’의 의미로 전치사 by의 목적어인 동명사 decreasing과
helping이 접속사 and에 의해 연결된 병렬 구조.
[11행] All

of the cars [that are now stuck in traffic around the
school with their engines running] will not pollute our air
anymore.
▶

[ ]는 All of the car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with + 목적어 +

현재분사」는 ‘~가 …한 채로’의 의미.

어휘

be concerned about ~에 대해 걱정하다 self-image 자아상

genuinely 진정으로, 진심으로 in spite of ~에도 불구하고 work out 운동하다
regularly 규칙적으로 be dissatisfied with ~에 불만족하다 physical 육체적인
impact 영향, 효과 in good shape 건강한 uncomfortable 마음이 편치 않은
enormous 거대한 immune system 면역 체계 heart failure 심장마비

03  ④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인들이 추수감사절 다음 날에 붙인 이름이다. 전
통적으로, 이 날은 소매업자들이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을 시작하기 위해
엄청난 세일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해에 가장 많은 쇼핑이 이루어지는 날
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또 다른 날이 지정되었다. 바로 사이버 먼데
이다. 이날은 추수감사절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월요일로, 온라인 판매에
있어 그 해의 가장 중요한 날이 되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비슷하게, 온
라인 상점들은 사이버 먼데이에 구매자들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싼 가
격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이 21세기 쇼핑의 날의 인기를 설명하기 위해

③ 아일랜드의 정치적 상황을 변화시키는

문제풀이

④ 세계에 아일랜드의 문제에 대해 경각시키는

두 가지 이유를 든다.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

자녀들을 통학시키려는 부모들의 차량으로 인해 학교 주변의 도로가 극

⑤ 마침내 농사를 다른 작물들로 변화시키는

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월요일은 추수감사절 이

심한 교통 체증을 겪고 있으므로, 정부가 무료 통학버스 서비스를 위한

후 첫 번째 근무일이다. 둘째로, 점점 더 많은 구매자들이 추수감사절 연

17. ① 아일랜드에서 많은 작물들이 재배되었지만 대다수가 영국으로 운

자금을 제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휴 동안 상점에 있는 상품들을 둘러본 뒤에 나중에 그것들을 온라인으

송되었다.

로 구매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drop off (사람 등을) 차에서 내려주다 pick up (사람 등을) 차에 태우다

② 아일랜드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했다.

어휘

③ 아일랜드인들은 남북 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이들이 전쟁의 원인이 된

entire 전체의 be blocked with (길·교통 등이) 막히다 explanation 설명

것은 아니다.

community 공동체, 지역 사회 pollute 오염시키다

⑤ 연속된 감자 흉작으로 감자에만 의존하던 아일랜드인들이 피해를 입
었다.
어휘

02  ⑤
control 통제하다, 관리하다 landowner 지주, 토지 소유자 crop 수확물

consume 소비하다 dependent on ~에 의지하는 survival 생존 rel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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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해설

Friday is the name [(that) Americans give to the day
after Thanksgiving].
[1행] Black

▶

[ ]는 the name을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Americans 앞에 관

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몸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염려하고 운동과 적
절히 먹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런 많은 사람들

정답 및 해설

61

give two reasons to explain the popularity of this
21st century shopping day.
[9행] Experts

▶

to explain 이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

05  ③

▶

지 않는 장소에 거꾸로 매달리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특유한 생물학적

문제풀이

추수감사절 다음날에 세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쇼핑이 이루어졌던

박쥐는 새들이 그러한 것처럼 땅에서 공중으로 날아오를 수가 없다. 그들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 온라인 상점들이 가격할인을 제공하는 사이버

의 날개는 결코 새의 날개처럼 강력하지 못해서, 박쥐가 스스로 공중으

먼데이도 구매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제목으로는 ④

로 날아오르도록 하지 못한다. 그들의 다리 역시 약해서, 박쥐는 도움닫

‘휴일 구매자들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다’가 적절하다.

기 후에 날아오를 수 없다. 따라서 거꾸로 매달리는 것은 박쥐들에게 이
륙을 위한 가장 쉬운 선택을 제공한다. 그들이 해야 할 모든 것은 (잡고

오답풀이

있던 것을) 놓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그들이 날기 시작하기에

① 직장에서의 쇼핑은 고용주를 화나게 한다

충분한 추진력을 제공한다.

② 블랙 프라이데이는 더 이상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
⑤ 블랙 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을 더욱 즐겁게 해준다

▶

어휘

retailer 소매업자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deal 거래 popularity 인기

and don’t allow bats to launch themselves into the air.

「allow + 목적어 + to-v」 구문으로 ‘~가 …하도록 (허용)하다’의 의미.

themselves는 launch의 목적어로 쓰인 재귀대명사.

prefer 선호하다 purchase 구매하다 ｜문제｜ anger 화나게 하다 attract
(주의·흥미 등을) 끌다, 유인하다

enjoyable 재미있는, 즐거운

[ ]은 classe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며, { }는 전치사 on의 목

적어로 쓰인 「의문사 + to부정사구」.

(A) 문맥상 온실 가스의 방출이라는 의미이므로 ‘방출, 발산’을 의미하는

emissions가 적절하다. commissions는 ‘위임, 임무, 수수료’의 의미.
( B)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이미 에코드라이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실행하다, 실시하다’의 의미인

을 생산하는 것이 쉽다. 그 두 국가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것을 이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5행] There
▶

are a number of reasons [why this exists].

「a number of + 복수명사」는 ‘많은 ~’이라는 의미로 복수 취급함. [ ]는 a

number of reasons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절.

and must make exchanges for other products [that they
cannot or do not produce themselves].
[8행] ...

▶

[ ]는 other products를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themselves는

강조 용법의 재귀대명사.

green 생태계를 중시하는, 환경 보호의 minimize 최소로 하다 benefit

물물교환의 형태로 처음 생겨났으며, 오늘날 돈을 매개로 서로 다른 지역
에서 생산된 물건을 교환하는 방식은 ② ‘무역(거래)’이다.
어휘

involve 포함하다 smoothly 부드럽게 feedback 반응, 의견;

originate 비롯하다, 생기다 prehistoric 선사 시대의 barter 물물교환;

물물교환하다 exchange 교환

technique 기술

오답풀이

conduct 수행하다 medium 수단; *매개물

exist 존재하다 specialize 전문화하다 specific 특정한, 특수한 commodity
상품, 물품 ｜문제｜ auction 경매

14일 오후 1시 59분 26초에 개최된다고 했다.
오답풀이

① 샌프란시스코 과학관은 파이(원주율)를 기념하는 휴일을 만들었다.

07  ④

로, 주어인 birds가 복수형이므로 복수형 동사를 쓴다.

미국의 농장 및 농장 근로자들의 수는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⑤ 파이 데이의 행사는 샌프란시스코 과학관 및 전국 곳곳에서 열리며

지난 세기 동안 크게 변화했다. 더 큰 변화는 근로자들의 수에서 발생했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열린다고 했다.

④ 문장의 주어인 hanging upside down은 동명사구이므로 단수형 동
사인 gives를 쓰는 것이 옳다.
⑤ 앞 문장의 동사 is 의 보어로 쓰인 원형부정사구 let go and fall

downwards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로 which
를 쓰는 것이 옳다.
어휘

upside down 거꾸로 sheltered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biological

생물학적인

characteristic 특성, 특색 launch 날아가다 take off 날다, 이륙

running start 도움닫기 let go 놓아주다; *놓다 provide 제공하다

감소하며 1930년까지 약 1,200만 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 수치는 그
이후로 크게 떨어져, 1935년에는 약 1,300만 명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겨우 300만 명이었다. 그 이후로, 그 수는 약 300만 명으로 일정하게 유
시작으로, 그 수치는 약 700만에서 1975년에는 200만 바로 아래(→ 200
만을 조금 넘는 정도)까지 급속도로 떨어졌다. 그 이후, 그 수는 200만을
약간 넘는 선에서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결론적으로, 농장과 농장
근로자의 수 모두 지난 세기 동안 감소했지만, 지금은 그 수가 모두 안정

06  ③
당신이 좀 더 환경을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길 원한다면, 당신은 ‘에코드

되었다.
구문해설

량을 최소화하는 운전 방법이다. 에코드라이빙은 환경에 이로울 뿐만 아

the agricultural workforce slightly decreased for 20
years, [dropping to around 12 million by 1930].

니라, 연료비를 절약하게 해주고 당신이 사고가 날 가능성을 더 적게 만

▶

라이빙’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것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온실 가스 방출

② 원주율의 숫자들은 반복되지 않으며 일정한 패턴을 따르지 않는다.
④ 파이 데이에 수학 경시대회가 개최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다. 1910년에 최고 1,400만 명에 달하던 농업 인력은 20년 동안 조금씩

지되었다. 농장의 수는 비슷하지만 덜 극단적인 감소를 보였다. 1935년을

[4행] ...,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어휘

pi 원주율, 파이 purpose 목적 celebrate 축하하다; *기념하다

mathematically 수학적으로 go on 계속되다 digit 자릿수 festivity 축제
행사 temple 사원, 전당

09  ④
어느 누구도 교통 체증으로 꼼짝 못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심지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새로운 연
구는 교통 체증에의 지속적인 노출이 사람이 심장마비에 걸릴 가능성을
세 배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많은 요소들이 이것의 원인
으로 제시되어 왔다. 예를 들면, 주변의 자동차들에서 방출되는 오염 물
질이 폐 조직과 혈관에 침투하여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배
기 가스를 들이마시는 것은 심장 박동을 더 빠르게 만들어 심장마비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위험성은 여성들과 심장병
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심각했는데, 여성들은 심장마비를 경험할

고, 자동차의 히터와 에어컨 사용을 줄이는 것을 포함한다. 유럽에서는

문제풀이

이미 여러 국가들이 에코드라이빙 프로그램들을 시행해 왔다. 예를 들

④ 1975년에 농장의 수는 200만 아래가 아니라 200만을 조금 웃도는 정

가능성이 5배 더 높았으며,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은 (심장마비의) 위험이

면, 영국은 보다 환경 친화적으로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 운전자들에게

도까지 떨어졌다.

6배 증가했다.

피드백을 주는 강의를 제공한다. 독일과 스웨덴 같은 다른 국가들은 에
코드라이빙 기술들을 운전면허 시험의 의무적인 부분으로 만들었다.

구문해설
어휘

agricultural 농업의 workforce 노동력 figure 수치 level 같은 수준의

extreme 극단적인 decline 감소 stable 안정된 stabilize 안정되다
구문해설

eco-driving saves you money on gas and makes it
					
V
O
less likely [that you’ll get in an accident].
[5행] ...,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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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이 데이 행사는 원주율의 첫 여덟 자릿수인 3.1415926을 따라 3월

② do 는 앞의 fly up into the air from the ground를 대신하는 대동사

든다. 그것은 더 느린 속도로 운전하고, 부드럽게 속도를 올리거나 늦추

문제풀이

[ ]는 be동사의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 the

문제풀이

문제풀이

하다

구문해설

=

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

① to sleep 이하는 진목적어, it이 가목적어로 쓰였다.

서는 한 상품을 생산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 상품

important number of pi, {which is 3.1415926535...}].

voluntary는 ‘자발적인, 지원의’의 의미.

선사 시대에 생겨난 이것은 처음에 물물교환, 즉 재화와 용역의 교환의

을 생산하는 데 있어 다른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나라에

[2행] The purpose of the holiday is [to celebrate the mathematically

mathematically important number와 pi는 동격 관계이며, { }는 pi를 선행사

*피드백 ecologically 생태학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교환을 해야 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특정 재화들

구문해설

었다는 내용이므로 ‘강제의, 의무의’를 뜻하는 mandatory가 적절하다.

04  ②

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거나 생산하지 않는 다른 물건들은

고 심지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열린다.

(C) 문맥상 에코드라이빙 기술을 운전 면허 시험의 의무 사항으로 만들

~에게 이롭다

오늘날 매우 전문화되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생산의 특정한 부분에 집

분 26초에 진행된다. 축제 행사들은 다양한 종류의 파이 먹기, 특별한 파

▶

고쳐 써야 한다.

것이 존재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 우선 한 가지 이유는, 노동이

기초한다. 이 숫자들을 따라, 공식적인 기념행사는 3월 14일 오후 1시 59

‘보완하다, 보충하다’의 의미.

어휘

우리는 돈이라는 고정된 교환 매개를 사용함으로써 이것을 수행한다. 이

다. 파이 데이를 기념하는 시간은 파이의 첫 여덟 자릿수인 3.1415926에

는 샌프란시스코 과학관에서 열리지만, 다른 행사들은 전국에 걸쳐 열리

문제풀이

③ 복수형인 wings를 받는 지시대명사가 와야 하므로 that을 those로

형태를 취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물물교환을 많이 하지 않는다. 대신에

된다. 그것의 자릿수들은 결코 반복되지 않고, 어떤 패턴도 따르지 않는

이 데이 노래 부르기, 파이 전당 방문하기 등을 포함한다. 주요 기념행사

implement의 과거분사형인 implemented가 적절하다. complement는

구문해설
[6행] ...,

for example, offers classes [that give drivers
feedback on {how to drive more ecologically}].
[12행] Britain,

▶

휴일을 만들었다. 이 휴일의 목적은 수학적으로 중요한 숫자인 파이
(3.1415926535...)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그 숫자는 끝없이 계속

가 진목적어.

모든 박쥐들은 유사한 방식으로 잠을 잔다. 바로 높고 비바람이 들이치
특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잠을 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안다. 예를 들어,

③ 사이버 먼데이는 상점들이 이익을 내도록 돕는다

「make + 목적어 + 목적보어」는 ‘~가 …하게 만들다’의 의미. it은 가목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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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pollution [emitted from surrounding cars]
can enter lung tissue and the blood, causing damage.

[5행] For

▶

[ ]는 주어인 pollution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causing 이하는 <결과>를 나

타내는 분사구문.

1988년에 샌프란시스코 과학관은 ‘파이(원주율) 데이’라는 새로운 공

정답 및 해설

63

risk was worst among women, [who were five times
more likely to experience a heart attack], and people with heart
disease, [whose risk increased sixfold].
[9행] The

▶

첫 번째 [ ]는 women을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 두

번째 [ ]는 people with heart disease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소유격
관계대명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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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보다) 덜 보편적이지만, 보이차와 같은 일부 차들은 여전히 벽돌 모

시간에 대한 서구인의 직선적 관점과는 다르게 힌두교 신자들은 시간이

양, 얇은 원반, 그리고 다른 압축된 형태로 생산된다. 차를 우려내는 데

순환한다고 여긴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는 시작과 끝이 없

사용되는 것뿐 아니라, 전차(

이 ‘끝나기 위해서 시작되고 시작하기 위해서 끝난다’는 ③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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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특히 습한 국가에서, 지폐의 사용에는 특정 문제들이 수반된다. 공기 중

① 시작되고 난 직후에 끝난다

의 습기 때문에, 빳빳한 지폐들은 축축하고 박테리아가 가득한 더러운 것

② 결코 예측할 수 없다

으로 빠르게 질이 떨어진다. 플라스틱 화폐가 훨씬 더 나은 대안이다. 그

④ 오직 하나의 시작과 하나의 끝이 있다

것은 최근에 멕시코에서 발행되어 유통되었다. 지폐와 비교하여, 인조 화

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때 시작하고 끝난다

폐는 수많은 장점들을 가진다. 그것은 약 4배나 더 오랫동안 지속되며, 박

茶)는 또한 음식의 재료였다. 훨씬 더 이

한 발상은 중국에서부터 티베트, 몽골, 그리고 중앙 아시아에까지 전파되

고 하였으므로, 빈칸에는 ④ ‘건강에 해로운’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었다. 몽골과 시베리아 같은 지역에서, 전차( 茶)는 금속 동전들을 대신
하여 더 선호되는 형태의 돈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전

exhaust 배출, 배기 가스 sixfold 6배로 ｜문제｜ annoying 짜증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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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茶)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되던 것이 중단되었다.

련을 받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IQ 테스트 성적을 크게 향상시킴을 보여
준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78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행된 그 연구는
음악 훈련이 조기 교육의 매우 가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피아노 레슨은 아이들이 연주할 때, 그들에게 악보
의 기호들을 (건반을 누르는) 육체적인 행동으로 바꾸도록 요구함으로써

테리아의 확산을 줄이는 것을 돕고, 쉽게 찢어질 수 없다. 유일한 단점은

[12행] It

wasn’t until after World War II that tea bricks ceased
being used in this fashion.
「It is not until ~ that ...」은 ‘~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다’의 의미. 「cease +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빈칸에는 ① ‘화폐의 형태’가 오는 것이

일본의 유력 경제 신문인 ‘니혼 게이자이 심분(또는, 닛케이)’은 최근에

적절하다.

점점 고령화되는 독자층의 독서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변화를 겪었다.

③ 선호되는 음료

으로 뇌를 자극한다.

④ 건설 재료

구문해설

▶

어휘

dynasty 왕조, 왕가 tightly 단단히, 빽빽히 packed 가득 찬, 채워진

brick 벽돌, 벽돌 모양의 덩어리 brew (차를) 끓이다, 우리다 function 기능을
하다, 작용하다

metallic 금속의 cease 중지하다, 끝내다 fashion 방법, 방식

｜문제｜ currency 화폐

beverage 마실 것, 음료 construction 건설

replacement 대체품, 대용품

piano lessons may help develop intelligence by
requiring young minds to translate codes ....
「help + (to-)v」는 ‘~하는 것을 돕다’라는 의미. 「by + v-ing」는 ‘~함으로써’의

의미로 수단을 나타냄.

produce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문제풀이

다.

빈칸 앞은 플라스틱 화폐가 지폐보다 생산비는 더 비싸지만, 더 오래 사
용할 수 있어 장기적 입장으로 보았을 때 비용 감소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구문해설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⑤ ‘단기적인 비용은 장기적인 절약된 금액을 의미

the change reflects the fact [that the country’s elderly
population is increasing] and [that fewer young people read
newspapers these days].
[7행] ...

▶

두 개의 [ ]는 the fact의 동격절로 등위접속사 and에 의해 병렬 연결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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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행] The

전통적인 서구의 세계관에서, 시간은 ‘직선으로 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

▶

Nikkei is not cutting any of its content, nor is it ....

					

V S

nor는 접속사로 not, no, never 등의 부정어를 포함한 절 뒤에서 부정의 연속

들은 시간이 주기적으로 순환한다고 믿는다. 시간은 이 순환하는 움직임

creation 창조, 발생 neural 신경계의 network 조직망

be associated with ~와 관련이 있다 stimulate 자극하다 support 지지하다
intellectual 지적인 ｜문제｜ willingness 기꺼이 하는 마음 intelligence 지능

할 수 있다’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열대 지방 국가들이 첫 번째로 바꾸는 국가가 될 것이다
② 플라스틱 화폐가 인기를 얻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③ 지폐는 더 이상 생산하기에 더 저렴하지 않다
④ 그 비용은 일부 국가들이 정당화하기 어렵다
어휘

humid 축축한, 습한 moisture 습기, 수분 crisp (음식물이) 바삭바삭

한; *(지폐 등이) 빳빳한 degrade (지위·등급 따위가) 떨어지다
것

mess 더러운

alternative 대안 release 발매하다, 방출하다 circulation 순환; *유통

속에 끊임없이 매여 있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오히려 그들은

문제풀이

시간이 끝나기 위해서 시작되고 시작하기 위해서 끝난다고 말한다. 이러

일본의 한 신문사가 신문을 읽는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신문의 주된 구

synthetic 인조의, 합성의 disadvantage *불리한 조건; 손실 initial 초기의, 처

한 사고방식에 따라, 힌두교 신자들은 삶과 죽음을 극복되어야 하는 환

독자인 노년층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노년층이 신문을 읽기 쉽도

음의 eliminate 제거하다

상으로 여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순환하는

록 활자체를 더 크게 만들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④ ‘점점 고령화

환하다, 바꾸다

시간 속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대신에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문

되는 독자층’이 적절하다.

하다; 정당화하다

오답풀이

15  ③

이다.

① 가장 충성도 높은 구독자들

구문해설
[9행] ...,

Hindus see life and death as illusions [that must be

		

overcome].

64 수능만만 Basic 영어독해 모의고사

[ ]는 동사 is의 보어로 쓰인 명사절. it은 synthetic currency를 의미. to

신문의 나머지 부분에서의 크기 증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줄어들 것이

피아노 레슨이 학습 능력과 관련된 뇌의 신경계를 자극하여 지적 발달에

차례로, 이번에는

[ ]는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앞에 Being이 생략된 형태. 「a number

of + 복수명사」는 ‘많은 ~’의 의미임.

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닛케이는 내용의 어떤 부분도 줄이지 않고,

으로 나가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됨.

physical 육체적인 in turn

▶

▶

을 나타내어 ‘~도 또한 …하지 않다’의 의미로 쓰임. nor 이하는 부정어(nor)가 앞

다양한 valuable 가치 있는 translate 바꾸다

Compared to paper currency], synthetic currency
has a number of advantages.

가하고 있고 오늘날 신문을 읽는 젊은 사람들이 더 적어지고 있는 현실

람들이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은 아니다. 예를 들어, 힌두교 신자

performance 성과, 성적 in comparison with ~에 비하면 diverse

라스틱 화폐 이면의 기술은 아마도 지폐에 대한 필요성을 없앨 것이다.

[9행] The only disadvantage is [that it costs more to produce].

시 말해서, 그것은 시작, 중간, 그리고 끝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

어휘

지속되므로 단기적인 비용은 장기적인 절약된 금액을 의미할 수 있다. 플

여 인쇄된다. 그 신문의 대변인은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노년 인구가 증

문제풀이

도움이 된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⑤ ‘지능’이 적절하다.

투자비용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화폐는 훨씬 더 오랫동안

더 많은 페이지를 추가하지도 않고 있다. 대신에, 주가 페이지의 활자체가

⑤ 금속의 대체물

[7행] ...,

생산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더 높은 초기

[6행] [(Being)

닛케이 신문 글의 대부분은 현재 더 크고 더 보기 쉬운 활자체를 사용하

고력을 향상시킨다. 음악 훈련은 아이들의 지적 발달을 상당히 돕는 방식

shows의 목적절.

mindset (고정된) 사고방식 illusion 환상 immortal 불사(신)의; *불멸의, 영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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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기 있는 장식품

첫 번째 [ ]는 주어인 The study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두 번째 [ ]는 동사

constantly 끊임없이, 계속 catch up 따라잡다; *사로잡다 circular 순환성의

빈칸 뒤에 전차( 茶)가 여러 나라에서 금속 동전들을 대신하여 돈으로

신경계 조직망의 생성을 증가시킨다. 본질적으로 음악 훈련은 중요한 사

▶

world view 세계관 concept 개념 move in a cycle 주기적으로 순환하다

구문해설
문제풀이

오답풀이

study, [carried out with 78 children from diverse
backgrounds], shows [that music training may be a very
valuable part of early education].

어휘

cyclical 순환하는, 주기적인

v-ing」는 ‘~하는 것을 중지하다, 끝내다’의 의미.

지능 발달을 도울 수 있다. 이것이 이번에는 학습 능력과 관련 있는 뇌의

[4행] The

더욱 더 readership 독자층, 독자 수

구문해설

▶

한 연구는 3~4세의 아이들에게 주어진 6개월의 피아노 레슨이 음악 훈

balance out 균형을 잡다 ｜문제｜ subscriber 구독자 increasingly 점점,
문제풀이

교통 체증에 빈번히 노출될 경우 심장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증가한다

numerous 수많은 factor 요인 emit 방출하다 lung 폐 tissue 조직

undergo 겪다 enhance 높이다, 향상시키다 print type 활자체

들은 단단히 채워진 찻잎들로 만들어진 덩어리였다. 이 관습은 오늘날

상하게도, 일부 지역에서 그것들은 사실 화폐의 형태로서 기능했다. 이러

stuck in traffic 교통이 막힌, 정체된 exposure 노출 triple 3배로 늘다

어휘

spokesman 대변인 reflect 반영하다 elderly 고령의 stock price 주가

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명나라 이전의 중국에서 일반적인 물건 중 하나는 전차( 茶)였다. 이것

문제풀이

어휘

「see A as B」 구문으로 ‘A를 B로 생각하다, 보다’의 의미. [ ]는 illusions를 선

A			

B

② 그 나라의 젊은이들
③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들
⑤ 주가에 관심 있는 사람들

｜문제｜ tropical 열대(지방)의, 열대성의

convert 전

catch on 붙잡다; *인기를 얻다, 유행하다 justify 정당성을 증명
savings 절약된 금액

미국은 범죄를 더 잘 해결하려는 시도로, 수감자들이 하는 개인적인 전
화들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범죄자들은 종종 그들의 범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다. 게다가 그들은 때때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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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범죄 계획을 누설하기도 한다. 그 프로그램의 잠재력은 높지만,

문제풀이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수감자들의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새로 발명한 인터넷 검색 기술의 이름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것을 반대한다. 그러나 그러한 반대는 수감자들에게 그들의 대화가 녹음

는 주어진 글 다음에는, 처음 제안된 이름이 언급되는 (B)가 와야 하고,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지

두 사람 모두 그 이름을 마음에 들어 했으나 철자를 틀리는 실수를 했다

금까지 전화 녹음 프로그램들은 관계 당국에게 매우 유용한 것으로 증명

는 내용의 (A)가 나온 다음에, 그 실수를 알아채지 못한 채 도메인을 만

되었다. 실제로, 몇몇 경우에서 수감자들의 전화를 녹음할 때 관리자들

들었다는 내용의 (C)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수집한 모든 정보를 조사하는 것을 돕기 위해 별도의 형사들이 고용
되기도 했다.

어휘

possible 어울리는, 적절한 search 수색, 검색 available 이용 가능한

spelling 철자법 be related to ~와 관련이 있다 enormous 거대한, 막대한

구문해설

suggest 제안하다 notice 알아채다 tool 도구, 연장

U.S. has begun recording the personal calls [made by
prisoners], in an attempt to solve crimes better.
[1행] The

▶

[ ]는 the personal call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in an attempt to-v」는

‘~하기 위한 시도로’의 의미.

제시된 다음, 빈칸 이후에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첨가의 연
결사 In addition이 적절하다.
(B) 빈칸 앞에 수감자들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
견이 나오고, 빈칸 뒤에는 조치를 취하면 그러한 반대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내용이 오므로, 역접의 의미인 However가 적절하다.
criminal 범인, 범죄자 reveal 드러내다, 누설하다 potential 가능성,
violate 방해하다, 침해하다

opposition 반대, 저항 take a step 조치를 취하다 alert 경고하다, 경계시키다
so far 지금까지 authority 권위; *당국 instance 사례, 경우 detective 탐정,
형사

17  ⑤

gather 모으다

것이다. 그것은 두피의 피지선들에 의해 생기는 현상이다. 만약 피지선들
이 과도하게 자극을 받으면, 그것들은 머리에 너무 많은 기름을 분비할지
도 모른다. 그 결과가 기름진 머리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연적
인 반응은 머리를 더 자주 감는 것이지만, 이것이 실제로 해결책은 아니
다. 어떤 경우에는, 머리를 너무 자주 감는 것이 사실은 머리를 기름지게
할 수 있다. 머리를 지나치게 감는 대신, 오일이 함유되지 않은 특별한 샴
푸를 사용하고, 머리에 린스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구문해설
[12행] Instead

of washing your hair excessively, you must use
special oil-free shampoo and avoid conditioning your hair too
much.
▶

「instead of ~」는 ‘~대신에’의 의미로 전치사 of의 목적어로 동명사 washing

이 쓰임. 「avoid + v-ing」는 ‘~를 피하다’의 의미.

16  ③

문제풀이

1997년의 어느 날, Larry와 Sean은 사무실에서 그들이 발명한 새로운

주어진 문장은 머리를 자주 감는 것이 머리를 더 기름지게 할 수 있다는

인터넷 검색 기술에 어울리는 이름들을 논의하고 있었다. (B) 그들은 방

내용이므로, 기름진 머리를 더 자주 감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내

대한 양의 데이터라는 개념과 연관된 어떤 것을 원했다. Sean이 처음으

용과, 머리를 지나치게 감지 말고 다르게 대처하라는 내용 사이인 ⑤에

로 매우 큰 숫자를 나타내는 명칭인 ‘googolplex’(10을 10의 100제곱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 수)라는 단어를 제안했다. Larry는 더 짧은 형태인 ‘googol ’로 하자
고 대답했다. (A) 두 사람 모두 이 이름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Sean

어휘

은 그들이 그것을 그들의 웹사이트의 도메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

release 방출하다, 내뿜다 reaction 반응 excessively 과도하게, 지나치게

frequently 자주, 빈번히 greasy 기름진 condition 상태; 린스하다

보기 위해 검색을 했다. 그의 잘못된 철자법 때문에, 그는 ‘googol ’ 대신
‘google’이라는 단어를 쳤다. (C) 그러나 누구도 그 실수를 알아채지 못
했다. ‘google.com’이라는 도메인은 실제로 이용 가능했고, 몇 시간이

18  ④

지난 후 Larry와 Sean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터넷 검색 도구

최근의 한 연구는 소의 생산성과 그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를 만들어내는 데 첫 발을 내디뎠다.

간의 연관성을 밝혀냈다. 500명의 영국 농부들이 그 연구를 위해 그들이

구문해설
[4행] ..., so Sean did a search to see [if it was available for them

to use as a domain for their website].
▶

[ ]는 see의 목적절이며 이때의 if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인지 아닌지’

그들의 소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소들을 대하는지에
관한 인터뷰를 했다. 이 농부들 중 약 절반 정도가 애정의 표시로 그들의
소에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보고했다.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름을
가진 소들은 이름 없는 소들보다 약 258리터나 더 많은 양의 우유를 생
산했는데 이는 하루에 대략 1리터씩을 더 만들어낸 것이다. 연구원들은

의 의미. if절 안에서 it은 가주어, to use 이하가 진주어, for them은 to use의 의

우유 생산량의 증가는 이 소들이 받는 특별한 관심 때문이라고 여긴다.

미상의 주어.

이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동물에게뿐만
아니라 인간 경제에도 이득이다.

66 수능만만 Basic 영어독해 모의고사

[ ]는 a short statement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문제풀이

관계대명사절.
[12행] ...,

kind treatment of cows not only benefits the animals

					

themselves, but also (benefits) human economics.
		
▶

▶

「due to ~」는 ‘~때문에’의 의미. [ ]는 the extra care를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A

B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으로 ‘A뿐만 아니라 B도’의 의미.

19. ⑤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장은 허구적인 내용의 기사 발행에 대해 사
과하는 것을 거부했다.
20. 뉴욕 헤럴드의 기자와 편집장이 가상의 이야기를 사실처럼 기사화
하여 뉴욕 시 동물원의 문제점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려다가
시민들을 화나게 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① ‘순전한 허구’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문제풀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기름진 머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A) 미국이 수감자들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기로 한 이유가 빈칸 앞에서

잠재력 oppose 반대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

they wrote a short statement for the next issue
of the Herald [that explained the zoo’s safety problems].

[26행] Instead,

the increase in milk production is due to the extra care
[that these cows receive].
[10행] ...

→ 농부가 소들에게 주는 관심이 더 클수록, 그 동물들의 생산성은 더 높
아질 것이다.

오답풀이

20. ② 과잉 반응

기름진 머리는 다루기 어려울 수 있는 상태이다. 잘못된 머리 감는 법은

문제풀이

어휘

구문해설

③ 광고
어휘

productivity 생산성 treat 다루다 caretaker 돌보는 사람 regarding

~에 관해

affection 애정 nameless 이름 없는 increase 증가 economics

경제학, 경제적 측면

｜문제｜ nutrient 영양분

④ 다른 도시에서 온
⑤ 오래된 정보에 근거한

entertainment 대접, 환대; 오락
어휘

19  ⑤      20  ①

terrifying 놀라게 하는, 무서운 article 기사 escape 도망치다 beast

동물, 짐승 on the loose 탈주 중인 panic 공포, 공황
끌다

grab 움켜쥐다; 관심을

defend 방어하다 call attention to ~에 주의를 환기시키다 criticize 비

한 놀라운 기사가 1874년 11월 9일자 뉴욕 헤럴드의 제1면에 실렸다. 그

판하다 editor 편집장

것은 어떻게 몇몇 위험한 동물들이 시립 동물원에서 도망쳤는지를 기술

｜문제｜ fiction 꾸며낸 이야기, 허구

admit 인정하다 reaction 반응 apologize 사과하다
overreaction 과잉 반응

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사자들과 코뿔소들이 거리를 달리고 있었다고 한
다. 군대와 경찰이 그 짐승들과 싸우고 있었지만 이미 27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동물들은 아직도 붙잡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은 후,

21  ③      22  ③      23  ④

도시에는 극심한 공포감이 있었다. 사람들은 총과 다른 무기들을 들고

(A) 그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Walt Disney는 아이들을 로스엔젤레스

그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갔다. 물론, 그들이 밖에 나갔을 때
그들은 어떤 사자나 코뿔소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이 그 기사를 끝까지
읽었더라면, 그들은 이 모든 이야기는 순전한 허구라고 설명한 작은 주석
을 보았을 것이다.
다음 날, 사람들은 그 기사가 Josephe Clarke라는 기자에 의해 쓰여졌
다는 것을 알았다. Clarke 는 그가 뉴욕 시 동물원의 위험한 상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그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말했다. 처음에 그는 동
물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간단한 기사를 쓰려고 했다. 그러나
편집장인 Thomas Connery는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을 발행하
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Clarke 와 Connery 모두 그들이 그
기사가 그렇게 심각한 반응을 가져왔다는 것에 놀랐음을 인정했다. 그러
나 그들이 조성한 공포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과하기를 거절했다. 대
신 그들은 헤럴드 신문의 다음 호에 동물원의 안전 문제를 설명하는 짧
은 기사를 썼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화가 난 뉴욕 시민들의 기분을
조금도 나아지게 하지 않았다.
구문해설
[12행] If

they had finished reading the article, they would have
seen the small note ....
▶

「If + 주어 + had p.p. ~, 주어 + 조동사의 과거형 + have + p.p. ...」의 가정법

에 있는 Griffith 공원의 놀이터에 데려가곤 했다. 아이들은 그곳을 좋아
했지만, Disney는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어 종종 지루함을 느꼈
다. 이것이 그에게 어른들과 아이들 모두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놀이공
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었다. 그 이후 수년에 걸쳐, 그는 그의 미래의 놀
이공원에 대해 계속 꿈꾸었다. 1953년, 그는 마침내 디즈니랜드로 알려지
게 되는 것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다.
(C) 첫 단계는 장소를 찾는 일이었다. 처음에 Disney는 로스엔젤레스 근
처에 ‘미키 마우스 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일 작은 8에이커의 공원을 상상
했다. 그러나 그가 그 공원에 점점 더 많은 요소들을 포함시킬 것을 계획
하면서 그는 8에이커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적당한 장소를 찾기 위해 Stanford 연구소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들
이 Disney에게 제안한 것은 캘리포니아의 애너하임에 있는 160에이커의
오렌지 농장이었다.
(D) 다음으로, Disney는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돈이 필요했다. 유
감스럽게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흥미를 갖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꿈의 나라를 짓는 것으로는 이익을 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결코 희망을
잃지 않으면서, Disney는 ABC 텔레비전과 협상을 했다. 그들은 만약

Disney가 그들을 위해 새로 공개될 놀이공원을 부각시키는 TV쇼를 만
든다면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동의했다. 그는 그렇게 했고, 1954년 7월에
1,700만 달러의 비용이 든 공사가 시작되었다.

과거완료 구문으로,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한다.

(B) 놀랍게도 공사는 1년 만에 끝났다. 1955년 7월 17일, 6,000명의 초

decided [(that) it would be better to publish something
{that would grab more attention}].

대 손님들이 다음날 디즈니랜드가 공식으로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특별

[ ]는 동사 decided의 목적절이며 접속사 that이 생략된 형태. [ ] 안에서 it은 가

았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짜 표를 들고 나타났고, 날씨는 믿을 수

[22행] ...,

▶

시사회를 위해 놀이공원에 초대되었다. 상황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

주어, to publish 이하가 진주어. { }는 something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

없을 만큼 더웠으며, 대부분의 식수대들은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명사절.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디즈니랜드는 계획대로 개장했고, 이후로 그것은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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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나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소가 되었다.
구문해설

(A) [8행] ..., he finally started work on [what would become
known as Disneyland].
▶

[ ]는 전치사 on의 목적어로 쓰인 관계대명사절.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로 the thing which로 바꾸어 쓸 수 있다.

(D) [5행] They agreed to provide funding if Disney would make
a TV show for them [highlighting the new, upcoming park].
▶

[ ]는 a TV show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

문제풀이

21. 디즈니랜드에 대한 작업을 착수했다는 (A)에 이어, 가장 먼저 한 일인
적절한 장소 선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C)가 와야 하며, 그 다음으로 한 일
인 자금 조성에 관한 내용인 (D)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완
공된 디즈니랜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B)가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
럽다.
22. 나머지는 모두 디즈니랜드를 가리키는 반면, (c)는 Disney가 처음 계
획했던 작은 규모의 놀이공원을 가리킨다.
23. (C)에서 Disney가 디즈니랜드를 위한 땅을 찾기 위해 Stanford 연구
소를 고용했고, 그들이 오렌지 농장 터를 찾아주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④
가 정답이다.
오답풀이

23. ① Disney는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를 즐겁게 해줄 놀이 공원을 계
획하였다.
② 개장 전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개장 이후 가족들이 좋아하
는 명소가 되었다.
③ 미키 마우스 공원은 Disney가 처음 계획했던 작은 규모의 놀이공원
으로 실제로 지어지진 않았다.
⑤ Disney가 TV쇼를 만들어 디즈니랜드를 부각시키면 ABC 텔레비전
이 자금을 대주겠다고 한 것이지 시청자들이 모금을 한 것은 아니다.
어휘

playground 놀이터 entertain 즐겁게 해주다 complete 완성시키다

preview 예고, 시사회 officially 공식적으로 fake 가짜의 incredibly 믿을 수
없을 만큼, 매우

water fountain 식수대 attraction 명소 element (구성)

요소 not nearly enough 턱없이 모자라다

suitable 적합한 location 위치;

*장소 orchard 과수원 reality 현실 profit 이익

strike a deal 협상하다

highlight 강조하다 upcoming 다가오는, 곧 공개될 construction 건설, 공사
at a cost of ~의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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