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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답 : ③
해설 :
주로 후반부에 필자의 의견이 나오는 문제유형이다. 하단의 'Please let me know if I can change my submitted
recipe'에서 알 수 있듯이 요리법(recipe) 변경가능 여부를 문의하려고 쓴 글이다.
19. 정답 : ①
해설 :
전체 글의 심경변화를 묻는 문제유형은 초반부와 후반부의 심경을 묘사하는 어휘를 파악해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초반부에 서핑을 하려했지만 반복적으로 실패했다는 표현(He had tried more than ten times to stand up
but never managed it)을 통해 부정적인 장면을 떠올려야 하고, 후반부에 물에서 기쁜 마음으로 나왔다는 표현
(Walking out of the water joyfully~)을 통해 성공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20. 정답 : ①
해설 :
주장을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가 다루고 있는 소재를 파악한 후에 이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필자의 의견을 찾
아야 한다. 초반부에는 전쟁에서의 적‘enemy'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적이 누군지 명확하게 밝혀야만 전쟁이
성립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후반부에서 필자는 However, we need to be cautious about thinking of wat and
the image of the enemy that informs it in an abstract and uniform way 라는 문장을 통해서 ’전쟁과 적을 추
상적이고 획일적으로 개념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 정답 : ①
해설 :
올해부터 출제된 신유형이다.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밑줄 친 부분이 암시하는 부분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다. 밑줄
친 ‘refining ignorance'라는 표현을 찾아보면, 현재 젊은 과학자들이 결과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Scientists,
especially young ones, can get too obsessed with result)라는 비판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위대한 과학자는 최종
적으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어떤 결과를 얻은 후에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 위대함이 묻어나온다고 진
술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1번 ’looking beyond what is known towards what is left unknown (알려져 있는 것을
넘어서 알려지지 않은 것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 된다.
22. 정답 : ④
해설 :
첫 문장을 통해서 소재를 파악한 후에 필자의 의견을 찾아야 하는 문제유형이다. 첫 문장에서 ‘~ the concept of
information as a product, a commodity with its own value, has emerged - 자신만의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써
의 정보에 대한 개념이 등장했다‘ 라는 언급을 통해 정보 자체가 가진 달라진 위상을 나타냈고, 마지막 문장에서
’Information has become a recognized entity to be measured, evaluated, and priced - 정보는 측정되고, 평가
되고, 가격을 매길 수 있도록 인정받는 실체가 되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정답은 4번이다.
23. 정답 : ④
해설 :
9월 모의평가에서처럼 고난도 3점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논리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급된 소재가 어
렵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 첫 문장에서 ~essential foundation for policies to protect unborn
generations and the poorest countries from climate change -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와 가난한 국가들을 기후
변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필수적 기반‘을 언급한 것을 보아,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논하는 글이
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본문 7행의 ‘Increasing aid for the world's poorest peoples can be an essential
part of effective mitigation - 세계의 가난한 민족들을 위해 도움을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완화가 될 수 있다’에
서 해결책을 제시함을 알 수 있다. 이어진 글에서 ‘the most cost-effective but politically complicated policy
reform would be~ 가장 비용 효과적이지만 정치적으로 복잡한 정책의 개혁은~’ 라고 언급함으로써 기존의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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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꾸어서 가난한 나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표현한 글이다. 정답은 4번 ‘coping with climate change
by reforming aid and policies - 도움과 정책을 개혁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처하기’가 되겠다.
24. 정답 : ①
해설 :
늘 까다로운 문제로 여겨지는 제목을 묻는 유형이다.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했더라도 함축적이고 은유적인 선지들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유형이다. 전반부에서는 자연재해를 결정짓는 요소가 해로운 결과의 크기라고
언급하면서 잠정적, 혹은 실제의 손실이 얼마나 큰 위험인가를 평가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중
반부에서 반론이 제기된다. However, recent behavioral research casts doubt on this fundamental assumption
- 그러나 최근 행동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근본적인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의문을 제기한 이유로 사람들은 큰 숫자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People do not understand large numbers)는 것을 언급한다. 후반부에 언급된 ‘On the
one hand, we respond strongly to aid a single individual in need. On the other hand, we often fail to
prevent mass tragedies or take appropriate measures ~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서 강하게 반응하지만
규모가 큰 의미로써의 재앙을 예방하고 조치를 취하는 일에 대해서는 종종 실패한다’라고 언급했으므로 정답은 1번;
Insensitivity to Mass Tragedy: We are Lost in Large Numbers - 대규모 비극에서의 둔감함 - 큰 숫자에서 길을
잃었다‘가 된다.
25. 정답 : ③
해설 :
전반적인 도표를 이해하고 증감을 나타내는 표현을 숙지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이다. 3번 The
number of students from India was over twenty times larger in 2016~2017 than in 1979~1980, and India
ranked hight than China in 2016~2017: 2016년에서 2017년에 인도에서 온 학생들의 수는 1979년에서 1980년
에 비해 20배가 넘는다 그리고 2016년에서 2017년에서는 인도가 중국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했다. 가 잘못된 표현이
다. 도표에 따르면 인도에서 온 학생은 186,000명이고 중국에서 온 학생은 351,000이다. 1979년에서 1980년 인도
학생의 수는 9,000이므로 20배가 넘는다는 앞부분은 오류가 없지만 여전히 중국학생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3번의
뒷부분이 잘못된 표현이다.
26. 정답 : ④
해설 :
본문에서 The Yearling이라는 소설은 같은 이름으로 영화화되었다 하였으므로 ④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7. 정답 : ⑤
해설 :
안내문에서 사전예약은 필요 없다 하였으므로 ⑤이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8. 정답 : ④
해설 :
①
②
③
⑤

스마트폰 화면을 위로 향하게 하라
스마트폰을 충전패드 중앙에 위치하라
LED 빛이 흰색이면 완전 충전을 의미
충전패드는 방수가 안 된다 하였으므로 정답은 ④이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 한다.

29. 정답 : ②
해설 :
it은 the quality of monumentality를 가리키고 문맥상 그것이 달성되었다는 의미로 was achieved를 대신할 수
있게 ② did를 was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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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정답 : ⑤
해설 :
앞 내용에서 석기 시대의 한 천재가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이 움직일 수 있음으로써 자신이 얻을 엄청난 사냥의 이점을
깨닫고 최초의 배를 만들었다.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먹잇감을 쉽게 따라 잡았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하므로
laboriously (힘들게)가 아닌 easily (쉽게)가 들어가야 한다.
31. 정답 : ③
해설 :
Finkenauer와 Rimém의 조사에서 사람들은 나쁜 소식을 처음에는 부인하지만 그 사건에 관해 반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부인하는 그 성향을 중화하고 그것의 기억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내용으로 나쁜 소식의 반복되는
사회적 공유는 현실성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와야하므로 정답은 ③ repetitive가 되어야한다.
32. 정답 : ①
해설 :
소수 집단이 자신들의 입장을 일관되게 옹호하고 방어하며 다수 집단에 자기네 의견을 이해시켜 나감으로써 사회 변화
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대체 그들은 어떻게 다수 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가?” 질문에 사회 심
리학자 Serge Moscovici는 그 답은 그들의 ‘행동 양식’, 즉 소수 집단이 자기네 의견을 이해시키는 ‘방식’에 있다고 주
장한다는 내용이 와야 하므로 정답은 ①이 되어야한다.
33. 정답 : ②
해설 :
유물은 선택적이며 물질적인 유물들, 신화들, 기억들 그리고 전통들이 현재에 대한 자원이 되는 방식으로 여겨지는데
현재의 수요에 따라 그 자원에 대한 내용과 해석과 표현이 선택되어지고 결국 폐기되어진다는 내용으로 정답은 ②에서
과거를 기억하는 만큼 많이 잊어버린다는 내용이 알맞다.
34. 정답 : ②
해설 :
인간은 새로운 문화적 도구를 발명함으로써 그것의 기능을 확장시키는 능력에 있어서 독특하다는 내용으로 우리의 뇌
가 현재의 발명품들을 진화시킬 충분한 시간은 없었지만 우리가 읽는 것을 배웠을 때 우리는 시각 단어 형태 영역이라
알려진 우리의 시각 시스템의 특정한 영역을 다시 이용할 수 있어서 정답 ②에서 우리는 오래된 영역을 참신한 방법으
로 사용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와야한다.
35. 정답 : ④
해설 :
19세기에 사진술이 도래하면서 회화는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글의 내용으로 ④의 내용은 글의 내용과 관련
이 없다.
36. 정답 : ③
해설 :
(B)에서 대명사 It은 제시문에 훨씬더 많은 도전과제를 가리키며 (C)의 첫 문장에 they는 (B)의 마지막 문장에
People을 가리키며 (A) 첫 문장의 these difficulties는 (C)내용인 사람들이 행동을 다르게 하고 그들의 진짜 감정보다
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느낀다고 대답한 것을 말함으로 정답은 ③번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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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정답 : ⑤
해설 :
제시문에서 도식적 지식은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하였고 (C)첫 문장에서 그러나 도식적 지식은 또한 해가
된다라고 하였으므로 대조가 된다. (B)마지막 문장은 구체화 되며 (A)의 첫문장에서 유추연결사가 나와 또다른
구체화로 연결이 된다.
따라서 정담은 ⑤번이 적절하다.
38. 정답 : ③
해설 :
제시문에서

글을 쓸줄하는 능력과 손으로쓴 스크롤 그리고 손으로쓴 첵의

출현은 높은 충실을 넓히는 큰 지식과

복잡한 생각의 능력을 강화시킨하고 하였지만 ③번 뒷문장은 역접의 접속사 But이 사용되어 스크롤과 책을
복사하기위해 요구되어지는 많은 시간이 속도를 제한단다라고 하였으므로 내용이 대조이며 정보가 이러한 방법으로
전파될수 있는 속도에서 이러한 방법은 제시문내용을 말함으로 정답은 ③이 적절하다.
39. 정답 : ③
해설 :
제시문에서 A round hill은 부정대명사 단서이고 지문속에서 A round hill을 가리키는 정관서 the hill's slope이
③번 뒷문장에 나왔으므로 정답은 ③이 적절하다.
40. 정답 : ①
해설 :
생물학적 유기체들은 현재 이용 가능한 생산량보다 거리가 먼 생산량을 무시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즉각적인
생산량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가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 적절하다.
41. 정답 : ③
해설 : 글의 제목
이 글은 산업화된 자본주의에 의해 ‘여가’의 개념이 탄생했고 또한, 발전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통제하려는 고용주(자본가)들의 요구가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근무 시간과
비-근무 시간의 명확한 경계를 형성함으로써 ‘휴일’의 개념을 만들어 냈다고 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더 많은 휴일에
대한 요구는 노조 운동으로 이어짐으로써 근로자들의 휴일을 보장하는 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여가’를 자본주의가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발전 시켰다는 것을 설명한다. ‘여가’가 하나의 오락
활동으로써 여러 관련 산업을 파생시키면서 경제적 가치를 가진 하나의 시장이 되었음을 설명한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은 두 단락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③번 ‘ The Birth and Evolution of Leisure in
Capitalism’이 타당하다.
42. 정답 : ②
해설 : 문맥상 어색한 낱말의 쓰임
②번 (b) prometed 가 포함된 문장 중 “ ~, because it was better to do this than have work (b) prometed
by the casual taking of days off.” 를 해석하면, “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며칠간의 휴가에 의해서 작업이
촉진되는 것 보다는 낫기 때문이었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휴가에 의해서 작업이 촉진되는 것은 문맥상 맞지
않다. 따라서 (b)에는 ‘지체된, 또는 지연된’의 의미를 지닌 ‘delayed’ 나 ‘impeded’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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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답 : ②
해설 : 글의 순서
(A) 단락에서는 양배추 밭에서 할머니가 Olivia와 Ellie에게 나비 애벌레를 잡으러 가자고 제안하고, 거기에 응낙한 아
이들이 함께 애벌레를 잡을 준비를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온다.
다음 단락은 각각 양동이로 무장한 아이들에 양배추 밭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 포함된 (C) 단락이 타당하다. 그리고
넓은 양배추 밭에 절망한 아이들이 한 줄의 밭만 일하면 된다는 할머니의 말에 안심하는 내용으로 끝난다.
그 다음은 애벌레를 잡고 있는 동안에 나비들은 계속해서 알을 낳는 것이 마치, 나비들이 놀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
다는 내용과 함께 할머니에게 나비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Olivia가 묻는 것에서 끝나는 (B)가 타당하다.
마지막 단락은 Olivia의 물음에 할머니가 답해주는 내용이 있는 (D)로 이어진다.
44. 정답 : ⑤
해설 : 지칭
①, ②, ③, ④는 모두 ‘Olivia’를 가리키는 반면, ⑤는 ‘Grandma’를 가리킨다.

45. 정답 : ②
해설 : 내용 일치
Olivia와 Ellie는 나비 애벌레를 잡자는 할머니의 제안에 응낙하고 양동이를 가져와 함께 애벌레를 잡는다는 내용이
(A)와 (C) 단락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② Olivia와 Ellie는 양배추 밭에 있는 애벌레를 잡지 않았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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