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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정답
1 ① ‘candid’는 ‘솔직한’이라는 의미이므로, ‘① frank(솔직한)’가 정답이다.

2
④ ‘conspicuous’는 ‘눈에 띄는’이라는 의미이므로, ‘④ noticeable(눈에 띄는)’이 
정답이다.

3
③ ‘know ~ inside out’은 ‘~을 속속들이 알다’라는 뜻이므로, 가장 가까운 
의미는 ‘③ thoroughly(완전히, 철저하게)’이다. 

4
① ‘pay tribute to’는 ‘~에게 경의를 표하다’라는 뜻이므로, 가장 가까운 의미는 
‘① honor(경의를 표하다, 영예를 주다)’이다.

5
④ how 의문문이 문장 중간에서 전치사 to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간접의문문이 되어 ‘의문사_형용사_명사 +주어+동사’의 어순이 되어야 하므로, 
어법상 알맞다. 여기서 의문사는 how much gray를 의문사구로 보아야 한다. 

6
② ‘당위’를 나타내는 동사 ‘command’의 목적어로 that절이 올 때, that절의 조
동사 should는 생략 가능하므로, 동사원형을 쓸 수 있으므로, 동사 자리에 ‘cease’
가 온 것은 적절하다.

7
③ ‘그’는 ‘부회장으로 승진되는’ ‘객체’이므로, 목적어로  him을 주체로 동명사를 
수동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from being promoted to ~’가 알맞다. 

8

② 본문 중반 ‘Yet to speak up without listening is like banging pots and 
pans together: even if it gets you attention, it’s not going to get you 
respected(“그러나 경청 없이 말하는 것은 냄비와 팬을 함께 두드리는 것과 같다. 
비록 그것이 당신에게 주목을 끌어줄지라도, 그것이 당신을 존중받게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듣기와 말하기의 조화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We need to listen and speak up 
in order to communicate well(우리는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 경청하고 
말해야 한다).’이다.

9

① 본문은 ‘미래의 변화’에 대한 글이며, 본문 중후반 “Art will become 
increasingly diverse and might not ‘look like art’ as we expect(예술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우리가 예상하는 예술처럼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를 통해, 특히 
미래의 ‘예술(art)’에 대한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 What 
will art look like in the future?(미래의 예술은 어떠할까?)’이다. 

10

④ 마지막 문장 “But many gun-rights proponents say these statistics do 
not indicate a cause-and-effect relationship and note that the rates of 
gun homicide and other gun crimes in the United States have dropped 
since highs in the early 1990’s(그러나 많은 총기 권리 옹호자들은 이러한 
통계가 인과관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말하며 미국의 총기 살인 및 기타 총기 
범죄는 1990년대 초 최고치에서 감소해왔다고 언급한다).”를 통해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④ A가 ‘요리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B가 ‘네가 없었다면 나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답하는 것은 어색하다. 해당 B의 표현은, A가 첫 번째 문장에 
이어서 할 말로 적절하다. 

12
③ 빈칸 이전 A가 두 가지 선택사항을 제시한 후, 빈칸 이후에서 객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두 객실의 차이를 묻는 ③이다.

13

② (A) 빈칸 이전에는 ‘홈스쿨링 옹호자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빈칸 이후에는 
‘홈스쿨링 비판자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대조’를 나타내는 ‘In 
contrast’가 빈칸에 알맞다.
(B) 빈칸 이전에는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의 발달에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고 있으나, 빈칸 이후에는 ‘비판자들의 홈스쿨링에 대한 염려’에 대해 설명
하고 있으므로, ‘양보’를 나타내는 ‘In spite of this’가 빈칸에 알맞다.

14

③ 본문 중반 “But increasingly, younger workers are pushing back. More 
of them expect and demand flexibility(그러나 젊은 직장인들은 점점 더 뒤로 
물러나고 있다. 그들 중 더 많은 이들이 유연성을 기대하고 요구한다)”를 통해, 
‘젊은 직장인들은 직장에서의 유연성을 점점 더 많이 추구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③ increasing call for flexibility at work(증가하는 
직장에서의 유연성 요구)’이다.

15

③ 주어진 글에서 ‘스트레스와 심장 질환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스트레스의 흔한 요인 중 하나’의 예시인 ‘운전(driving)’을 최초로 언급하는 (C)가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며, 이후, ‘운전과 심장 질환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제시하는 (A)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A)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는 (B)가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16

④ 맨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반응이 시작되면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호르몬은 사고 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④ Humans consciously control their glands to 
regulate the release of various hormones(인간은 의식적으로 다양한 호르몬 
분출을 조절하도록 자신의 분비샘을 통제할 수 있다).’는 글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다. 

17

④ 주어진 문장의 ‘he imagined that a special coating might be applied to a 
glass windshield to keep it from shattering’으로 보아, ‘특수 유리를 
고안’했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문 마지막 문장에서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특수 유리 발명에 성공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가장 적절한 위치는 ④이다.

18
③ 본문 중반 “the city of Dubrovnik has been proactive in trying to curb 
cruise ship tourism(Dubrovnik 시는 크루즈 여행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적극적이었다.”을 통해, ③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19

① (A) 빈칸 이전 ‘the old carbon-14 slowly decays into nitrogen’으로 보아, 
‘carbon 14’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decreases’가 알맞다.
(B) 빈칸 이전 “Over time, less and less radiation from carbon-14 is 
produced”를 통해, ‘생물이 죽은 지 오래될수록 carbon-14 방사선의 양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dead’가 가장 적절하다.

20
② 빈칸 이후에서, ‘살아있는 종의 수가 거의 100만에 달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② diversity of living creatures(살아있는 생물의 
다양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