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정답 ①
영역 Vocabulary

난이도 5 4  3 2 1

정답해설

candid

frank

logical

implicit

passionate

정말 시험의 연기로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1년간 함께하신 교재의내용하나하나 빠트리지 않고 출처제시함으로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결국엔, 성정혜 영어#꼼꼼_친절한_분석서#cafe.naver.com/englishdragon
#20200711_12:03_답안업로드_14:20_한줄해설
#해설서_를 넘어 분석서#연간커리쿨럼_캡쳐
#독해지문_원전url_100%제공#2021고퀄모의고사



‘candid’는 ‘솔직한’이라는 의미로 ‘솔직한 소비자 리뷰’라는 뜻이 되므로, 동의어인 ‘① frank(솔직한)’가 정답이
다.
오답해설
나머지 보기는 candid의 동의어가 아니므로 오답이다.
해석
가전제품 비교 웹사이트에서 광범위한 전자레인지 모델과 스타일 목록을 솔직한 소비자 리뷰와 가격대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어휘
þ 
þ 
þ 
þ 

þ 
þ 

2) 

정답 ④
영역 Vocabulary
난이도 5 4  3 2 1

정답해설

conspicuous

  



‘conspicuous’는 ‘눈에 띄는’이라는 의미이며, ‘화산의 특징 중 하나가 눈에 잘 띈다’라는 뜻이므로, 동의어인 ‘④ 
noticeable(눈에 띄는)’이 정답이다.
오답해설
나머지 보기는 ‘conspicuous’의 동의어가 아니므로 오답이다.
해석
Yellowstone이 사실상 화산 작용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고, 화산에 대한 한 가지는 
그것들이 보통 눈에 띈다는 것이다. 

어휘
þ 
þ 
þ 
þ 

þ 
þ 

3) 

정답 ③
영역 Vocabulary
난이도 5 4  3 2 1

정답해설

 

 

‘know ~ inside out’은 ‘~을 속속들이 알다’라는 뜻이며, ‘그가 길을 알려줄 적임자’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가 
지리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 thoroughly(완전히, 철저하게)’이다. 
오답해설
나머지 보기는 ‘inside out’의 동의어가 아니므로 오답이다.
해석
그가 그 도시를 속속들이 알고 있으므로, 그가 당신에게 어떻게 거기에 가는지 말해줄 적임자이다. 

어휘
þ 
þ 
þ 
þ 

þ 
þ 



4) 

정답 ①
영역 Vocabulary
난이도 5 4  3 2 1

정답해설

‘pay tribute to’는 ‘~에게 경의를 표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이와 가장 유사한 표현은 ‘① honor(경의를 표하다, 
영예를 주다)’이다.
오답해설
나머지 보기는 ‘‘pay tribute to’의 동의표현이 아니므로 오답이다.
해석
판자, 눈, 그리고 판지에 새겨진 메시지를 포함하여 그 팀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수천 개의 소박한 노력들이 
길목을 따라 이어졌다.

어휘
þ 
þ 
þ 
þ 

þ 
þ 

5) 

정답 ④
영역 Grammar
난이도 5 4  3 2 1
정답해설
④ ‘how 의문문’이 문장 중간에서 ‘전치사 to’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간접의문문이 되어 ‘의문사(의문형
용사)(how much gray)+주어(the color)+동사(contains)’의 어순이 되어야 하므로, 어법상 알맞다. 



                                            -> 전치사의 목적어(간접의문문)
The intensity of a color is related to     [ how much gray the color contains.]
    주어         전명구     동사   전치사      의문사          주어      동사

1번 보기
비교 대상 일치
기본서: p288

빅문법: p267 기출개념 137 비교대상 일치

2번 보기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시제로 미래를 나타낸다.
기본서: p96

빅문법: p78 기출개념 039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의 시간의 표현: 미래를 현재시제로 표현

3번 보기
the+형용사
기본서: p224



빅문법: p166 기출개념 087 정관사 the

4번 보기
간접의문문 어순



기본서: p209

빅문법: p331 기출개념 170 간접의문문

오답해설
① 비교하는 대상이 ‘the traffic’으로 단수형이므로, than 이하에는 단수 대명사인 ‘that’이 들어가야 한다.
②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므로, ‘when I’ll be lying on the beach’는 
‘when I’m lying on the beach’가 되어야 적절하다.
③ ‘the + 형용사’는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므로, ‘the wealth’가 아니라 ‘the wealthy’가 되어야 알맞다.
해석
① 대도시의 교통은 소도시의 그것보다 더 많다.
② 내가 다음 주에 해변에 누워있을 때 너를 생각할게.
③ 건포도는 한때 값비싼 음식이었고, 오직 부유층만이 그것들을 먹었다. 
④ 색의 명암은 그 색이 얼마나 많은 회색을 포함하고 있는지와 관련되어있다.

어휘
þ 
þ 
þ 
þ 

þ 
þ 



6) 

정답 ②
영역 Grammar
난이도 5 4  3 2 1
정답해설

출처

1번 보기
rise vs. raise
기본서: p52

빅문법: p36 기출개념 014 혼동하기 쉬운 동사의 불규칙 변화

2번 보기
주장, 요구, 명령, 제안동사+(that)+주어+(should)+동사원형
기본서: p144



빅문법: p112 기출개념 058 당위의 조동사 should 생략: 주장, 요구, 제안, 명령동사+that+주
어+(should)+동사원형

3번 보기
시제 일치
기본서: 시제 일치 관련 내용 서술이 없습니다.
빅문법: p82 기출개념 042 시제 일치

4번 보기
수동태 불가 동사
기본서: p126 수동태 불가 동사 완전자동사편에 survive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빅문법: p102 기출개념 054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 편에 survive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
다.



② ‘당위’를 나타내는 동사 ‘command(명령하다)’의 목적어로 that절이 올 때, that절의 조동사 should는 생략 
가능하고 동사원형을 쓸 수 있으므로, 동사 자리에 동사원형인 ‘cease’가 온 것은 적절하다.

The committee commanded that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should)     cease.
  주어             동사      명사절 접속사          주어      전명구         조동사 생략  동사원형

오답해설
① ‘raise’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가 필요한데, 동사 이후 전치사구가 위치하므로, 동일한 의미의 자동사인 ‘rise’
가 쓰여야 적절하다. 따라서 ‘have risen’이 되어야 한다.
③ 주절의 시제가 ‘had to fight’로 과거형이므로, 관계대명사절의 시제 또한 과거형이 되어야 한다.
④ ‘survive’는 ‘타동사’로 ‘~에서[~로부터] 살아남다’라는 뜻이므로, 능동태로 쓰여야 한다. 따라서 ‘The seeds 
of most plants survive harsh weather.’가 되어야 한다.
해석
 

어휘
þ 
þ 
þ 
þ 

þ 
þ 



7) 

정답 ③
영역 Grammar 
난이도 5 4  3 2 1
정답해설

출처

1번 보기
재귀대명사의 재귀적 용법
기본서: p198 

빅문법: p152 기출개념 080 재귀대명사

2번 보기
have no choice but to+동사원형: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서: p140



빅문법: p223 기출개념 120 to부정사 주요표현

3번 보기
동명사의 태
기본서: p329

빅문법: p232 기출개념 122 동명사의 시제와 태

4번 보기
가주어 It 진주어 to부정사
기본서: p198



빅문법: p215 기출개념 114 to부정사의 가주어

③ ‘그(him)’는 ‘부회장으로 승진되는’ ‘객체’이므로, 수동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The company 
prohibited him from being promoted to vice-president.’가 되어야 알맞다. 

The company prohibited him   from   being promoted           to vice-president.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수동태)         전명구

오답해설
① ‘adapt oneself to ~’는 ‘~에 적응하다, 자신을 ~에 적응시키다’라는 의미이다. 
② ‘have no choice but to V’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의 ‘to 부정사 관용어구’이다.
④ 주어가 ‘to 부정사’로 길 경우 주어 자리에 가주어 It을 쓰고, 진주어인 to 부정사는 뒤로 이동시킨다.
해석
 

어휘
þ 
þ 
þ 
þ 

þ 
þ 



8) 

정답 ②
영역 Macro Reading>요지 
난이도 5 4  3 2 1
정답해설

출처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326000027&mod=skb



본문은 ‘대화에 있어서 듣기와 말하기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본문 초반에서 ‘듣기의 역할’에 대해 언급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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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드리는 것과 같다. 비록 그것이 당신에게 주목을 이끌어줄지라도, 그것이 당신을 존중받게 해주지는 않을 것이
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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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해설
③ 본문에서는 ‘우리의 신념이 온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타인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우리가 신념을 바꾸는 것을 꺼린다’라는 내용은 본문에 언급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본문과 관련 없는 내용이므로 오답이다.
해석
타인의 생각을 경청하는 것은 당신이 세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그것 안에 있는 당신의 공간에 대해 
믿는 이야기가 온전한지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신념을 검토하고, 그것들을 환기시키고 
그것들이 숨 쉬도록 해주어야 한다. 특히 우리가 본질적이라고 여기는 개념에 대해 타인이 말해야 하는 것을 듣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창문을 여는 것과 같다.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경청 없이 말하는 것은 
냄비와 팬을 함께 두드리는 것과 같다; 비록 그것이 당신에게 주목을 이끌어줄지라도, 그것이 당신을 존중받게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대화가 의미있어지기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1.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는 당신이 독창적인 논점을 지니고 있고, 낡거나, 독창적이지 않거나, 또는 조립식의 논쟁을 
흉내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당신은 당신이 대화하고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비록 당신이 그들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확실하게 기꺼이 그들을 예의 바르게 대우한다; 3. 당신은  연속된 휼륭한 유머와 
안목을 가지고 주제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다루는 동시에 상대가 말하는 것을 경청할 정도로 충분히 현명하며 
견문이 넓어야 한다.
① 우리는 타인을 설득하기 위해 더욱 단호해야 한다.
② 우리는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 경청하고 말해야 한다. 
③ 우리는 우리가 보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변화시키기를 꺼린다.
④ 우리는 오직 우리가 택한 것만 듣고 다른 의견은 무시하려 시도한다.

어휘
þ 
þ 
þ 
þ 

þ 
þ 



9) 

정답 ①
영역 Macro Reading>제목 
난이도 5 4  3 2 1
정답해설 https://www.bbc.com/culture/article/20190418-what-will-art-look-like-in-20-years

출처



본문 초반에서 “The only guarantee is that there will be changes(유일한 보장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다)’라고 ‘미래의 변화’에 대한 글이라는 것을 암시하며, 이후, ”It’s worth considering how artists will 
respond to these changes(예술가들이 어떻게 이러한 변화에 반응할 것인지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를 통해, 특
히, ‘예술의 측면’에서 미래의 변화에 대해 서술할 것을 알 수 있다. 본문 중후반 “Art will become increasingly 
diverse and might not ‘look like art’ as we expect(예술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우리가 예상하는 예술처럼 보
이지 않을지도 모른다).‘와, 마지막 문장 ”Art could, in turn, become more collective and experiential, 
rather than individual(결국, 예술은 개인적이기보다는 더욱 집단적이고 경험적이 될 수도 있다0.“을 통해, ’미
래의 예술의 양상을 예측‘라고 있으므로, 정답은 ’① What will art look like in the future?(미래의 예술은 어
떠할까?)‘이다. 
오답해설
④
나머지 보기는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적으므로 글의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해석
미래는 불확실할지 모르지만, 어떤 것들은 부인할 수 없다: 기후변화, 변화하는 인구 통계, 지정학. 유일한 보장은 
멋진 동시에 끔찍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예술가들이 어떻게 이러한 변화에 반응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어떠한 목적을 예술이 추구하는지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보고서는 2040년에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며, 20년 후 예술과 삶의 중심에서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미래의 
예술가들은 포스트 인간과 포스트 인류세의 가능성 – 인공지능, 우주 공간에서의 인간 식민지, 그리고 잠재적인 
멸망 - 과 싸울 것이다. 예술에서 보이는 #MeToo와 Black Lives Matter 운동을 둘러싼 정체성 정치학은 
환경결정론처럼 증가할 것이며, 국경 정치와 이주는 훨씬 더 급격하게 뚜렷해질 것이다. 예술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우리가 예상하는 ‘예술처럼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미래에, 모든 사람이 보도록 우리의 삶이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싫증이 나고, 우리의 사생활을 거의 잃게 된다면, 익명성은 명성보다 더욱 
매력적이 될지도 모른다. 수천 또는 수백만의 좋아요와 팔로워 대신에, 우리는 진정성과 연결성에 굶주릴 것이다. 
결국, 예술은 개인적이기보다는 더욱 집단적이고 경험적이 될 수도 있다.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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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답 ④
영역 Micro Reading>내용 불일치
난이도 5 4  3 2 1
정답해설
출처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6/01/worldwide-gun-control-policy/

4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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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내
지는 않는다고 말하며 미국의 총기 살인 및 기타 총기 범죄는 1990년대 초 최고치에서 감소해왔다고 언급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총기 범죄가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④ Gun crimes in the U.S. 
have steadily increased over the last three decades(미국에서 총기 범죄는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왔
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해설
① 세 번째 문장 “However, in a 2008 decision confirming an individual right to keep and bear arms, 
the court struck down Washington, D.C. laws that banned handguns(그러나, 개인의 무기 소지 권리를 확
정하는 2008년 판결에서, 법원은 권총을 금지한 Washington, D.C.의 법을 무너뜨렸다)”를 통해 글의 내용과 일
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본문 중반 “A number of gun advocates consider ownership a birthright(수많은 총기 옹호자들은 소유
권을 생득권이라 여긴다)”을 통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본문 후반 “The United States also has the highest homicide-by-firearm rate among the world’s 
most developed nations(미국은 또한 세계의 최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총기에 의한 살인율을 보유하고 있다
0.”를 통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석
미국 헌법의 헌법 수정 제2조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인 잘 규율된 민병대의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 수정 헌법 조항을 인용하여 대법원의 판결은 주의 총기 규제 
권리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개인의 무기 소지 권리를 확정하는 2008년 판결에서, 법원은 권총을 금지하고 가정의 
권총을 잠그거나 분해하도록 한 Washington, D.C.의 법을 무너뜨렸다. 수많은 총기 옹호자들은 소유권을 
생득권며 국가 유산의 필수 요소라 여긴다. 스위스에 기반을 둔 Small Arms Survey의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5% 이하인 미국은 세계의 민간인 소지 권총의 약 35~50%를 차지한다. 이는 1인당 총기 보유에서 
1위를 차지한다. 미국은 또한 세계의 최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총기에 의한 살인율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총기 권리 옹호자들은 이러한 통계가 인과관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말하며 미국의 총기 살인 및 기타 
총기 범죄는 1990년대 초 최고치에서 감소해왔다고 언급한다.
① 2008년, 미국 대법원은 권총을 금지하는 Washington, D.C.의 법을 뒤집었다. 
② 많은 총기 옹호자들은 총을 소유하는 것이 천부적인 권리라고 주장한다.
③ 최선진국들 사이에서 미국은 가장 높은 총기 살인율을 가지고 있다.
④ 미국에서 총기 범죄는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왔다.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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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답 ④
영역 Communication
난이도 5 4  3 2 1
정답해설
④ A가 ‘I won the prize in a cooking contest.’라고, ‘요리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B가 ‘네가 
없었다면 나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감사를 표하는 답을 하는 것은 어색하다.
오답해설
나머지 보기는 흐름장 자연스러우므로 오답이다.
해석
① A: 대금 결제일이 언제인가요?
   B: 당신은 다음 주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② A: 이 가방을 부쳐야 하나요?
   B: 아니요, 그것은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을 만큼 작네요.
③ A: 언제 어디에서 만날까?
   B: 8시 30분에 네 사무실로 데리러 갈게.
④ A: 요리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
   B: 네가 없었다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었을 거야. 

어휘
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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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답 ③
영역 Communication
난이도 5 4  3 2 1

정답해설

Active Skills for Reading Book

빈칸 이전에서 A가 “We offer two room types(저희는 두 가지 객실 타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두 가지 
선택사항을 제시한 후, 빈칸 이후에서 객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B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두 객실
의 차이를 묻는 ‘③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m(그것들의 차이가 뭐죠)’이다.
오답해설
나머지 보기는 문맥상 어색하므로 오답이다.
해석
A: Royal Point Hotel 예약부서에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Sam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B: 안녕하세요, 객실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A: 저희는 두 가지 객실 타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럭스 룸과 럭셔리 스위트입니다.
B: 그것들의 차이가 뭐죠?
A: 한 가지로, 스위트는 매우 넓습니다. 침실 외에 주방, 거실 그리고 식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B: 비쌀 것 같네요.
A: 네, 1박 당 200달러 이상입니다.
B: 그렇다면, 저는 디럭스 룸으로 할게요.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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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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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답 ②
영역 Logical Reading>연결사 
난이도 5 4  3 2 1
정답해설
(A) 빈칸 이전에는 ‘홈스쿨링 옹호자들의 의견’, 즉, ‘홈스쿨링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 빈칸 이후에는 ‘홈스쿨링 
비판자들의 의견’, 즉, ‘홈스쿨링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대조’를 나타내는 ‘In contrast(그에 반해)’가 



빈칸에 알맞다.
(B) 빈칸 이전에는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의 발달에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홈스쿨링의 긍정적
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으나, 빈칸 이후에는 ‘비판자들의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의 교육 능력 대한 염려’에 대해 설
명하고 있으므로, ‘양보’를 나타내는 ‘Nevertheless(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In spite of this(이것에도 불구하
고)’가 빈칸에 알맞다.
따라서 정답은 ‘② In contrast(그에 반해) – In spite of this(이것에도 불구하고)’이다. 
오답해설
①, ③ (A) 전후 내용이 ‘인과관계’가 아니므로, ‘Therefore(그러므로)’는 빈칸에 적절하지 않다.
④ (B) 전후 내용이 대조적인 내용이므로, ‘첨가’를 나타내는 ‘Furthermore(게다가)’는 빈칸에 적절하지 않다.
해석
홈스쿨링 옹호자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다정한 환경에 있을 때 더 잘 배운다고 믿는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집을 
가장 자연스러운 학습 환경으로 보고, 학교가 설립되기 매우 오래전에는, 본래 집이 교실이었다.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들은 자신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모니터할 수 있고 전통적인 학교 환경에서 부족한 관심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은 또한 무엇을 공부할지 그리고 언제 공부할지 고르고 선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자신들만의 속도에 맞추어 배울 수 있도록 해준다. (A) 그에 반해, 홈스쿨링 비판자들은 교실에 있지 않은 
아이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또래와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적 기술 학습을 놓친다고 
말한다. 그러나, 몇몇 연구는 아이들의 행복을 신경 쓰는 부모의 지도와 함께 자신들의 집의 편안함과 안전 하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 학습을 받은 아이들이 사회적 그리고 감정적 발달의 측면에서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B) 이것에도 불구하고 많은 홈스쿨링 비판자들은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의 능력에 대한 우려를 제시해 왔다.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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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답 ③
영역 Macro Reading>주제
난이도 5 4  3 2 1
정답해설 https://www.nytimes.com/2019/09/17/style/generation-z-millennials-work-life-balance.ht



ml

본문은 ‘강박적으로 일에 몰두한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여가 및 업무의 유연성을 중요시한다’는 내용이다. 본문 
중반 “But increasingly, younger workers are pushing back. More of them expect and demand 
flexibility(그러나 젊은 직장인들은 점점 더 회귀하고 있다. 그들 중 더 많은 이들이 유연성을 기대하고 요구한
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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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해설
④ 본문에서 ‘직장에서의 유연성(flexibility)’에 대한 예시로 ‘후한 휴가 기간(generous vacation time)’이 언급되
기는 하나, 이러한 긴 휴가의 장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본문과 관련이 적은 내용이므로 오답이다.
해석
많은 사람들에게, 일은 강박이 되어왔다. 사람들이 아이들, 열정, 반려동물, 또는 급료를 위해 그들이 하는 것 
외의 어떠한 종류의 인생을 위한 시간을 내기 위해 분투함에 따라 그것은 극도의 피로, 불행 그리고 성 불평등을 
유발해 왔다. 그러나 점점 더 젊은 직장인들은 회귀하고 있다. 그들 중 더 많은 이들이 – 예를 들어, 원격으로 
일하거나, 늦게 출근 또는 일찍 퇴근하는 것, 또는 운동이나 명상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일상적인 것과 더불어, 신생아를 위한 유급 휴가와 후한 휴가 기간과 같은 유연성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그들 
인생의 나머지는 그들의 핸드폰 상에서 발생하고 특정 장소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 – 일이라고 어찌 
다를쏘냐?
① 당신의 급료를 인상시키는 방법
②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강박
③ 증가하는 직장에서의 유연성 요구
④ 긴 휴가가 있는 삶의 장점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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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답 ③
영역 Logical Reading>배열
난이도 5 4  3 2 1

정답해설

https://www.medicalnewstoday.com/articles/327016

주어진 글에서 ‘스트레스와 심혈관계 질환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스트레스의 흔한 요인 중 하나’의 
예시인 ‘운전(driving)’을 최초로 언급하는 (C)가 주어진 글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이후, ‘운전과 심장 
질환과의 관계와 스트레스 완화 방법 존재 유무’에 대해 질문을 제시하는 (A)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A)의 질문
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는 (B)가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③ (C) - (A) - (B)’이다.
오답해설



④ (A)에서 ‘is there ~?’라고 질문을 하고 있으므로, (B)에서 ‘there is.’로 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B)가 
(A) 이전에 위치하는 것은 어색하다.
나머지 보기는 문맥상 어색하므로 오답이다.
해석
과거의 연구는 빈번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이 미국의 20세 이상 중 거의 절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질환인 심혈관계 질병의 주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C) 교통 체증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또는 미숙한 운전자에게 종종 동반되는 불안 때문에 빈번한 
스트레스의 한 가지 근원은 운전이다.
(A) 그렇지만, 이것이 매일 운전하는 사람이 심장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운전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가?
 
(B)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있다. 연구원들은 운전 중 음악을 듣는 것이 심장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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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답 ④
영역 Logical Reading>삭제 
난이도 5 4  3 2 1

정답해설

본문은 ’위협 지각 시 뇌의 반응‘에 관한 내용으로, 특히 ’호르몬 분비의 과정 및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본문 초
반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for example’을 이용해 ①로 연결하고 있고, ①에서 설명한 ‘아드레
날린(Adrenaline)’의 역할을 ②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두 문장이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후 앞서 설명한 
작용 전체를 통틀어 ‘fight-or-flight response’라고 설명하고 있는 ③이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마지
막 문장에서 ”Once the response is initiated, ignoring it is impossible, because hormones cannot be 
reasoned with(호르몬은 사고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반응이 시작되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
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상기의 과정은 임의로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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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글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해설
③ ‘The whole process(전 과정)’가 ①, ②에서 예시로 든 ‘호르몬의 작용’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② 이후에 ③이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나머지 보기는 문맥상 자연스러우므로 오답이다.
해석
가까운 환경에서 뇌가 위협을 인지하면, 그것은 신체에 복잡한 일련의 일들을 발생시킨다. 그것은 혈류에 화학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조직인 다양한 분비샘에 전기 메시지를 보낸다. 혈액은 빠르게 이러한 호르몬을 이후 다양한 
일을 하도록 촉진되는 다른 조직으로 운반한다. ① 예를 들어, 신장 상부의 부신은 신체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을 분출한다. ② 아드레날린은 위험 신호를 경계하기 위해 눈을 확장시키고, 혈액과 추가적인 호르몬이 
계속해서 흐르도록 하기 위해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고, 위협을 몰아세우거나 위협으로부터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도록 골격근을 긴장시키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하며 전신을 순환한다. ③ 전 과정은 투쟁 도피 반응이라 
불리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신체를 싸우거나 필사적으로 도망치도록 준비시키기 때문이다. ④ 인간은 의식적으로 
다양한 호르몬 분출을 조절하도록 자신의 분비샘을 통제할 수 있다. 호르몬은 사고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반응이 시작되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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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답 ④
영역 Logical Reading>삽입 
난이도 5 4  3 2 1

정답해설

https://books.google.co.kr/books?id=w173eeif3rIC&pg=PA284&lpg=PA284&dq=a+special+

coating+might+be+applied+to+a+glass+windshield+to+keep&source=bl&ots=EHBlgUnvK4

&sig=ACfU3U37PcKKPSQq92ZVgQFsmktG44esDg&hl=ko&sa=X&ved=2ahUKEwiT8-ikusTq

AhVLBogKHV67AYoQ6AEwAHoECAoQAQ#v=onepage&q=a%20special%20coating%20mig

ht%20be%20applied%20to%20a%20glass%20windshield%20to%20keep&f=false
본문은 ‘안전유리의 기원’에 관한 내용이다. 주어진 문장의 ‘he imagined that a special coating might be 
applied to a glass windshield to keep it from shattering(그는 자동차 유리에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
수 코팅이 입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으로 보아, ‘특수 유리를 고안’했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본문 마지막 문장에서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특수 유리(안전유리) 생산에 성공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으므
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가장 적절한 위치는 ④이다.
오답해설
나머지 보기는 문맥상 어색하므로 오답이다.
해석
1903년 프랑스인 화학자인 Edouard Benedictus는 어느 날 우리 플라스크를 딱딱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 ① ) 그러나, 놀랍게도, 그 플라스크는 산산 조각나지 않았고, 여전히 본래 모양을 거의 유지하고 있었다. ( ② ) 
그가 그 플라스크를 조사하였을 때, 그는 그것이 내부에 그 플라스크가 담고 있던 콜로디온 용액으로부터 남겨진 
잔여물로 필름 코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 ③ ) 그는 이 특이한 현상에 대해 메모를 남겼으나, 몇 주 후 
그가 신문에서 자동차 사고에서 날아오는 자동차 유리 파편 때문에 심하게 다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까지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 ④ ) 그가 유리 플라스크와의 경험을 기억해 낸 것은 그때였고, 
재빨리 그는 자동차 유리에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 코팅이 입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 후 
오래 지나지 않아, 그는 세계 최초의 안전유리 생산에 성공했다.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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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답 ③
영역 Micro Reading>내용 불일치
난이도 5 4  3 2 1

정답해설
https://www.newsweek.com/skip-obvious-alternatives-europes-most-over-touristed-citi

es-1471827



본문 중반 “Yes, the city of Dubrovnik has been proactive in trying to curb cruise ship tourism(그렇다, 
Dubrovnik 시는 크루즈 여행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적극적이었다)”을 통해, ③은 글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오답해설
① 두 번째 문장 “Because its main attraction is its seaside Old Town surrounded by 80-foot medieval 
walls, this Dalmatian Coast town does not absorb visitors very well(그것의 주요 명소가 80피트의 중세 시
대 벽으로 둘러싸인 해변의 Old Town이기 때문에, 이 Dalmatian Coast 마을은 방문객을 그다지 잘 소화하지 
못한다).”을 통해, 글의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② 본문 초반 “And when cruise ships are docked here, a legion of tourists turn Old Town into a 
miasma of tank-top-clad tourists marching down the town’s limestone-blanketed streets(그리고 크루즈 
배가 이곳에 정박할 때, 많은 여행객들이 Old Town을 마을의 석회암으로 뒤덮인 거리를 활보하는 탱크톱을 입은 
여행객들의 기운으로 바꾸어 놓는다).”를 통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본문 후반 “To make matters worse, the lure of making extra money has inspired many 
homeowners in Old Town to turn over their places to Airbnb, making the walled portion of town one 
giant hotel(설상가상으로, 여분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은 Old Town의 많은 집주인들을 자신들의 집을 
Airbnb로 바꾸도록 만들어, 마을의 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하나의 거대한 호텔로 만들어 버렸다0.”을 통해 글의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해석
Croatia의 Dubrovnik은 엉망이다. 그것의 주요 명소가 80피트의 중세 시대 벽으로 둘러싸인 해변의 Old 
Town이기 때문에, 이 Dalmatian Coast 마을은 방문객을 그다지 잘 소화하지 못한다. 그리고 크루즈 배가 
이곳에 정박할 때, 많은 여행객들이 Old Town을 마을의 석회암으로 뒤덮인 거리를 활보하는 탱크톱을 입은 
여행객들의 기운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렇다, Dubrovnik 시는 크루즈 여행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적극적이었으나, 끊임없는 여행객 무리로부터 Old Town을 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설상가상으로, 여분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은 Old Town의 많은 집주인들을 자신들의 집을 Airbnb로 바꾸도록 만들어, 마을의 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하나의 거대한 호텔로 만들어 버렸다. 당신은 마치 지역 주민처럼 Old Town에서 “진정한” 
Dubrovnik을 경험하고 싶은가? 당신은 여기에서 그것을 찾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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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답 ①
영역 Reading for Writing>빈칸 
난이도 5 4  3 2 1
정답해설 Chemical Elements: A-F



(A) 빈칸 이전 ‘No new carbon-14 is added, and the old carbon-14 slowly decays into nitrogen(새로운 
carbon-14가 추가되지 않으며, 기존의 carbon-14은 서서히 질소로 붕괴한다).’으로 보아, ‘carbon-14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decreases’가 알맞다.
(B) 빈칸 이전 “Over time, less and less radiation from carbon-14 is produced(시간이 흐르고, carbon-14
으로부터 점점 더 적은 방사선이 생산된다)를 통해, ‘생물이 죽은 지 오래될수록 carbon-14 방사선의 양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dead’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해설
①, ④ (A) 이전에서 ‘No new carbon-14 is added’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carbon-14의 양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increases’는 부적절하다.
③ 본문 중반 “When the organism dies(유기체가 죽으면), ~”이라고 언급하며 ‘유기체가 죽은 후 carbon-14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productive’는 ‘생산적인’이라는 뜻이므로, 빈칸에 적절하지 않다.
해석
유기체가 살아있을 때, 그것은 주변의 공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그 이산화탄소 중 대부분은 
carbon-12로 이루어져 있으나, 적은 부분은 carbon-14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살아있는 유기체는 늘 매우 
적은 양의 방사성 탄소인 carbon-14을 함유하고 있다. 살아있는 유기체 옆의 검출기는 유기체 내의 
carbon-14이 방출하는 방사선을 기록할 것이다. 그 유기체가 죽으면, 그것은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않는다. 새로운 carbon-14가 추가되지 않으며, 기존의 carbon-14은 서서히 질소로 붕괴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carbon-14의 양은 서서히 (A) 감소한다. 시간이 흐르고, carbon-14으로부터 점점 더 적은 방사선이 
생산된다. 그러므로, 유기체에서 검출된 carbon-14의 양은 그 유기체가 얼마나 오래 죽어있었는지에 측정이다. 
유기체의 나이를 확인하는 이 방법은 방사성 탄소 연대측정이라 불린다. carbon-14의 붕괴는 고고학자들이 한때 
살아있었던 물질의 나이를 알아내도록 해준다. 남아있는 방사선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대략적인 나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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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답 ②
영역 Reading for Writing>빈칸 구 완성
난이도 5 4  3 2 1

정답해설
https://epdf.pub/grzimeks-animal-life-encyclopedia-evolution990145f22d302881e078573
32b9b2e5675331.html

세 번째 문장 “From only a few very simple organisms, a great number of complex, multicellular 
forms evolved over this immense period.”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진화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빈칸 이후에서, “Although taxonomists presently recognize some 1.5 million living species, the 
actual number is possibly closer to 10 million(분류학자들은 현재 약 150만의 살아있는 종을 인정하지만, 실
제 숫자는 아마도 1천만에 가까울 것이다).”이라고 언급하며, ‘살아있는 종의 수가 거의 1000만에 달한다’고 설명
하고 있으므로,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② 



diversity of living creatures(살아있는 생물의 다양성)’이다. 
오답해설
나머지 보기는 문맥상 어색하므로 오답이다.
해석
과거와 현재의 모든 생물은 사라졌거나 멸종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38억 년의 지구 생명의 역사 동안 각각의 
종이 사라짐에 따라, 새로운 종들이 필연적으로 그것들을 대체하거나 새로이 출현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나타났다. 오직 몇 가지의 매우 단순한 유기체로부터, 엄청난 수의 복잡한 다세포의 형체가 이 엄청난 기간 동안 
진화했다. 19세기 영국의 동식물 연구가 Charles Darwin이 한때 “미스터리 중의 미스터리”라고 칭했던 새로운 
종의 기원은 인간이 지구를 공유하는 이러한 놀라운 살아있는 생물의 다양성을 일으키는 종 분화의 자연적인 
과정이다. 분류학자들은 현재 약 150만의 살아있는 종을 인정하지만, 실제 숫자는 아마도 1천만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많은 수의 생물학적 상태를 인지하는 것은 무엇이 종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 
진화 생물학자들이 여전히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에 타협을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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