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정혜� VISUAL� 영어

수험의� 시작과� 끝은� 기출입니다.

정답 ④

영역 Vocabulary

난이도 5 4 3 2 1

정답 상세 해설

‘gratification’은 ‘만족, 희열’이라는 뜻이므로,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④ satisfaction(만족, 충족)’이다. 

지문 키워드 #충동 구매자 #compulsive buyer

오답해설

나머지 보기는 ‘gratification’의 유의어가 아니므로 오답이다.

해석

충동 구매자들에게는 그들이 사는 물건이 아니라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만족을 가져오는 것이다.
① 쾌활함
② 자신감
③ 평안
④ 만족

어휘

þ compulsive buyer 충동 구매자 
þ gratification 만족, 희열
þ liveliness 쾌활함

þ confidence 자신감, 확신
þ tranquility 평안, 고요
þ satisfaction 만족, 충족

정답 선지 적중 영역

기본서 어휘
p. 133

정답 외 선지 참고

➀ 기초 어휘 3306 p.96
➁ 기본서 p. 130 / 성탄어휘 70번
➂ 기본서 p. 157, 183, 245 / 성탄어휘 113번, 132번



성정혜� VISUAL� 영어

수험의� 시작과� 끝은� 기출입니다.

정답 ③

영역 Vocabulary

난이도 5 4 3 2 1

정답 상세 해설

‘trade ~ freely at a lower cost(더 적은 비용으로 자유롭게 거래하다)’의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세계화와 시장 
개방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므로, 빈칸에는 긍정적인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더 적은 비용에 높은 ‘효
율’이라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우므로 정답은 ‘③ efficiency(효율성)’이다.

지문 키워드 #세계화 #globalization #시장 #market

오답해설

①, ② 부정적 표현이며, 시장 개방의 장점과는 거리가 먼 뜻이므로 빈칸에 부적절하다. 
④ ‘freely(자유롭게)’ 거래한다고 하였으므로, 더욱 주의(caution)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문맥상 어색하다.

해석

세계화는 더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여, 그들이 더 큰 효율성과 더 적은 비용으로 자유롭게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도록 해준다.
① 멸종
② 불황; 우울
③ 효율성
④ 주의

어휘

þ globalization 세계화
þ extinction 멸종 
þ depression 불황, 불경기; 우울, 우울증

þ efficiency 효율성, 능률
þ caution 주의, 조심, 신중 

정답 선지 적중 영역

기초 어휘
3306

정답 외 선지 참고

➀ 기본서 p.129 / 성탄어휘 109번, 161번
➁ 기본서 p.148, 177
➃ 기본서 p.235, 461



성정혜� VISUAL� 영어

수험의� 시작과� 끝은� 기출입니다.

정답 ①

영역 Vocabulary

난이도 5 4 3 2 1

정답 상세 해설

빈칸 이전 문장에서는 번아웃의 대가에 대해 언급하고, 빈칸 이후에서는 번아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해결책’이라는 의미의 ‘① fixes’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fix가 명사형으로 ‘곤
경’또는 ‘파악’ 그리고 ‘해결책’등으로 사용되므로 이점에 주의해야 한다. 

지문 키워드 #번아웃 #burnout

오답해설

②, ④ 빈칸 이후 나열되는 제안이 번아웃의 ‘피해’ 또는 ‘문제’의 예시가 아니므로 오답이다.
③ prizes(보상)는 물질적으로 주어지는 상이나 보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문에서 언급한 번아웃을 방지하는 
해결책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므로 주의하자. 

해석

우리는 번아웃의 대가를 잘 알고 있다. 직장과 가정에서 에너지, 동기, 생산성, 참여, 그리고 책임이 모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해결책 중 많은 것들이 꽤 직관적이다. 정기적으로 전원을 뽑는 것이다. 불필요한 회의를 줄여라. 
운동하라. 하루 동안 짧은 휴식 일정을 잡아라. 당신이 일을 떠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휴가를 
가라. 왜냐하면 당신은 때때로 떠나지 못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① 해결책
② 피해
③ 상
④ 문제, 복잡화 

어휘

þ engagement 참여, 관계
þ commitment 책임, 전념, 헌신, 약속
þ take a hit 타격을 입다

þ intuitive 직관적인 
þ unplug 전원을 뽑다
þ afford 감당하다, 여유[형편]이 되다

정답 외 선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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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기본서 p.115, 121, 241
➂ 기초어휘 3306 2261번
➃ 기본서 p.28, 111 / 기초어휘 3306 589번

정답 ②

영역 Vocabulary

난이도 5 4 3 2 1

정답 상세 해설

첫 번째 문장에서 문제 상황에 대해 언급한 후, 빈칸 문장에서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한 것을 설명하고 있
으므로, 빈칸에는 ‘요청하다, 촉구하다’라는 뜻의 ‘② called for’가 가장 적절하다. 빈칸 이후 ‘those present ~’는 
‘those who are present ~’에서 ‘관계대명사+be동사’가 생략된 구조로 형용사가 대명사를 후치 수식하고 있다. 
those가 사람을 가리키고 present가 형용사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해당문장에서는 call for 목적어 to 동
사원형의 형태로 사용되어서, ‘~에게...을 하도록 요청하다’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주의하자. 

지문 키워드 #세금 #tax

오답해설

나머지 보기는 문맥상 어색하므로 오답이다.

해석

정부는 신규 세액 조정 체제로부터 발생하는 증가한 세액 부담에 대해 급여 근로자들을 진정시킬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 월요일 대통령 보좌관과의 회의 중, 대통령은 출석한 사람들에게 대중과의 더 많은 소통 채널을 
개방하도록 요청했다.
① 덤벼들다
② 요청했다
③ ~을 집다
④ 거절하다

어휘



성정혜� VISUAL� 영어

수험의� 시작과� 끝은� 기출입니다.

þ soothe 진정시키다, 달래다 
þ salaried worker 봉급 근로자
þ arise 생기다, 발생하다
þ tax settlement 세액 조정
þ presidential aide 대통령 보좌관
þ fall on ~에게 덤벼들다; ~로 쓰러지다

þ call for 요청하다, 촉구하다
þ pick up 집어 들다; (차에) 태우다
þ turn down 거절하다 

정답 선지 적중 영역

숙어 696

관용어 대사전

정답 외 선지 참고

➀ 기적사 High-End 19회
➂ 기본서 p.116 / 기초어휘 3306 2142번
➃ 기본서 p.224 / 성탄어휘 152번 / 관용어대사전 1763번 / 숙어 696 680번

정답 ④

영역 Vocabulary

난이도 5 4 3 2 1

정답 상세 해설

‘apprehend’는 ‘파악하다, 이해하다, 체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문의 내용이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
고 배우는 것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apprehend'는 ‘이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grasp’는 ‘움켜
쥐다’라는 뜻 이외에도 ‘파악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음에 유의한다.

지문 키워드 #중국어 #Chinese 

오답해설

③ inspect는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조사하거나 감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이다. 따라서 내용을 
이해하는 맥락에서 조사한다는 뜻으로는 적합하지 않는 단어이다. 



성정혜� VISUAL� 영어

수험의� 시작과� 끝은� 기출입니다.

해석

중국어 서법을 공부할 때, 중국어의 기원과 그것들이 본래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그 국
가의 예술적 전통하에서 자란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것의 미적 의의는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① 달성하다 
② 강요하다
③ 조사하다
④ 파악하다

어휘

þ calligraphy 서법, 서예
þ bring up 양육하다, 기르다
þ aesthetic 미의
þ significance 의의, 의미, 중요성
þ apprehend 파악하다

þ encompass 달성하다 
þ intrude 강요하다 
þ inspect 조사하다
þ grasp 파악하다, 이해하다

정답 선지 적중 영역

기본서 p.237 
/ p. 103

정답 외 참고

➀ 기본서 p.105 / 127
➁ 기본서 p. 157 / 227 / 229 / 230
➂ 기본서 p. 237 /  성탄어휘: 39, 117, 122 168 번

정답 ④

영역 Grammar

난이도 5 4 3 2 1

정답 상세 해설

④ see는 지각동사로 목적격 보어가 행위를 하는 주체일 때(능동 의미) 현재분사 또는 원형부정사를 취하고, 행위를 
당하는 객체일 때(수동 의미)는 과거분사를 취한다. 가족이 이사를 오는 주체이므로, 능동을 타나내기 위해서는  
moved는 ‘moving’ 또는 ‘move’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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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해설

① to부정사로 난이형용사(hard, easy, difficult 등)를 수식하여 ‘~하기 ...하다’라고 표현한다.
② ‘It is no use ~ing’는 ‘~해 봐야 소용없다’라는 의미의 동명사 관용표현이다.
③ 주어인 'My house'는 페인트칠이 칠해지는 것이므로 수동태인 'is painted'는 어법상 적절하다. ‘매 ~마다’라는 
표현은 ‘every + 기수 + 복수 명사’로 할 수 있다.

정답 선지 적중 영역

기본서 p.56

출제포인트 42

빅문법 019

정답 외 참고

➀ 기본서 p.309 / 빅문법 095
➁ 기본서 p.330 / 개적사 p.81 / 빅문법 123
➂ 기본서 p.208 / 빅문법 186



성정혜� VISUAL� 영어

수험의� 시작과� 끝은� 기출입니다.

정답 ②

영역 Grammar

난이도 5 4 3 2 1

정답 상세 해설

② 사역동사 let은 과거분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할 수 없다. 따라서 과거분사를 목적격으로 취할 수 있는 사역동사 
make를 이용해 ‘Don’t make me distracted by the noise you make.‘로 고칠 수 있다. 또는 사역동사 let을 이
요해서 'Don't let me distracted ->be distracted by the noise you make.'가 올바른 표현이다. ’구어체‘ 또는 
회화 내에서 사역동사 let의 목적어로 과거분사를 쓰나 이것은 격식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오답해설

① 사역동사 have의 목적어가 행위의 객체일 때 목적격 보어로 수동 의미의 과거분사를 쓴다. 여기에서는 목적어 
the woman이 체포를 당하는 객체이므로 목적격 보어로 과거분사인 arrested가 알맞게 쓰였다. 
③ 사역동사 let은 원형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한다. 여기에서는 원형 부정사 know가 목적격 보어로 알맞게 
쓰였다.
④ 사역동사 have는 목적어가 행위의 주체일 때 목적격 보어로 원형 부정사 또는 현재분사를 쓸 수 있다. 
여기에서는 목적어가 전화를 거는 주체인 the students이므로 목적격 보어로 원형 부정사 phone이 알맞게 쓰였다. 
또한, 등위접속사 and는 동일한 문장 성분을 연결하므로 원형 부정사 phone과 병렬 구조의 원형 부정사 ask가 
적절하게 쓰였다. ask는 불완전 타동사로 to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한다.

적중 영역

기본서 p.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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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57

빅문법 018

정답 외 참고

➃ 기본서 p.57, 빅문법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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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영역 Grammar

난이도 5 4 3 2 1

정답 상세 해설

② needless to say는 ‘말할 필요도 없이’라는 독립부정사 표현으로 등위접속사 and와 동사 had 사이에 삽입되었
다. 또한  주어인 ‘she’가 시도하는 것이므로 타동사 'attempt'가 능동으로 오는 것은 문법상 적절하다. 그리고 접속
사 and가 병렬구조이므로 과거형 동사 had가 위치하는 것도 어법상 올바르다. 따라서 어법상 옳은 문장은 ②이다.

오답해설

① 2형식 동사 ‘became’(~이 되다)은 다음에 보어로 형용사나 명사를 받는다. 따라서 부사인 'unpredictably'가 
아니라 형용사 'unpredictable'이 와야 어법상 적절하다.
③ upon은 전치사로 명사 또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며, ‘upon ~ing’는 ‘~하자마자’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따라서 Upon arrived는 Upon arriving이 되어야 한다.
④ enough는 형용사를 후치 수식하는 부사이다. 따라서 enough comfortable이 comfortable enough가 되어야 
한다.

해석

① 다정한 나의 딸이 갑자기 예측 불가능하게 되었다.
② 그녀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고, 말할 필요도 없이 다른 결과를 얻었다.
③ 도착하자마자, 그는 새로운 환경을 충분히 이용했다.
④ 그는 그가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대해 나에게 말할 정도로 충분히 편안함을 느꼈다.

어휘

þ sweet-natured 상냥한 
þ unpredictably 예측할 수 없게

þ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þ take advantage of ~를 이용하다

정답 선지 적중 영역

기본서 p.331

정답 외 참고

➀ 기본서 p.42 / 개적사 p.59 / 빅문법 003
➂ 기본서 p.98, 329 / 암기문법 003 / 빅문법 040
➃ 기본서 p.271 / 빅문법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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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영역 Macro Reading>제목

난이도 5 4 3 2 1

정답 상세 해설

‘turn’이라는 단어적 정의와 언어적 전환이라는 방법론에 기초해 디지털 전환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글이다. 본문 초
반에서 사회적 현실 내에서 디지털화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전략으로서의 디지털 전환을 설명하고 있으며, 
글 중반에서 사회적 현실이 점점 더 디지털화에 의해 정의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④ Digitalization Within the Context of Social Reality(사회적 현실이라는 맥락 내에서의 디지털화)’이
다. 

지문 키워드 #디지털화 #digitalization #디지털 전환 #digital turn

오답해설

① 사회적 현실에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개인의 SNS사용 빈도 증가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을 뿐, 
SNS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든다는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는다.
② 언어적 전환의 정의에 비유하여 디지털 전환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며, 두 가지를 비교하는 내용은 아니다.
③ 마지막 문장에서 SNS로 정보를 교환한다는 내용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정보 교환이 글 전체의 주제는 아니므로 
오답이다.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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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정의는 디지털 전환을 사회적 현실 내에서의 디지털화의 역할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석적 
전략으로 묘사한다. 분석적 관점으로서,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화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 논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는 사회 내에서의 디지털화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분석적 접근을 
의미한다. 만일 언어적 전환이 현실이 언어를 통해 구성된다는 인식론적 가정에 의해 정의된다면, 디지털 전환은 
사회적 현실이 점점 더 디지털화에 의해 정의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소셜미디어는 사회적 관계의 디지털화를 
상징한다. 개인들은 점점 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SNS) 상에서의 정체성 관리에 참여한다. SNS는 다방향적인데, 
이는 사용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SNS에서의 정체성 재구축
② 언어적 전환 대 디지털 전환
③ 디지털 시대에 정보를 어떻게 교환하는가
④ 사회적 현실이라는 맥락 내에서의 디지털화

어휘

þ analytical 분석적인 
þ digitalization 디지털화 
þ perspective 관점 
þ signify 의미하다, 나타내다
þ engage in 참여하다 
þ approach 접근 
þ center on ~에 초점을 맞추다

þ linguistic 언어학적인 
þ assumption 가설 
þ construct 건축하다, 구성하다 
þ symbolize 상징화하다
þ engage in 관여하다 
þ polydirectional 다방향의 

소재 적중 영역

단원별 문제집

실전동형
모의고사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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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영역 Logical Reading>배열

난이도 5 4 3 2 1

정답 상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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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글 후반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지지하는 캠페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바로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이러한 캠페인의 예시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단체 설립을 소개하는 (C)이다. (C)의 초반에서 ‘풍력’ 관련 단
체를 언급한 후, 후반에서 ‘태양력’ 관련 단체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고, (A)의 This solar cooperative가 (C)의 the 
Westmill Solar Co-operative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태양력’ 단체에 관한 추가 설명을 제시하는 (A)가 이후에 연결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B)의 Similarly(유사하게)를 이용해 앞서 설립된 단체들과 비슷한 양상으로 
재생 에너지를 지지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설립된 미국의 단체에 대해 설명하는 (B)가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정답은 ① (C)-(A)-(B)이다. 

지문 키워드 #재생 가능한 에너지 #renewable energy #기후 변화 #climate change

오답해설

② (A)의 This solar cooperative가 가리키는 대상이 주어진 글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오답이다.
③ (B)의 Similarly로 보아, 이전 내용에는 설립된 재생 에너지 관련 단체에 관해 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주어진 글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으므로 (B)가 바로 이어지는 것은 어색하다. 
④ (A)의 This solar cooperative가 (C)의 the Westmill Solar Co-operative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C) 이후에 
(A)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해석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증가하는 우려가 활동가들이 화석연료 추출 소비에 반대하는 캠페인뿐만 아니라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지지하는 캠페인 또한 조직하도록 자극했다.

(C)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빠르게 가속화하지 못하는 영국 정부의 무능함에 불만을 느낀 환경 
운동가들은 1년에 2,500가구에서 사용하는 만큼의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육상 풍력 발전 단지를 보유한 
2,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공동체 소유의 조직인 Westmill Wind Farm Co-operative를 구성했다. Westmill 
Wind Farm Co-operative는 지역 시민들이 Westmill Solar Co-operative를 구성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A) 이 태양열 협동조합은 1,4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로써 그 조합은 
국가에서 가장 대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협동조합이 되었고, 그리고 회원들의 말에 의하면, 태양열 발전이 ”일반인들이 
그들의 지붕에서 뿐만이 아니라 공공 규모로도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속 가능하고 ‘민주적인’ 
에너지 공급의 새로운 시대“를 대표한다는 뚜렷한 신호가 된다.

(B) 유사하게, 미국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지지자들은 ”참여하는 공공 설비 소비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된 중간 
규모의 설비를 통해 깨끗한 전력 발전 성취 모델“을 개척한 기업인 Clean Energy Collective를 설립했다.

어휘

þ concern 걱정 
þ activist 활동가 
þ motivate 자극하다, 동기를 부여하다
þ fossil fuel 화석연료 
þ extraction 추출 
þ renewable 재생 가능한
þ cooperative 협동조합 
þ visible 뚜렷한, 눈에 보이는
þ large-scale 큰 크기의
þ solar 태양의 

þ reminder 신호, 암시
þ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þ utility 공익 설비 (전기·가스·상하수도·교통 기관 등)
þ pioneer 개척하다, 선구하다
þ facility 설비 
þ collectively 집합적으로 
þ be frustrated with ~에 좌절하다
þ collectively 공동으로, 집합적으로
þ accelerate 가속화하다 
þ onshore wind farm 육상 풍력 발전단지[발전소]

소재 적중 영역

기적사 시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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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퀄모의고사
5회

매일 3문 독해
기본완성
Da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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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영역 Communication

난이도 5 4 3 2 1

정답 상세 해설

B가 영화가 재미있었다고 말한 후, A의 질문에 B가 ‘특수 효과’라고 답하고 있으므로, (A)는 해당 영화에 대한 구체
적인 B의 의견을 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① What did you like the most about it?(뭐가 가장 
좋았니?)’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해설

② 좋아하는 영화 장르를 묻는 것에 ‘특수 효과’라고 답하는 것은 어색하다.
③ 영화의 홍보 규모는 대화의 내용과 무관하다.
④ 영화 관람 비용에 관해서 묻는 것에 ‘특수 효과’라고 답하는 것은 어색하다.

해석

A: 주말 잘 보냈니?
B: 응, 아주 좋았어. 우리는 영화 보러 갔어.
A: 오! 무엇을 봤니?
B: Interstellar. 정말 재미있었어.
A: 그래? 뭐가 가장 좋았니?
B: 특수 효과. 그것들은 아주 멋졌어. 난 그것을 또 봐도 괜찮을 것 같아.
① 뭐가 가장 좋았니?
② 네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뭐니?
③ 그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었니?
④ 그 영화 매우 비쌌니?
어휘

þ effect 효과 
þ fantastic 환상적인

þ promote 홍보하다 
þ costly 비용이 큰, 대가가 큰 

소재 적중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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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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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영역 Communication

난이도 5 4 3 2 1

정답 상세 해설

③ A가 방학이 빨리 지나갔다는 취지로 방학이 끝남을 아쉬워하는데, B는 ‘That’s the word’라고 A의 말에 맞장구
를 치며 방학이 dragged on(너무 오랫동안 계속 되었음)이라고 방학이 너무 오래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대화의 
흐름상 어색하다. 

오답해설

① 긴장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냉정을 잃지 말라(stay cool)이라고 조언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tie the knot은 ‘결혼하다’라는 뜻이므로, B가 그들이 언제 결혼하는지 묻는 응답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right on the tip of one’s tongue’은 ‘말이 혀끝에서 뱅뱅 돈다’는 뜻으로, 외국어 단어를 묻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을 때 적절한 대답이다. 

해석

① A: 나는 오늘 해야 하는 연설이 너무 긴장돼.
   B: 가장 중요한 것은 냉정을 잃지 않는 거야.
② A: 그거 아니? 민수와 유진이가 결혼을 한 대!
   B: 잘됐다! 언제 결혼한대?
③ A: 2개월의 방학이 마치 일주일처럼 지나갔어. 새 학기가 코앞이야.
   B: 맞아. 방학이 몇 주 동안 계속 되었어.
④ A: 프랑스어로 ‘물’을 어떻게 말하니?
   B: 혀끝에서 뱅뱅 도는데, 기억을 못하겠어.

어휘

þ tie the knot 결혼하다 
þ around the corner 코앞이다 
þ drag on 질질 끌다

þ on the tip of one’s tongue 말이 혀끝에서 뱅뱅 
돈다

정답 선지 적중 영역

관용어 대사전

정답 외 참고



성정혜� VISUAL� 영어

수험의� 시작과� 끝은� 기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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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영역 Micro Reading>내용 불일치

난이도 5 4 3 2 1

정답 상세 해설

남녀 간의 대화 주제와 방식의 차이에 관한 글이다. 본문 중반에서 “Women’s conversations range from movies 
to family ~, but sports are notably absent(여성들의 대화는 건강에서부터 그들의 집, 정치에서부터 패션, 영화에
서부터 가족, 교육에서부터 관계상의 문제점까지의 범위에 이르지만 스포츠는 현저히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여성들의 대화의 주제에서 스포츠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②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지문 키워드 #대화 #conversation #가십 #gossip

오답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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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첫 번째 문장에서 남자들의 생각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③ 본문 중반 “women also tend to move quickly from one subject to another in conversation(여성들은 
또한 대화에서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빨리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을 통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마지막 문장의 내용을 통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석

여성들은 수다의 전문가들이며 그들은 항상 사소한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혹은 적어도 그것이 남성들이 항상 
생각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일부 새로운 연구는 여성들이 여성들에게 말을 할 때, 그들의 대화는 시시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남성들이 다른 남성들과 말할 때보다 여러 가지 더 많은 주제(최대 40가지의 주제)를 다룬다고 말한다. 
여성들의 대화는 건강에서부터 그들의 집, 정치에서부터 패션, 영화에서부터 가족, 교육에서부터 관계상의 
문제점까지의 범위에 이르지만 스포츠는 현저히 없다. 남성들은 더 제한된 범위의 주제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것들로는 일, 스포츠, 농담, 자동차, 그리고 여성이다. 1,000명 이상의 여성을 인터뷰한 심리학자인 
Petra Boynton 교수에 따르면, 여성들은 또한 대화에서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빨리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성은 대개 더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주제에 머물러 있는다. 직장에서, 이러한 차이는 남성들에게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이 다른 일은 제쳐두고 논의되고 있는 주제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것은 또한 
회의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논의되어야 할 때 때때로 집중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휘

þ expert 전문가 
þ gossip 수다를 떨다, 험담[남 얘기]을 하다
þ trivial 사소한, 하찮은
þ frivolous 시시한, 하찮은
þ notably 현저히, 특히

þ absent 없는, 부재의
þ stick to 굳게 지키다, 고수하다
þ psychologist 심리학자 
þ concentrate 집중하다 
þ several 여러, 몇 

소재 적중 영역

매일 3문 독해
실력완성
Day22

고퀄모의고사
9회



성정혜� VISUAL� 영어

수험의� 시작과� 끝은� 기출입니다.

정답 ②

영역 Logical Reading>삭제

난이도 5 4 3 2 1

정답 상세 해설

주어진 글의 선택지 이전에 소재와 주제를 파악해야 한다. 15세기 철학을 중심소재로, 그 경계가 없음을 먼저 제시하
고 있다. 이후에, 글 전체를 통해 15세기 아리스토텔레스 작품이 철학과 과학적 인식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②에서는 전체 글의 소재와 연관이 없는 ‘인쇄기의 힘’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글의 흐름상 아리스
토텔레스 작품의 영향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지문 키워드 #자연과학 #아리스토텔레스

오답해설

① 앞서 언급된 ‘자연과학’의 발달의 중심 역할을 한 아리스토텔레스 작품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흐름상 알맞다.
③ 15세기 아리스토텔레스 작품의 영향 및 중요성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흐름상 알맞다.
④ 아리스토텔레스 작품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흐름상 알맞다.

해석

15세기에는 과학, 철학, 그리고 마술에 구분이 없었다. 세 가지 모두는 ‘자연 철학’이라는 공통 주제 하에 포함되어 
있었다. ① 고전 작가들, 가장 중요하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의 회복이 자연 철학 발달의 중심에 있었다. ② 
인문주의자들은 그들의 지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인쇄기의 힘을 재빨리 깨달았다. ③ 15세기 초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과 과학에 대한 모든 학자적 견해의 기초였다. ④ Averroes와 Avicenna의 아랍어 번역본과 주석에 생생히 
살아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류와 자연 세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시각을 제공했다. Physics, Metaphysics, 
그리고 Meteorology와 같은 그의 남아 있는 문서들은 학자들에게 자연 세계를 창조한 힘을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도구를 제공했다.

어휘



성정혜� VISUAL� 영어

수험의� 시작과� 끝은� 기출입니다.

þ philosophy 철학 
þ heading 주제 
þ recovery 회복 
þ Aristotle 아리스토텔레스
þ humanist 인문주의자 
þ press 인쇄 
þ scholastic 학자의

þ speculation 짐작 
þ commentary 해설
þ Averros 아랍학자 
þ Avicenna 아랍의 의사
þ perspective 관점 
þ logical 논리적인 
þ tool 도구 

소재 적중 영역

기적사 시즌1
Day 5 

기적사 시즌5
Day 15



성정혜� VISUAL� 영어

수험의� 시작과� 끝은� 기출입니다.

정답 ③

영역 Grammar

난이도 5 4 3 2 1

정답 상세 해설

③해당 문장에서 본동사는 연결사가 없으므로 단 하나여야 한다. 해당문장에서는 조동사 뒤에 be동사와 일반동사인 
vary가 함께 사용되었으므로 옳지 않다.  ‘vary’는 ‘ (상황에 따라) 달라지다[다르다]’라는 뜻의 자동사로 쓰여 be동사
없이 조동사 will 다음에 바로 위치해야 한다. 따라서 ‘will vary’가 되어야 한다. 또는 해석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will be various로 동사 vary 대신에 various라는 형용사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의미는 ‘다양해 질것이다’로 쓰일 수 
있다.  

오답해설

① ‘following’은 ‘~다음의, 후의’라는 뜻의 분사형 전치사이다. ‘of + 추상명사’는 ‘형용사’의 뜻으로 쓰인다.
② ‘be considered to be 명사/형용사’는 ‘~로 여겨지다’라는 뜻으로 ‘to be 명사/형용사’가 보어로 알맞게 
사용되었다.
④ 카메라는 만들어진 대상이므로 수동태 ‘was created’가 알맞게 쓰였고, 행위자는 전치사 by를 이용해 적절히 
표시했다.

해석

① 지진 후의 화재는 보험 회사에게 특별한 관심사이다.
② 워드프로세서는 과거에 타이피스트를 위한 궁극적인 도구로 여겨졌다.
③ 현금 예측에서 수입의 요소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④ 세계 최초의 디지털카메라는 1975년 Eastman Kodak 사의 Steve Sasson에 의해 만들어졌다.

어휘

þ following 다음의, 후의
þ ultimate 궁극적인, 최후의
þ forecast 예측 

þ vary 다르다 
þ circumstance 상황 

정답 선지 적중 영역

기적사 
High-End
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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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외 참고

① 기본서 p.341, 183 / 빅문법 074, 125
② 기본서 p.58 / 빅문법 015
④ 기본서 p.116 / 빅문법 048



성정혜� VISUAL� 영어

수험의� 시작과� 끝은� 기출입니다.

정답 ②

영역 Vocabulary 

난이도 5 4 3 2 1

정답 상세 해설

빠른 성장을 해 오던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감소되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이 빈칸에 
들어가야 한다. 빈칸 이후 문장에서 ‘중국이 세계 경제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의 원천’이었다는 진술이 제시되
고 있으므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감퇴는 세계 경
제의 감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빈칸에는 ‘② weigh on(압박하다)’가 가장 적절하다. 또한, 해당 문제의 선택지인 
③ lead to와 ④ result in은 ‘~을 초래하다, ~이 결과가 되다’는 의미로 유의어 관계이다. 따라서 해당 선택지가 정
답이 된다면, ‘이중정답’사례에 해당되므로, 선택지간의 의미를 분석해서 빈칸의 범위를 좁혀나가는 것도 주요한 객관
식 접근 방법이다. 빈칸이후에 어휘가 ‘growth'가 아니라 ’slow down'이라면, 문맥의 의미가 정반대가 되어서, ‘lead 
to slowdown, result in slowdown'등도 문맥상 의미가 통하므로, 빈칸 앞뒤문맥 파악에 주의해야 한다. 

지문 키워드 #중국 #경제 성장

오답해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중국 경제의 감퇴가 세계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흐름상 적절하지 않다.

해석

역사적으로 빠른 속도의 성장으로부터 중국 경제의 감퇴는 오랫동안 다른 곳의 성장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예일 대학교의 Stephen Roach는 “30년 동안 10% 성장을 해온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 많은 
것들에 대한 원동력의 강력한 원천이었다”라고 말했다. 성장률이 공식적 수치인 약 7%로 감소했다. Mr. Roach는 
“그것은 확실한 감속이다”라고 덧붙였다.
➀ 속도를 증가시키다
➁ 압박하다
➂ ~로 이어지다
➃ 결과적으로 ~이 되다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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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þ growth 성장 
þ elsewhere 다른 곳에서
þ source 원천 
þ official 공식적인
þ figure 수치 

þ concrete 사실에 의거한 ,확실한, 분명한
þ deceleration 둔화 
þ weigh on 짓누르다 
þ lead to ~의 결과가 되다
þ result in ~의 결과가 되다

소재 적중 영역

기적사 시즌1
Day 17

단원별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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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의� 시작과� 끝은� 기출입니다.

정답 ④

영역 Vocabulary

난이도 5 4 3 2 1

정답 상세 해설

본문 초반에서 본문의 'work remotely', 'The more trust you bestow', 와 'Giving away responsibility'를 통해 
지도자가 직원들에 자율성을 더 허용한다는 것 관리자들이 점점 더 원격으로 일하게 됨을 언급하고 있다, 빈칸 이후 
내용에서 그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주고 책임을 부여하라고 제안하고 있으므로, 문맥상 빈칸에 가장 적절한 표현은 
‘④ autonomy(자율성)’이다.

지문 키워드 #책임 #responsibility #신뢰 #trust 

오답해설

① 업무량에 관한 제안은 본문에서 제시되지 않는다.
② 본문에서는 ‘신뢰’와 ‘책임’을 부여하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것이 보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③ 본문에서는 관리자들에게 더 많은 ‘신뢰’와 ‘책임’, 즉 자율성을 부여하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한’은 본문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표현이므로 오답이다.

해석

점점 더 많은 관리자들이 원격으로 일하거나, 컨설턴트와 프리랜서들뿐만 아니라 국가 전역 혹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팀과 함께 일하게 됨에 따라, 당신은 그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주어야 할 것이다. 당신이 더 많은 신뢰를 
줄수록,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더 많이 신뢰한다. 나는 직업 만족도와 매 순간 그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이도 그들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율권을 부여받는지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확신한다.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주는 것은 당신의 조직이 더욱 매끄럽게 운영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해주어서 당신이 더 큰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① 업무
② 보상
③ 제한
④ 자율성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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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 remotely 원격으로, 멀리 떨어져
þ scattered 산재한, 흩어진
þ bestow 주다, 수여하다
þ empower 자율권[권한]을 주다
þ correlation 상관관계

þ execute 실행하다 
þ restriction 제한 
þ autonomy 자율성, 자주성

소재 적중 영역

고퀄모의고사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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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의� 시작과� 끝은� 기출입니다.

정답 ①

영역 Macro Reading>요지

난이도 5 4 3 2 1

정답 상세 해설

유대교의 교리에 기초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를 설명하는 글로, 본문 중반의 “Our job as human beings, she 
says, “is to mend what’s been broken. It’s incumbent on us to not only take care of ourselves and 
each other but also to build a better world around us(인간으로서 우리의 임무는 “망가진 것들을 고치는 것이
다. 우리 자신과 서로를 돌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더 나은 세계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그
녀는 말한다.).”를 통해,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인간인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We should work to heal the world(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이다.

지문 키워드 #유대교 #Judaism #선 #goodness

오답해설

② 공동체의 기능에 관해서는 글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③ 선을 믿음으로 여기는 것보다는 선을 행동으로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이다.
④ 본문 마지막에서 교회의 공헌의 예시를 설명하고는 있지만, 이는 인간이 행해야 할 선한 행위에 대한 예시이므로 
글 전체의 요지로는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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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유대교에서, 우리는 주로 우리의 행위에 의해 정의된다”라고 몬트리올에 있는 Temple Emanu-El-Beth-Sholom의 
고위 라비 Lisa Grushcow는 말한다. “당신은 정말로 탁상공론뿐인 공상적 박애주의자가 될 수는 없다.” 이 개념은 
유대교의 tikkun olam이라는 관념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세상을 치료한다”라고 번역된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임무는 “망가진 것들을 고치는 것이다. 우리 자신과 서로를 돌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더 나은 세계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이 철학은 선을 봉사에 기초한 무언가로 개념화한다. “내가 좋은 
사람인가?”라고 묻는 것 대신에, 당신은 “세상에서 어떤 선을 내가 행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싶을 것이다. 
Grushcow의 교회는 그들의 공동체 내외부에서 이러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다. 예를 들어, 그들은 1970년대에 
베트남 출신의 두 난민 가족이 캐나다로 오도록 후원했다.
①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
② 공동체는 피난처로서 기능해야 한다.
③ 우리는 선을 믿음으로 개념화해야 한다.
④ 교회는 공동체에 기여해야 한다.

어휘

þ largely 크게 
þ define 정의하다 
þ Judaism 유대교 
þ rabbi 라비, 유대교 율법학자 
þ armchair 탁상공론의, 이론뿐인

þ do-gooder 공상적 박애주의자
þ incumbent 의무인, 책무인
þ conceptualize 개념화하다
þ refugee 난민
þ shelter 피난처 
þ contribute 공헌하다, 기여하다 

소재 적중 영역

기적사 시즌1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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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영역 Logical Reading>연결사

난이도 5 4 3 2 1

정답 상세 해설

연결사 빈칸 문항의 경우 선택지를 단순화해서, 신속 정확하게 푸는 방식 적용에 정형화 된 유형이다. 해당은 (A) 이
전 내용에서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에 대한 장점 한 가지(미래에 대한 불안 감소)를 설명한 후, (A) 문장에서 부정적
으로 사고하는 것의 또 다른 장점(현재 가진 것에 대한 감사)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순접에 해당되며, 빈칸에는 ‘게다
가’라는 의미의 Furthermore 또는 Besides가 적절하다.
(B) 이전 내용이 부정적 사고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B) 문장은 긍정적 사고의 단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앞 내
용과 대조적인 내용이 역접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by contrast(대조적으로)가 가장 적절
하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지문 키워드 #사고 #thinking #긍정적 사고 #positive thinking #부정적 사고 #negative thinking

오답해설

① (A) 전후 내용이 양보 관계가 아니므로 Nevertheless(그럼에도 불구하고)는 (A)에 어색하다.
② (B) 이후 내용이 이전 내용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아니므로 for example(예를 들어)는 옳지 않다.
④ (A) 전후 내용이 역접 관계가 아니므로 However(그러나)는 빈칸에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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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고대 철학자들과 종교적 스승들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성공을 위한 노력 및 안정과 
실패에 대한 개방성 및 불확실성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스토아학파는 “악한 것들에 대한 사전 계획”, 
즉 의도적으로 최악의 경우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을 권고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는 경향이 있다. 
당신이 현실에서 일들이 얼마나 나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침착하게 생각해 볼 때, 당신은 대개 당신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결론짓는다. (A) 게다가, 당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관계와 소유물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 
지금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증가시킨다고 그들은 말했다. (B) 대조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는 항상 
미래에만 기대어 현재의 즐거움을 무시한다.
① 그럼에도 불구하고 – 게다가 
② 게다가 – 예를 들어 
③ 게다가 – 대조적으로 
④ 그러나 - 결론적으로

어휘

þ spiritual 영적인
þ optimism 낙관주의 
þ pessimism 비관주의 
þ striving 분투 
þ openness 열린 마음
þ uncertainty 불확실성
þ premeditation 사전 계획, 미리 사고하기 
þ deliberately 고의적으로 

þ anxiety 걱정 
þ soberly 냉정히 
þ conclude 결론내리다 
þ cope 감당하다, 극복하다, 해결하다, 견디다 
þ note 언급하다 
þ possession 소유물 
þ gratitude 감사함 

소재 적중 영역

기적사 시즌2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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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영역 Logical Reading>삽입

난이도 5 4 3 2 1

정답 상세 해설

주어진 문장에서 ‘more than financial security’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전 내용에 ‘재정’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
해야 함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재정 이상’이라고 했으므로, 이후에는 재정적 안정화 이외에 ‘일’이 주는 효과에 대
하서 언급한 내용이 이어짐을 유추할 수 있다. 본문에서 재정과 관련된 내용은 ② 이전 문장에서 ‘paychecks(임금)’
이 언급되며, 이에 이어지는 글에서는 ‘재정 이상’의 일이 주는 것으로 ‘self-confidence'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
한 위치는 ②가 적절하다.

지문 키워드 #일 중독자 #workaholic #직업 #job

오답해설

① 이전 내용에 재정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지 않으므로 오답이다.
③ 이전 내용은 ‘자신감’에 관련된 내용으로 ‘financial security’와는 거리가 멀다.
④ 이전 내용은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financial security’와는 거리가 멀다.
해석

왜 일 중독자들은 그들의 일을 그렇게나 많이 좋아할까? 대부분 일하는 것이 어떤 중요한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 ① ) 그것은 사람들에게 임금을 제공한다. 즉,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인 것이다. ( ② ) 그리고 일하는 것은 재정적 
안정성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준다. 그들은 자신들이 힘든 일을 해내고 “내가 그것을 
했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만족감을 느낀다. ( ③ ) 심리학자들은 일이 또한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준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아감과 개성감을 얻기 위해 일한다. ( ④ ) 게다가, 대부분의 일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식을 제공한다. 일은 긍정적인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마도 일 중독자들은 그들의 일에 
대해 강박적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중독은 안전하고, 심지어는 이로운 것인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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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þ financial 재정적인
þ advantage 이득 
þ earn a living 생계를 유지하다
þ self-confidence 자존감
þ claim 주장하다 
þ identity 정체성 

þ individualism 개성
þ in addition 게다가 
þ acceptable 허용할 수 있는
þ addiction 중독 
þ compulsive 충동적인
þ advantageous 유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