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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밑줄 친 부분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Buyers and sellers may be ① scattered over the
whole world and instead of actually ② meet together
in a market-place they may ③ deal with one another
④ by telephone, telegram, cable or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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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Korean films are entering their heyday and everyone in
the industry can be proud of what they have achieved.
① initiation
③ decadence

② prime
④ perdition

2. 밑줄 친 부분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Children require the feedback ① that we naturally
give ② them when they attempt to mimic us. It's an
essential part of the process of ③ learning language:
④ with it children would not learn language.
3.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 program presented them at the orientation
about risk of injuries.
① provided
② provided
③ provided
④ provided

workers
workers
workers
workers

with information
information
informations
with informations

4. 다음 문장 중 문법적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① The picture reminds me my mother.
② They deprived the man what little money he had.
③ You ought to not have said that yesterday.
④ Those who work in schools and clinics usually work
regular hours.

8.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If you see an animal act strangely out of the blue
without any clear reasons, that may mean an
earthquake or a tsunami is coming.
① all at once
③ down to the wire

② in no time
④ in no way

9.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ll of a sudden, Susan felt tired of her _____________
daily routine and determine that she would leave for
a change.
① unanimous
③ anonymous

② feasible
④ tedious

10.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5.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Aerobic exercises ① are consisted of a ② series of
regular, rigorous programs which enable people ③ to
maintain their daily health and also help ④ them
lessen the risk of heart disease.
6.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What makes it ① worse is the fact that ② because
a traumatic experience in childhood, I am not a
swimmer, and ③ am inclined to be timid ④ before
any large body of water.

A : Who _________________ at your house, your
father or your mother?
B : I think my father does.
A : Why do you think so? The mother usually
controls the family nowadays.
B : My father has the power of spending money and
authority of decision.
A : If your mother pesters your father for more
money, he couldn’t help giving money to her.
Then your mother is the king in your house.
① rules the roost
③ holds water

② spills the beans
④ breaks the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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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e Englishman, who had worked in a factory when he
was seven years old, recalled that his hours were from
five in the morning to eight at night, with one solitary
break of thirty minutes at noon. He remembered that, if
he started to doze off, he would be painfully awakened
by an overlooker whose job was to strap the children.
When stories like this became widely known, people
were outraged. In the 1830s the English government
began making laws to protect child workers. One law
said that no one under the age of nine could work in
the factories. Another law, passed in the 1840s, said
that children under thirteen could work no more than
thirty-six hours a week. Finally in the 1900s England
and other countries passed laws doing away completely
with most child labor.
① a way to fight against drowsiness
② the difficulty of child workers' lives
③ the development of laws on child labor
④ examples of child abuse by an overlo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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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I had always thought of hurricanes as something
mankind could do without. But recently I learned that
they are necessary to maintain a balance in nature.
These tropical storms, with winds up to 150 miles an
hour accompanied by torrential rains, glaring lightning,
and roaring thunder, can be devastating. Yet scientists
tell us they are tremendously valuable. They dissipate
a large percentage of the oppressive heat which builds
up at the equator, and they are indirectly responsible
for much of the rainfall in North and South America.
Meteorologists therefore no longer use cloud-seeding
techniques to prevent them from being formed. They
are convinced that hurricanes ____________________.
① can be prevented
② are on the increase
③ are powerful storms
④ do more good than harm
14.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12. Tina McElroy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
는 것은?

Born in Macon, Georgia, in 1949, the youngest of five
children, Tina McElroy grew up listening to her
mother read books and to her grandfather tell stories.
She earned an English degree from Spelman College in
Atlanta in 1971. After graduating, she joined the
Atlanta Constitution’s copy desk - the first black
woman on the newspaper’s staff. In nearly two
decades with the daily, she supervised news design,
wrote entertainment features, and reported news. She
also worked as an editor and copy editor for the
Charlotte Observer in North Carolina. In 1982, she
began writing freelance articles and newspaper
columns. She instructed people at writing workshops
at Brunswick College, Spelman College, and Emory
University. She contributed to the CBS Sunday
Morning program her “Postcards from Georgia.”
Georgia 주에서 다섯 아이 중 막내로 태어났다.
➁ Spelman College에서 영문학 학위를 취득했다.
➂ Atlanta Constitution 최초의 흑인 여성 직원이었다.
➃ 1982년에 자유 계약으로 기사 쓰는 일을 그만두었다.
➀

You may think you found the ultimate answer to
career choices or maybe you're as confused as ever.
Regardless of the side you're on, the best advice for
navigating these important life choices is this :
__________________________. As smart and dedicated
as you may be, you just can't predict the future.
Some of the most successful professionals in any
imaginable field could never ever have predicted what
they actually do today. Why? Because when they
were in high school, those jobs didn't even exist. It
was not too long ago that there were no such things
as the Internet, cell phones, or any of the other new
tools that are so critical to so many jobs today. Being
open-minded increases future opportunities.
① Focus on what you are good at
② Acknowledge your own limitations
③ Build your strength through regular practice
④ Take a flexible attitude toward career ch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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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Several studies have found that pet owners have lower
blood pressure, a reduced risk of heart disease, and
lower levels of stress. Pets can also be a plus in the
workplace. A study found that in the course of workday,
stress levels decreased for workers who brought in their
dogs. The differences in perceived stress between days
the dog was present and absent were significant. The
employees as a whole had a higher job satisfaction than
industry norms. Having a dog in the offic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general atmosphere, relieving
stress and making everyone around happier. Pet
presence may serve as a low-cost wellness solution
readily available to many organizations.
① Why Your Pets Need Special Care
② Pets as Stressors in Organizations
③ Safer Choice: Let Dogs Stay at Home
④ Having Pets: Well-being in the Workplace
16.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How men first learned to invent words is unknown. In
other words, the origin of language is a mystery.
(A) Those sounds, whether spoken or written in
letters. We call words. The power of words,
then, lies in their associations ― the thoughts
they bring up when we hear the words.
(B) However, we know that men, unlike animals,
invented certain sounds to express thoughts and
feelings so that they coul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that later they invented certain signs,
called letters, in order to write down those sounds.
(C) So, the longer we live, the more words recall to
us the glad and sad events of our past; and the
more we read and learn, the more the number of
words that mean something to us increases.
① (A) - (B) - (C)
③ (B) - (C) - (A)

② (B) - (A) - (C)
④ (C) - (A)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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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글에 드러난 Daniel 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aniel saw other boys on the first day of high
school. He carefully observed the clothes that they
were wearing, many of which didn’t look better than
his. Daniel had chosen jeans and a tight shirt to
show off his shape and sneakers to be more active.
He had worn the wrong thing before and looked
different from the other boys. So he had never been
popular in school. However, Daniel had worked so
hard to lose weight. He had lost twenty pounds by
jogging every morning and swimming after school.
Now he was as thin and strong as any other boy and
didn’t feel like a fish out of water any longer. He
approached the boys he saw gathering on the
playground and talked to them without any hesitation.
① bored and angry
③ sorry and regretful

② proud and confident
④ envious and jealous

18. 주어진 글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In the late 1840s, Abraham Lincoln journeyed to and
from Washington via a Great Lakes steamship while
he was serving in Congress. On one occasion, the
steamship got stuck on a sandbar.
(A) When he got back to his law office in Illinois, he
began working on a device that would do just
that. He made the model of the device in
between the court appearance while talking to his
law partner about how it would revolutionize
shipping on the nation’s inland waters.
(B) He succeeded in making the device and got a
patent: Patent #6469, “Manner of Buoying
Vessels.” Unfortunately, Lincoln’s invention
proved impractical and was never manufactured,
but it gave Lincoln the title of “the only
president to hold a patent.”
(C) All the passengers and cargo had to be unloaded
to float the ship over the sandbar, and it was a
long and boring process. This gave Lincoln an
idea: What if there was a way to float the boat
over the sandbar without having to empty it out
and reload it?

① (A) —(C) —(B)
③ (B) —(C) —(A)

② (B)
④ (C)

— (A) — (C)
— (A)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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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Langston Hughes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In the early years of his life, Langston Hughes lived in
six cities as his mother took him from one city to
another. Raised by his mother and grandmother, Hughes
had no contact with his father. He graduated from high
school in Cleveland, Ohio, and his first published poem
received a favorable review. However, there was no
money for a college education, so he worked as a
steward on a ship as well. One evening the dining room
had a famous poet, Vachel Lindsay. Hughes slipped
three of his poems under the dinner plate. Lindsay was
so moved with the poems that he announced to the
newspaper the following day that he had discovered an
African American busboy poet. This resulted in a
scholarship to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for him.
Before graduation, he published two books of his poetry.
① 어머니와 할머니에 의해 키워졌다.
② 처음 출판된 시가 호평을 받았다.
③ 배의 승무원으로도 일을 했다.
④ Lindsay에게 시를 보여 주었지만 감동을 주지 못했다.
20. 다음 Gustav Klimt에 관한 다음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Gustav Klimt was one of the most innovative and
controversial artists of the early twentieth century. He
studied at the State School of Applied Arts in Vienna.
In the 1880s and 1890s he produced murals for public
buildings in the prevailing classical-realist style.
Klimt's style grew increasingly experimental, however,
and his murals for Vienna University, commissioned by
the State in 1894, were roundly attacked by critics for
their fantastical imagery and their bold, decorative
style. Partly in response to this reaction, in 1897 Klimt
helped form the Secession, a group of artists dedicated
to challenging the conservative Academy of Fine Arts.
Klimt's mature style combined richly decorative surface
patterning with complex symbolism.
① 20세기 초반의 전통을 고수하는 화가였다.
② 공식적인 미술 교육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③ 공공건물의 벽화 그리는 일을 담담했다.
④ 보수적 학파를 지지하는 단체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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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②

6. [정답] ②

[해설] ② meet together → meeting together

[해설] ② because는 접속사로 뒤에 절이 와야 한다.

meet가 instead of(구전치사)의 목적어라이

뒤에

다.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동명사가 와야 한다.

childhood)가 왔으므로 because를 구를 이끄

① 구매자와 판매자는 scatter(을 흐트러뜨리다)의 대상

구

(a

traumatic

experience

in

는 전치사 because of로 바꿔야 맞다.

이므로 수동태가 옳다. 참고로 scatter는 ’흩어지다
‘의

자동사적

의미도

있다.

ex.)

The

crowd

scattered. (군중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7. [정답] ②
[해석] 한국 영화는 전성기를 향해 돌진하고 있고 모든

③ deal with는 ’거래하다‘의 의미이므로 문맥상 적절하다.

영화업계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이룩한 성과에 자

④ by뒤의 통신이나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명사는 추상

부심을 느끼고 있다.

적 개념으로 간주하므로 무관사이다. 그러나 소유격

[해설] ① initiation 개시

이나 관사가 붙는 경우에는 on 또는 in을 쓴다. ex.)

② heyday 전성기(=prime)

on the phone, in my car, in a bus 등

③ decadence 타락, 퇴폐
④ perdition

파멸, 지옥

2. [정답] ④
[해설] ④ with → without
'~이 없다면‘의 의미이므로 without을 써야 한다.

8. [정답] ①
[해석] 어떤 뚜렷한 이유 없이 동물이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본다면, 지진이나 쓰나미가 오고
있다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3. [정답] ①
[해설] 빈칸은 The program을 주어로 하는 동사가 필
요한자리이다,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어휘] ① out of the blue 갑자기 (=all of a sudden,
all at once)

제공하다‘라는 구문이며, information은 셀수

② in no time 즉시

없는 동사이므로 복수형태가 나올 수 없다.

③ down to the wire 최후까지
④ in no way 결코 ~이 아니다

4. [정답] ④
[해설] ① me my mother → me of my mother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의
표현이므로 전치사가 필요하다.
② the man what little money he had
→ the man of what little money he had
[deprive A of B] 'A에게 B를 빼앗다‘의 적절
한 표현으로 전치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
해야 한다.
③ ought to not have said → ought not to
have said

9. [정답] ④
[해석] 갑자기 Susan은 그녀의 단조로운 일상에 싫증이
났고 변화를 위해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해설] 싫증이 났다는 말과 변화를 위해 떠났다는 말 사
이에 부정적인 혹은 지루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문맥상 가장 적절하다.
[어휘] unanimous 만장일치의

feasible 실행 가능

한
anonymous 익명의

tedious 지루한, 단

조로운

ought to Ⓡ의 부정은 ought not to Ⓡ이다.
④ Those who~ ‘~한 사람들’의 의미로 복수동
사의 쓰임이 적절하다.

10. [정답] ①
[해설] rule the roost : 닭장을 지배하다. 즉 ‘한 집단
의 우두머리가 되다’, ‘가정에서 지배권을 쥐다’라

5. [정답] ①
[해설] ① are consisted of → consist of
consist of는 수동태 전환이 불가능하다.

는 뜻이다.
[해석] A : 누가 집에서 실세지, 아빠야, 엄마야?
B : 아빠인 거 같은데.
A : 왜 그렇게 생각해? 요즘 일반적으로 엄마가
실세인데.
B : 아빠가 지출이라든지 결정의 권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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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특집 기사를 쓰고,

뉴스를 보도했다. 그녀는

A : 만약 엄마가 아빠에게 돈 더 달라고 바가지

또한 North Carolina 주에 있는 ‘Charlotte

긁으면, 안 주고는 못 배길걸. 그렇다면 너

Observer’에서 편집자이자 교열 담당자로 일했

의 엄마가 집에서 왕이지.

다. 1982년에 그녀는 자유 계약으로 기사와 신

[어휘] spill the beans 비밀을 누설하다

문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Brunswick

hold water 이치에 맞다

College,

break the ice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리다

University의 글쓰기 워크숍에서 사람들을 가르
쳤다.

11. [정답] ③
[해석] 일곱 살 때 공장에서 일을 했었던 한 영국인이
그의 노동시간은 새벽 5시부터 밤 8시까지였고,
정오에 30분간의 유일한 휴식이 있었다는 사실
을 상기시켰다. 그는 만약 그가 깜빡 졸기 시작
하면 아이들을 가죽 끈으로 때리는 것이 일인 감
독관에 의해서 고통스럽게 잠에서 깨어나곤 했었
다고 기억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널리 알려

Spelman
그녀는

College,

자신의

그리고

‘Postcards

Emory
from

Georgia’를 CBS의 ‘Sunday Morning’ 프로그
램에 기고했다.
[해설] 소설가, 영화제작자, 교육자, 그리고 저널리스트
인 Tina McElroy의 생애와 경력을 소개하는 글
로 1982 년에 자유 계약 기사와 신문 칼럼을 쓰
기

시작했다고

했으므로(began

writing

freelance articles and newspaper columns)
➃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졌을 때, 사람들은 격분했다. 1830년대에 영국
정부는 아동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13. [정답] ④

만들기 시작했다. 한 가지 법안은 9세 이하의 어

[해석] 나는 허리케인이 인류가 그것이 없이도 살 수 있

떤 아동도 공장에서 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

는 것으로 항상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에 나는

다. 1840년대에 통과된 또 다른 법은 13세 이하

허리케인이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인 아이들이 일주일에 36시간 이상을 일할 수

는 것을 배웠다. 바람이 시속 150마일까지 불고

없도록 명시했다. 마침내 1900년대에 영국과 다

폭우와 번쩍이는 번개 그리고 굉음을 내는 천둥

른 나라들이 대부분의 아동 노동을 완전히 폐지

을 동반한 이 열대성 폭풍은 엄청난 피해를 입힐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수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허리케인이 아주 가

[해설] 일곱 살 때 공장에서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치가 있다고 말한다. 허리케인은 적도에서 축적

한 영국인의 일화를 통해 아동 노동 문제가 세상

되는 숨막힐 듯한 더위의 많은 부분을 흩어져 없

에 알려지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들이 통

어지게 하고 남북 아메리카의 강우량의 상당 부

과되었던 과정을 보여주는 글이다. 따라서 이 글

분을 가져오는데 간접적으로 기여를 한다. 따라

의 주제로 ③ ‘아동 노동에 관한 법률의 발달’이

서 기상학자들은 허리케인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

가장 적절하다.

하기 위해 구름 씨뿌리기 기법을 더 이상 사용하

① 졸음과 싸우는 방법

지 않는다. 기상학자들은 허리케인이 해보다는

② 아동 노동자들의 생활의 어려움

이로움을 더 준다고 확신한다.

④ 감독관에 의한 아동 학대 사례들

[해설] 강한 바람, 폭우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허리케인
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적도의 더위를 약

12. [정답] ➃
[해석] 1949년에 Georgia주의 Macon에서 다섯 아이
중 막내로 태어난 Tina McElroy는 어머니가 책
을 읽어 주고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 주는 것
을 들으며 성장했다. 그녀는 1971년에 Atlanta

화시키고 남북 아메리카에 많은 비를 가져오는
등 많은 이로움도 있다는 것을 필자가 깨달았다
는 것에서 답을 찾는다. ① 예방 할 수 있다. ②
증가하고 있다. ③ 강력한 폭풍이다. ④ 종종 방
향을 바꾼다.

의 Spelman College에서 영문학 학위를 취득했
다. 졸업 후에 그녀는 ‘Atlanta Constitution’의

14. [정답] ④

카피 데스크에 합류했는데, 그 신문사 최초의 흑

[해석] 당신은 직업 선택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찾았다

인 여성 직원이었다. 그 일간지에서 일하는 거의

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또는 아마도 늘 그렇듯이

20년 동안 그녀는 뉴스 디자인을 관리하고, 연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당신이 어느 쪽에 있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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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이 중요한 삶의 선택의 방향을 찾기 위한

낌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음(音)을 만들었고, 그

최고의 조언은 직업 선택에 대해서 융통성 있는

이후에 그러한 음을 표기하기 위해 문자라고 불리는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

어떤 기호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고 헌신적이라도, 당신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

(A) 그렇게 구두로 된 음이든 혹은 문자로 쓰여진 음이

다. 상상할 수 있는 어느 분야에서든 가장 성공

든, 어느 것이든지를 우리는 말이라고 한다. 그런

적인 전문가들 중에 몇몇은 그들이 현재 실제로

데, 말의 위력은 연상 - 우리가 말을 들었을 때 우

하고 있는 것을 절대 예측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생각 - 에 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C) 따라서,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더 많은 말

그러한 직업들은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들이 우리에게 과거의 기쁘고 슬픈 일들을 떠올리

인터넷 , 휴대전화, 또는 오늘날의 매우 많은 직

게 하고, 우리가 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다른 새로운 도구들 중 어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에게 무언가를 의미

떤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은 존재한지 그리 오래

하는 말의 수는 더욱 더 증가한다.

되지 않았다.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은 미래의 기
회를 증가시킨다.

[해설] 이 글은 언어의 기원에 관한 글인데, 인간이 생
각을 표현할 소리(sound)와 기호인 문자(letter)

[해설] 직업 선택에 있어서는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를 고안해 낸 경위(B)를 설명하고, 그런 말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며, 열린 마음을 갖는 것

(words)이 갖는 연상(association)이라는 위력을

이 미래의 기회를 증가시킨다고 했으므로 빈칸에

언급하면서(A), 그 연상이 갖는 의의를 부연설명

는 ④ ‘직업 선택에 대해서 융통성 있는 태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순서는(B)-(A)-(C)가 가

취하라’는 내용이 적절하다.

장 적절하다.

15. [정답] ➃

17. [정답] ②

[해석] 몇 몇 연구들은 애완동물 주인들이 더 낮은 혈압

[해석] Daniel은 고등학교 첫날에 다른 소년들을 보았다.

과 감소된 심장병 위험 그리고 더 낮은 수준의

그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유심히 관찰 했는데,

스트레스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애완동

그것 중 많은 옷이 그의 옷보다 더 나아 보이지

물들은 또한 직장에서도 이점이 될 수 있다. 한

않았다. Daniel은 자신의 몸매를 자랑하기 위해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무일 동안 자신들의 개를

청바지와 꽉 끼는 셔츠를, 그리고 더 활동적이기

데려온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스트레스 수치가 더

위해 운동화를 선택했다. 그는 전에는 어울리지

낮아졌다. 개가 (직장에)있는 날과 없는 날의 지

않는 것을 입었었고 다른 소년들과 다르게 보였었

각된 스트레스의 차이는 상당히 컸다. 그 직장인

다. 그래서 그는 학교에서 인기 있었던 적이 없었

들은 전체적으로 업계 기준치보다 더 높은 직업

다. 하지만 Daniel은 체중을 줄이기 위해 매우 열

만족도를 가졌다. 사무실에 개를 데리고 있는 것

심히 운동했다. 그는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방과

은 전체적인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후에는 수영을 해서 20파운드를 뺐다. 이제 그는

스트레스를 경감시켰으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어느 다른 소년만큼 날씬하고 강해졌고 더 이상은

더 행복하게 했다. 애완동물의 존재가 많은 기관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느끼지 않았다. 그는 운

들이 쉽게 활용 가능한 저비용의 건강 대책으로

동장에 모여 있는 것을 본 소년들에게 다가가서

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망설임 없이 말을 걸었다.

[해설] 직장에서 애완동물과 함께 있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여 주는 등의 이점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해설] 이전에는 살이 쪄서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고
인기도 없었지만 체중을 줄여 자신의 몸매를 자
랑하고 더 활동적인 복장을 하며 고등학교 첫날

16. [정답] ②

에 x운동장에 모인 소년들에게 다가가 망설임 없

[해석] 인간이 최초에 어떻게 말을 만들어 내는 것을 배

이 말을 걸었다는 것으로 보아, 글에 드러난

웠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달리 말해서, 언어의

Daniel의 심경으로는 ② ‘자랑스럽고 자신감 있

기원은 불가사의한 것이다.

는’이 가장 적절하다.

(B)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동물과 달리, 인간
은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생각과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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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답] ④

는 Pennsylvania 대학교의 장학금을 받게 되었

[해석] 1840년대 후반에 Abraham Lincoln은 의회에서

다. 졸업하기 전에, 그는 시집 두 권을 출판했다.

(국회의원으로) 일할 때 오대호의 증기선으로 워

[해설] Hughes slipped three of his poems ~ an

싱턴을 오가는 여행을 했다. 어느 때 증기선이

African American busboy poet.에서 Hughes

모래톱에 걸렸다.

는 Lindsay에게 시를 보여 주었고 Lindsay는

(C) 배를 모래톱에서 벗어난 물로 띄우기 위해 모든 승
객과 화물이 하선해야 했고 그것은 길고도 지루한

그 시에 매우 감동받았다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④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과정이었다. 이것은 Lincoln에게 아이디어 하나를
주었다. 배를 완전히 비우고 다시 화물을 싣지 않고

20. [정답] ③

도 배를 모래톱을 벗어난 물로 띄우는 방법이 있으

[해석] Gustav Klimt는 20세기 초반의 가장 혁신적이고

면 어떨까?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화가들 중 한 명이었다. 그

(A) 그가 일리노이의 법률 사무소에 돌아왔을 때 그는

는 Vienna에 있는 주립 응용 미술 학교에서 공부

바로 그것을 할 기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법

를 했다. 1880년대와 1890년대에 그는 만연하는

정에 출두하는 사이사이에 동료와 그것이 국가의

고전적 사실주의 양식으로 공공건물에 벽화를 그

내수면 선적에 어떻게 대변혁을 일으킬 것인지에

렸다. 그러나 Klimt의 그림 양식은 점점 실험적이

관해 이야기하며 그 기구의 모형을 만들었다.

되었고 1894년 주(州)의 의뢰를 받아 Vienna 대학

(B) 그는 그 기구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특허를 받았다.

교에 그린 벽화는 환상적인 이미지와 대담하고 장

그것은 특허 6469번 “선박을 띄우는 방법”이었다.

식적인 양식 때문에 비평가들에게 호되게 비판을

유감스럽게도 Lincoln의 발명품은 실용적이지 않은

받았다. 부분적으로는 이 반응에 대한 대응으로,

것으로

그것은

1897년 Klimt는 보수적인 미술 학파에 도전하는

Lincoln에게 “특허를 가진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데 헌신하는 화가들의 모임인 분리파(Secession)

칭호를 주었다.

를 결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Klimt의 성숙된 미

판명되었고

제조되지

않았지만

[해설] 주어진 글에서는 Lincoln이 탄 증기선이 모래톱
에 걸린 것이 제시되는데, (C)에서 그로 인해

술 양식은 풍성하게 장식된 표면의 문양과 복잡한
상징주의를 결합했다.

Lincoln이 아이디어를 갖게 된 것이 나오고 (A)

[해설] Klimt는 ① 20세기 초반, 전통에 대항하여 대담

에서 그것을 실현할 기구를 만드는 데 착수했다

한 양식으로 작품 활동을 하였으며, ② Vienna

는 내용이 제시된 다음 (B)에서 이 기구를 결국

에 있는 the State School of Applied Arts를

만들어 특허를 받았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다녔다. ④ 보수적인 학파에 도전하는 학파인

알 수 있다.

Secession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19. [정답] ④
[해석] 인생 초년에, Langston Hughes는 어머니가 그
를 이 도시 저 도시로 데리고 다녀서 여섯 개의
도시에서 살았다. 어머니와 할머니에 의해 키워
진 Hughes는 아버지와 연락이 없었다. 그는
Ohio 주의 Cleveland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
했으며, 첫번째로 출판된 그의 시는 호평을 받았
다. 그러나 대학 교육을 받을 돈이 없었으므로
그는 배의 승무원으로도 일을 했다. 어느 날 저
녁에 식당에는 유명한 시인 Vachel Lindsay가
있었다. Hughes는 자신의 시 세 편을 저녁 식
사 접시 밑에 슬며시 넣었다. Lindsay는 그 시
에 매우 감동받아서 그 다음 날 신문에 자신이
식탁을 치우는 일을 하는 사람인 아프리카계 미
국인 시인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으로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