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재석 - 19 서울시 9급 (A 책형) ]
박문각 남부 압도적 1타 - 하프 모강

‘해설 강의’必 참조 - 박문각 남부 온라인
해설 강의 꼭 챙기세요. 답 찾는 법이 보입니다!

01. 어휘 see eye to eye 의견이 일치하다, 마음이 맞다 /
quarrel 다투다 / dispute 논쟁하다 / part 나누다 / agree 동의
하다
정답 ④
해석 적어도 고등학교에서 그녀는 마침내 부모님과 의견이 맞
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02. 어휘 justification 정당화 / account 설명 / deny 부정하
다 / pejorative 경멸적인 / derogatory 경멸적인 / extrovert 외
향적인 / mandatory 의무적인 / redundant 과잉의, 여분의, 실
직한
정답 ①
해석 정당성은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것과 관련된 경멸적 내용은 부정하는 말이다.
03. 어휘 rule out 배제하다 / sanitation 위생 / carrier 전염
병 매개체 / suspect 의심하다 / uncivilized 예의 없는, 미개한 /
cheerful 쾌활한 / volunteer 자진해서 하다
정답 ①
해석 검사 결과 황열병의 원인으로 오물과 위생 불량 등은 제외
됐고, 모기가 의심 가는 매개체였다.
어휘
04.
smallpox 천연두 / diphtheria 디프테리아 /
eradicate 뿌리 뽑다 / curtail 자르다 / hover 맴돌다 / initiate
시작하다 / aggravate 악화시키다
정답 ②
해석 일반적으로 말해서, 2018년에 사는 사람들은 현대사를 인
류역사 전체와 비교했을 때 꽤 운이 좋다. 평균수명은 약 72세에
서 맴돌고, 질병은 불과 1세기 전에 만연하고 치명적이었던 천연
두와 디프테리아는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하거나 완전히 근절되
었다.

05. 어휘 project 계획하다, 돌출하다, 투사하다 / fulfil 이행하
다 / hallucination 환각, 환상 / template 견본, 본보기, 형판(型
板), 본보기판 / inquiry 문의 / commotion 소동
정답 ②
해석 우리의 삶과 결정에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는 과거 사건에
구체적인 패턴이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그것이 이행할 수 없는
확실성에 대한 희망을 역사에 투사하는 것이다.
06. 어휘 press 다리다
해설 ① : what ~ like = how (어떠한가?) ④ : 다음 비행기 시
간이 언제냐는 질문에 45분이 걸릴 거라는 대답은 어색하다.
정답 ④
해석 ① A: 토요일 영화 어땠어?
B: 좋았어. 정말 재미있었어.
② A : 안녕하세요. 셔츠를 좀 다려 주세요.
B: 그래요,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③ A: 싱글룸으로 하시겠습니까, 더블룸으로 하시겠습니까?
B: 아, 저만 있을 거니까, 싱글이면 됩니다.
④ A: 보스턴행 다음 비행기는 몇 시에 있나요?
B: 보스턴까지는 약 45분 정도 걸릴 거예요.
07. 어휘 attribute A to B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 sewing
machine 재봉틀 / cannibal 식인종 / tip 끝 / spear 창
해설 ① : 귀속동사 attribute A to B --> to ② : 전치사 + 관
계대명사 = 관계부사 ③ : 타동사(notice)의 목적절로 쓰인 that
이다. ④ : need는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다.
정답 ①
해석 발명가 엘리아스 하우(Elias Howe)는 재봉틀의 발견을 식
인종에게 붙잡힌 꿈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그의 주위
에서 춤을 출 때 창끝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이것이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디자인적 특징이라는 것을 깨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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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가 잡혀야 영어가 잡힌다 - 동의어/영숙어 노트

08. 어휘 successor 후계자 / USSR 소련 / embark on 시작하
다 / coexistence 공존 / whereby 그것에 의해서 /
confrontational 대립적인
해설
① : emerge는 자동사라서 수동태로 쓸 수 없다. -->
been 삭제 ② : embark on (시작하다) ③ : whereby는 관계부
사로서, 뒤에 완전한 문장을 취한다. ④ : 앞의 복수주어(East
and West)를 받는 복수동사다.
정답 ①
해석
1955년까지 니키타 흐루시쇼프는 구소련에서 스탈린의
후계자로 부상했고, 그는 "평화 공존" 정책에 착수했는데, 이 정
책은 동서양의 경쟁을 계속하되, 대립은 덜 하도록 되어 있었다.
09. 어휘 cephalopod 두족류(頭足類) / cell 세포 / pigment
색소
해설
① : all 뒤에 나오는 가산명사는 복수형을 취한다. ② :
each of the 복수명사 + 단수동사 ③ : 복수 선행사(cells)를 받
는 복수동사가 필요하다. --> contain ④ : 5형식 allow는 ‘allow
목 to do'의 형태를 취한다.
정답 ③
해석 오징어, 문어, 오징어는 모두 두족류다. 이 각각의 동물들
은 피부 아래에 색이 들어있는 염료, 즉 색소가 들어 있는 특별
한 세포를 가지고 있다. 두족류는 이 세포들을 피부 쪽으로 또는
피부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그것의 외모 패턴과 색
을 바꿀 수 있게 해준다.
10. 어휘 maintain 유지하다 / social 사교적인 / bathrobe 목
욕 가운
해설 ① : 이때의 than은 전치사라서 그 뒤에 동명사가 온 것은
적절하다. ② : 열등비교를 만드는 less다. ③ : 뒤의 than과 결합
하는 우등비교 easier다. ④ : 앞의 부정사(to stay home)와 일치
하는 부정사가 필요하다. --> to get
정답 ④
해석 도시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혼자 일하는 것이 더 편안해 질수록, 덜 사교적이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옷을 차려입는 것보다 편안한 운
동복이나 목욕 가운을 입고 집에 있는 것이 더 편하다!
11. 어휘 marginal cost 한계비용 / negligible 무시할 만한 /
implication 함축적 의미 / markup 인상 / copyright 저작권
해설 지문의 key word를 찾으면 ‘정보재, 비용, 가격’이며, 이
어휘들을 잘 아우른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 된다. 따라서 선택
지 중에는 ②가 정답이다. ① : 저작권 확보 ② : 정보재의 가격
책정 ③ : 지적재산으로서의 정보 ④ : 기술 변화의 비용
정답 ②
해석 경제학자들은 정보재의 생산은 높은 고정비용과 낮은 한
계비용을 수반한다고 말한다. 정보재의 첫 번째 사본 제작비용은
상당할 수 있지만, 추가 사본을 제작(또는 복제)하는 비용은 별로
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비용 구조는 많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
고 있다. 예를 들어, 단가가 0일 때 단가를 10-20% 인상하는 것
은 말이 되지 않는다. 당신은 생산비가 아닌 소비자 가치에 따라
정보재의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12. 어휘 fame 명성 / species 종 / snap 덥석 물다 / jaw 턱 /
blink an eye 눈을 깜박이다 / blood-sucker 흡혈동물 / wield
휘두르다 /
lash out 강타하다 / extraordinary 엄청난 /
velocity 속도 / predator 포식자 / litter 더미 / subterranean
지하의
해설 다른 보기가 드라큘라 개미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③은 턱
(jaws)을 나타낸다. [해석 참조]
정답 ③
해석 드라큘라 개미는 때때로 자기 새끼의 피를 마시는 방법으
로 이름을 얻는다. 하지만 이번 주에, ① 그 곤충들은 새로운 명
성을 얻게 되었다. 미스트리움 카밀레 종의 드라큘라 개미는 그
들의 턱을 아주 빠르게 맞부딪칠 수 있고,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데 걸리는 시간에 무려 5,000번을 할 수 있다. 이번 주 로얄 소
사이어티 오픈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는 ②
흡혈 곤충이 자연에서 가장 빨리 알려진 운동을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흥미롭게도, 개미들은 턱을 너무 세게 눌러서 ③ 그것들
이 구부러질 만큼 자신들의 기록을 깨는 스냅을 만들어낸다. 이
것은 스프링처럼 한쪽 턱에 에너지를 저장하고, 다른 쪽 턱들을
지나쳐 엄청난 속도와 힘으로 밀어낼 때까지 - 최대 속도는 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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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마일이 넘는다. 손가락끼리 부닥치면 1000배 더 빨라지는
것과 비슷하다. 드라큘라 개미는 잎사귀 밑이나 지하 터널에서
사냥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④ 그들은 비밀스런 포식자들이
다.
13. 어휘 crowded 붐비는 / comfort 편안한 / give up 포기
하다
해설 사역동사(make)의 목적보어를 찾는 문제다. 또한 자리를
양보한다는 내용이므로 보기 중에서는 ①이 가장 적절하다. ② :
자리를 차지한다(take)는 내용이라 적절하지 않다. ④ : 뒤에 목
적어가 있으므로 과거분사는 어울리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석 나는 독일 기차 바닥에 앉아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기차
는 붐비고, 좌석은 모두 찼다. 그러나, 이미 앉아 있는 사람들에
게 자리를 양보하도록 하는 "편안한 고객"이라는 특별한 등급이
있다.
14. 어휘 play a role in ~에 역할을 하다
해설 아프리카 국가와 미국의 교육비 지출 ‘불균형’을 다른 글
이다. 따라서 이 두 국가 사이에 위치한 빈칸에는 서로를 반전시
키는 부사(conversely 반대로)가 적절하다.
정답 ③
해석 한 나라의 부는 교육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자금과 자원이 부족하면 시스템이 약화될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정부들은 전 세계 공공 자원의 2.4퍼센
트만을 교육비로 쓰지만, 학령인구의 15퍼센트가 이 곳에 살고
있다. 반대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교육비로 지출되는 돈의 28%
를 지출하고 있지만 학령인구의 4%만이 거주하고 있다.
15. 어휘 conscientious 성실한, 양심적인 / owe ~의 덕으로
돌리다 (to) / hygiene 위생 상태 / root through 물건을 찾아
휘젓다 / folks 사람들 /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 setback
좌절, 차질 / thorough 철저한 / norm 표준 / sidestep 피하다
해설 성실한 사람이 성실하지 않을 때 무엇이 생길지를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가 가장 적절하다. ① : 좌절/차질을 다룬다/처리
한다 --> ‘create setback for themselves’라는 표현이 어색하
다. ② : 철저히 일을 한다 ③ : 표준을 따른다 ④ : 스트레스를 피
한다
정답 ④
해석
"성실한 직원들은 우리보다 일련의 일들을 더 잘합
니다,"라고 성실을 연구하는 일리노이 대학의 심리학자인
브렌트 로버츠는 말한다. 로버츠는 그들의 성공이 "위생적"
요인 덕분이라고 본다. 성실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잘 정
리하는 경향이 있다. 체계적이지 못하고 비과학적인 사람은
올바른 문서를 찾기 위해 파일을 뒤지는 데 20분에서 30분
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성실한 사람들은 피하는 비효
율적인 일이다. 기본적으로, 성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돌아올 스트레스를 피한다.
어휘
16.
deforestation 산림 벌채 / extinction 멸종 /
biodiversity 다양성 / Anthropocene 인류세(인간이 급격하게
바꾼 지구 환경을 새로운 지질시대로 부르기 위해 학계에서 논
의하고 있는 명칭) / underpin 뒷받침하다 / Capitalocene 자본
세 / era 시대 / ecological 생태학의 / devastation 황폐화 /
reflect 반영하다 / within our reach 손에 넣을 수 있는 /
accumulation 축적 / viable 실행 가능한
해설 앞에 나온 증가하는 불평등(growing inequality)을 나타
내는 표현이 필요하다. ① : 여전히 이룰 수 있는 더 나은 세상
② : 소수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부의 축적 ③ :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④ : 더 실행 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타는 욕망
정답 ②
해석 기후 변화, 삼림 벌채, 광범위한 오염, 그리고 생물 다양성
의 6번째 대량 멸종은 모두 오늘날 우리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을
정의한다. 그것은 "인류세"로 알려지게 된 시대다. 이러한 위기
는 생산과 소비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 생태계
의 한계를 크게 초과하지만, 균등하게 공유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42명이 가장 가난한 37억 명이 합
한 만큼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은 환경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일부는 끝없는 성장이라는 자본주의의 논
리와 소수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부의 축적을 반영하여 생태적
황폐화와 증가하는 불평등의 시대를 묘사하기 위해 "자본세"라
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17. 어휘 haunt 따라 다니며 괴롭히다 / revenger 복수하는
사람 / barbarity 야만 / conflicting 충돌하는 / justice 정의 /
mercy 자비 / exact 요구하다 / vengeance 복수 / perpetrator
범죄자, 가해자 / murderous 살인의 / deed 행위 /
redemption 보상, 구제 / depraved 타락한 / divine 신성한 /
atrocity 잔악 행위 / corrupt 부패한 / accountability 책임 /

노량진 단과 문풀 No. 1 - 30점 올리기 모강

손재석 교수

2 쪽

conscience 양심
해설 빈칸 뒤의 ‘공동체’의 ‘법규’에 대한 필요성과 대비를 이루
는 표현이 필요하다. ① : 타락한 상태로 부터 복수하는 사람의
구제 ② : 인간의 잔학 행위에 대한 신성한 복수 ③ : 부패한 정
치인들의 도덕적 타락 ④ : 자신의 양심에 대한 개인의 책임
정답 ④
해석 고대 그리스 비극 시대부터 서양 문화는 복수하는 사람의
형상에 시달려 왔다. 그/그녀는 문명과 야만, 자신의 양심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공동체의 법규에 대한 필요성, 정의와 자비라는
상반된 요구 사이에 있는 일련의 경계선에 서 있다. 우리가 사랑
하는 사람을 파괴한 자들에 대한 복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아니면 복수심을 법에게 맡겨야 하는가, 아니면 신에게 맡겨야
하는가? 그리고 만약 우리가 스스로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는 태
초 살인 행위의 범죄자와 같은 도덕적 수준으로 자신을 축소시
키는 것이 아닌가?
18. 어휘 assemble 조립하다 / come up with (아이디어 등
을) 생각해내다 / metaphor 은유
해설 독서를 빨리 하다보면 ②처럼 자신과 무관한 은유 등은 무
시하면서 읽을 것이다. ③처럼 은유를 중요시한다는 표현은 어
울리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석 내가 보기에 각각 독특한 매너와 목적을 가지고 4가지 종
류의 독서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 같다. 첫째는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 - 무역, 정치, 또는 어떤 것을 성취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독서다. ① 우리는 신문을 이런 식으로 읽거나, 대부분의 교
과서를 읽거나, 자전거를 조립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를 읽는
다. ② 이 자료의 대부분과 함께 독자는 페이지를 빠르게 스캔하
는 법을 배울 수 있고,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내고, 문장의 리듬
이나 은유처럼 자신과 무관한 것을 무시한다. ③ 우리는 또한 단
어의 은유와 연관성을 통해 감정의 궤적을 기록한다. ④ 스피드
읽기 코스는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 책을 읽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페이지를 빠르게 건너뛰도록 눈을 훈련시킬 수 있다.
19. 어휘 comprise 구성하다 / manifest 나타내다 /
accumulate 축적하다 / make a living 생계를 꾸리다 /
collectivistic 집단의
해설 제시문의 this situation(이러한 상황)이 정답을 찾는 힌트
다. this situation은 문맥상 ‘이직을 하기 어려운 집단주의 문화’
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언급에 이어지는 ③ 이 가장 적절
하다.
정답 ③
해석 일의 의미에서의 문화적 차이는 다른 측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1) 예를 들어 미국 문화에서는 일을 단순히 돈을 모아
생계를 꾸리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쉽다. (2) 다른 문화권, 특히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일이 더 큰 집단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
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개인이 속
한 조직과 그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의
무 때문에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의 이동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신과 직업을 분리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한 직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더 쉽다. (4) 다른 직업도 같은 목표를 그만큼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0. 어휘 navigate 길을 찾다 / emit 발산하다 / high-pitched
고음의 / squeak 날카로운 소리 / instantaneous 즉각적인 /
prey 먹이 / echolocation 음파 탐지 / sonar 음파 탐지기 /
nocturnal 야행성의
해설 ㉡ : 마이크로뱃에 대한 설명, 작은 눈 --> ㉣ : But 잘 보
임, a special ability --> ㉠ : 음파 탐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
㉢ : 음파 탐지로 파악한 물체에 대한 설명
정답 ②
해석 ㉡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되는 작고 곤충을 잡아먹는 박쥐
인 마이크로뱃(작은 박쥐)은 어둠 속에서 항해하고 먹이를 발견
하는 데 좋지 않을 것 같은 작은 눈을 가지고 있다.
㉣ 하지만 사실, 마이크로 박쥐는 쥐와 다른 작은 포유동물들만
큼 잘 볼 수 있다. 박쥐의 야행성 습관은 밤에 먹이를 주고 날게
하는 특별한 능력인 음파 탐지의 힘에 의해 도움을 받는다.
㉠ 어둠 속을 항해하기 위해 마이크로뱃은 입을 벌리고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고음의 날카로운 소리를 내뿜으며 날아간다. 이 소
리들 중 일부는 날아다니는 곤충들과 나무 가지들 그리고 앞에
놓여 있는 다른 장애물들에 메아리친다. 박쥐는 메아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있는 물체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뇌에 그림을
그린다.
㉢ 음파 탐지, 즉 음파 탐지기를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마이크로
뱃은 모기나 다른 잠재적인 먹이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극도의 정확성으로, 초음파는 마이크로 박쥐가 움직임, 거리, 속
도, 움직임 및 모양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박쥐는 또한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두껍지 않은 장애물마저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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