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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지수능교육

▮ 문항별 분석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배점 정답률

01 듣기 대화 마지막 말 응답 1(짧은 대화... 2 92%

02 듣기 대화 마지막 말 응답 1(짧은 대화... 2 91%

03 듣기 담화 담화의 목적 2 92%

04 듣기 대화 대화의 주제/의견/주장 2 95%

05 듣기 대화 대화자의 관계/장소 2 96%

06 듣기 대화 그림정보 2 95%

07 듣기 대화 해야할 일 2 96%

08 듣기 대화 이유/문제점 2 81%

09 듣기 대화 숫자정보 3 75%

10 듣기 대화 언급하지 않은 것 찾기 2 96%

11 듣기 담화 담화내용 불일치 2 87%

12 듣기 대화 도표정보 2 90%

13 듣기 대화 마지막 말 응답 2(긴 대화) 3 87%

14 듣기 대화 마지막 말 응답 2(긴 대화) 2 80%

15 듣기 담화 상황에 적절한 말 3 84%

16 듣기 1담화 2문항 1담화 2문항 2 96%

17 듣기 1담화 2문항 1담화 2문항 2 96%

18 읽기 핵심내용파악 목적 추론 2 89%

19 읽기 세부내용파악 심경/분위기/어조 2 90%

20 읽기 핵심내용파악 요지/주장 추론 2 92%

21 읽기 세부내용파악 어휘 추론 3 52%

22 읽기 핵심내용파악 요지/주장 추론 2 88%

23 읽기 핵심내용파악 주제 추론 3 47%

24 읽기 핵심내용파악 글의 제목 2 77%

25 읽기 세부내용파악 도표 2 94%

26 읽기 세부내용파악 내용 일치/불일치 2 95%

27 읽기 세부내용파악 내용 일치/불일치 2 95%

28 읽기 세부내용파악 내용 일치/불일치 2 93%

29 읽기 어법 관계사 2 42%

30 읽기 세부내용파악 어휘 추론 2 51%

31 읽기 빈칸추론 빈칸2(구) 2 69%

32 읽기 빈칸추론 빈칸3(절) 3 50%

33 읽기 빈칸추론 빈칸2(구) 2 58%

34 읽기 빈칸추론 빈칸2(구) 3 51%

35 읽기 글의 구조파악 무관한 문장 고르기 2 45%

36 읽기 글의 구조파악 글의 순서 정하기 3 59%

37 읽기 글의 구조파악 글의 순서 정하기 2 58%

38 읽기 글의 구조파악 주어진 문장 넣기 2 78%

39 읽기 글의 구조파악 주어진 문장 넣기 3 37%

40 읽기 핵심내용파악 요약문 완성 2 68%

41 읽기 장문독해 장문(2문항) 2 65%

42 읽기 장문독해 장문(2문항) 3 55%

43 읽기 장문독해 장문(3문항) 2 85%

44 읽기 장문독해 장문(3문항) 2 81%

45 읽기 장문독해 장문(3문항) 2 92%



3나만의 오답노트

이게 바로 핵심이야!

이것만은 기억하자!왜 틀렸지?

킬/러/문/항/

고3 2018년 09월 평가원 영어 23번

문제

§ 세부단원정보 : 읽기 | 핵심내용파악 | 주제 추론

001  1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950s critics separated themselves from the masses by rejecting the ‘natural’ enjoyment afforded by products 
of mass culture through judgments based on a refined sense of realism. For example, in most critics championing 
Douglas Sirk’s films’ social critique, self-reflexivity, and, in particular, distancing effects, there is still a refusal 
of the ‘vulgar’ enjoyments suspected of soap operas. This refusal again functions to divorce the critic from an 
image of a mindless, pleasure-seeking crowd he or she has actually manufactured in order to definitively secure 
the righteous logic of ‘good’ taste. It also pushes negative notions of female taste and subjectivity. Critiques 
of mass culture seem always to bring to mind a disrespectful image of the feminine to represent the depths 
of the corruption of the people. The process of taste-making operated, then, to create hierarchical differences 
between the aesthete and the masse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esthetic positions contrary to the perceived 
tasteless pleasures of the crowd.

*vulgar: 저속한, 서민의 **aesthetic: 미학의, 심미적인
① critics’ negative view on popular tastes and its effects
② criticism of cultural hierarchy in soap operas and films
③ side effects of popularized cultural products on crowds
④ resistance of the masses to cultural separations and its origins
⑤ critics’ tendency to identify the refined tastes of the masses



4 이지수능교육

유사문제

§ 출전 : 고3 2016년 수능 영어 21번

002  2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precision of the lines on the map, the consistency with which symbols are used, the grid and/or 
projection system, the apparent certainty with which place names are written and placed, and the legend 
and scale information all give the map an aura of scientific accuracy and objectivity. Although subjective 
interpretation goes into the construction of these cartographic elements, the finished map appears to express 
an authoritative truth about the world, separate from any interests and influences. The very trust that this 
apparent objectivity inspires is what makes maps such powerful carriers of ideology. However unnoticeably, 
maps do indeed reflect the world views of either their makers or, more probably, the supporters of their 
makers, in addition to the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under which they were made. Some of the simple 
ideological messages that maps can convey include: This land is and has long been ours; here is the 
center of the universe; if we do not claim this land, the enemies you most fear will.

* aura: 기운, 분위기 ** cartographic : 지도 제작(법)의

① the authority derived from trustworthy maps
②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s caused by maps
③ ideologies lying beneath the objectivity of maps
④ the conditions essential to making a map accurate
⑤ subjectivity defining the creativity of map-making

§ 출전 : 고3 2015년 수능 영어 22번

003  3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win sirens hide in the sea of history, tempting those seeking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past onto the 
reefs of misunderstanding and misinterpretation. These twin dangers are temporocentrism and ethnocentrism. 
Temporocentrism is the belief that your times are the best of all possible times. All other times are thus 
inferior. Ethnocentrism is the belief that your culture is the best of all possible cultures. All other cultures are 
thus inferior. Temporocentrism and ethnocentrism unite to cause individuals and cultures to judge all other 
individuals and cultures by the “superior” standards of their current culture. This leads to a total lack of 
perspective when dealing with past and / or foreign cultures and a resultant misunderstanding and 
misappreciation of them. Temporocentrism and ethnocentrism tempt moderns into unjustified criticisms of the 
peoples of the past.

① distinct differences in the ways of recording history
② universal features discovered in different cultures
③ historians’ efforts to advocate their own culture
④ pros and cons of two cross-cultural perspectives
⑤ beliefs that cause biased interpretations of the past



5나만의 오답노트

이게 바로 핵심이야!

이것만은 기억하자!왜 틀렸지?

킬/러/문/항/

고3 2018년 09월 평가원 영어 29번

문제

§ 세부단원정보 : 읽기 | 어법 | 관계사

004  4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Not all organisms are able to find sufficient food to survive, so starvation is a kind of disvalue often found 
in nature. It also is part of the process of selection ① by which biological evolution functions. Starvation helps 
filter out those less fit to survive, those less resourceful in finding food for ② themselves and their young. In 
some circumstances, it may pave the way for genetic variants ③ to take hold in the population of a species and 
eventually allow the emergence of a new species in place of the old one. Thus starvation is a disvalue that can 
help make ④ possible the good of greater diversity. Starvation can be of practical or instrumental value, even 
as it is an intrinsic disvalue. ⑤ What some organisms must starve in nature is deeply regrettable and sad. The 
statement remains implacably true, even though starvation also may sometimes subserve ends that are good.

*implacably: 확고히 **subserve: 공헌하다



6 이지수능교육

유사문제

§ 출전 : 고3 2015년 수능 영어 28번

005  5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3점]

The Greeks’ focus on the salient object and its attributes led to ① their failure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nature of causality. Aristotle explained that a stone falling through the air is due to the stone 
having the property of “gravity.” But of course a piece of wood ② tossed into water floats instead of 
sinking. This phenomenon Aristotle explained as being due to the wood having the property of “levity”! In 
both cases the focus is ③ exclusively on the object, with no attention paid to the possibility that some force 
outside the object might be relevant. But the Chinese saw the world as consisting of continuously interacting 
substances, so their attempts to understand it ④ causing them to be oriented toward the complexities of the 
entire “field,” that is, the context or environment as a whole. The notion ⑤ that events always occur in a 
field of forces would have been completely intuitive to the Chinese.

*salient: 현저한, 두드러진
**levity: 가벼움

§ 출전 : 고3 2016년 수능 영어 28번

006  6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3점]

When people face real adversity ─ disease, unemployment, or the disabilities of age ─ affection from a 
pet takes on new meaning. A pet’s continuing affection becomes crucially important for ①those enduring 
hardship because it reassures them that their core essence has not been damaged. Thus pets are important 
in the treatment of ②depressed or chronically ill patients. In addition, pets are ③used to great advantage 
with the institutionalized aged. In such institutions it is difficult for the staff to retain optimism when all 
the patients are declining in health. Children who visit cannot help but remember ④what their parents or 
grandparents once were and be depressed by their incapacities. Animals, however, have no expectations 
about mental capacity. They do not worship youth. They have no memories about what the aged once ⑤
was and greet them as if they were children. An old man holding a puppy can relive a childhood moment 
with complete accuracy. His joy and the animal’s response are the same.



7나만의 오답노트

이게 바로 핵심이야!

이것만은 기억하자!왜 틀렸지?

킬/러/문/항/

고3 2018년 09월 평가원 영어 30번

문제

§ 세부단원정보 : 읽기 | 세부내용파악 | 어휘 추론

007  7(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For every toxic substance, process, or product in use today, there is a safer alternative ― either already in 
existence, or waiting to be discover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human intellect, ingenuity, and effort. In almost 

every case, the safer alternative is (A) available / unavailable  at a comparable cost. Industry may reject these 
facts and complain about the high cost of acting, but history sets the record straight. The chemical industry 

denied that there were practical alternatives to ozone-depleting chemicals, (B) predicting / preventing  not only 
economic disaster but numerous deaths because food and vaccines would spoil without refrigeration. They were 
wrong. The motor vehicle industry initially denied that cars caused air pollution, then claimed that no technology 
existed to reduce pollution from vehicles, and later argued that installing devices to reduce air pollution would 
make cars extremely expensive. They were wrong every time. The pesticide industry argues that synthetic pesticides 

are absolutely (C) necessary / unnecessary  to grow food. Thousands of organic farmers are proving them 
wrong.

*deplete: 고갈시키다 **synthetic pesticide: 합성 살충제
     (A)      (B)   (C)
① available ……   predicting …… necessary
② available ……   preventing …… necessary
③ available ……   predicting …… unnecessary
④ unavailable ……   preventing …… unnecessary
⑤ unavailable ……   predicting …… necessary



8 이지수능교육

유사문제

§ 출전 : 고3 2015년 수능 영어 29번

008  8(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Atitlán Giant Grebe was a large, flightless bird that had evolved from the much more widespread and 
smaller Pied-billed Grebe. By 1965 there were only around 80 birds left on Lake Atitlán. One immediate 
reason was easy enough to spot: the local human population was cutting down the reed beds at a furious 
rate. This (A) accommodation / destruction  was driven by the needs of a fast growing mat-making industry. 

But there were other problems. An American airline was intent on developing the lake as a tourist destination 
for fishermen. However, there was a major problem with this idea: the lake (B) lacked / supported  any suitable 

sporting fish! To compensate for this rather obvious defect, a specially selected species of fish called the 
Large-mouthed Bass was introduced. The introduced individuals immediately turned their attentions to the 
crabs and small fish that lived in the lake, thus (C) competing / cooperating  with the few remaining grebes 

for food. There is also little doubt that they sometimes gobbled up the zebra-striped Atitlán Giant Grebe’s 
chicks.

*reed: 갈대
**gobble up: 게걸스럽게 먹다

        (A)               (B)               (C)
① accommodation …… lacked …… competing
② accommodation …… supported …… cooperating
③ destruction …… lacked …… competing
④ destruction …… supported …… cooperating
⑤ destruction …… lacked …… cooperating

§ 출전 : 고3 2016년 수능 영어 29번

009  9(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teachers work in isolation, they tend to see the world through one set of eyes ─ their own. The 
fact that there might be someone somewhere in the same building or district who may be more successful 

at teaching this or that subject or lesson is (A) based / lost  on teachers who close the door and 
work their way through the school calendar virtually alone. In the absence of a process that (B) 

allows / forbids  them to benchmark those who do things better or at least differently, teachers are 
left with that one perspective ─ their own. I taught various subjects under the social studies umbrella and 
had very little idea of how my peers who taught the same subject did what they did. The idea of meeting 

regularly to compare notes, plan common assessments, and share what we did well (C) mostly / never  
occurred to us. Rather, we spent much time in the social studies office complaining about a lack of time 
and playing the blame game.

(A) (B) (C)
① based …… allows …… never
② based …… forbids …… mostly
③ lost …… allows …… mostly
④ lost …… allows …… never
⑤ lost …… forbids …… never



9나만의 오답노트

이게 바로 핵심이야!

이것만은 기억하자!왜 틀렸지?

킬/러/문/항/

고3 2018년 09월 평가원 영어 32번

문제

§ 세부단원정보 : 읽기 | 빈칸추론 | 빈칸3(절)

010  10Although most people, including Europe’s Muslims, have numerous identities, few of these are 

politically salient at any moment. It is only when a political issue affects the welfare of those in a particular 
group that . For instance, when issues arise that touch on women’s rights, 
women start to think of gender as their principal identity. Whether such women are American or Iranian or 
whether they are Catholic or Protestant matters less than the fact that they are women. Similarly, when 
famine and civil war threaten people in sub-Saharan Africa, many African-Americans are reminded of their 
kinship with the continent in which their ancestors originated centuries earlier, and they lobby their leaders to 
provide humanitarian relief. In other words, each issue calls forth somewhat different identities that help 
explain the political preferences people have regarding those issues. [3점]

*salient: 두드러진
① identity assumes importance
② religion precedes identity
③ society loses stability
④ society supports diversity
⑤ nationality bears significance



10 이지수능교육

유사문제

§ 출전 : 고3 2017년 수능 영어 33번

011  11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점]
In the less developed world,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involved in agriculture is 
declining, but at the same time, those remaining in agriculture are not benefiting from 
technological advances. The typical scenario in the less developed world is one in which a 
very few commercial agriculturalists are technologically advanced while the vast majority are 
incapable of competing. Indeed, this vast majority  because of larger global 
causes. As an example, in Kenya, farmers are actively encouraged to grow export crops such 
as tea and coffee at the expense of basic food production. The result is that a staple crop, 
such as maize, is not being produced in a sufficient amount. The essential argument here is 
that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is affecting peasant production in the less developed 
world in such a way as to limit the production of staple foods, thus causing a food problem.

* staple : 주요한 ** maize : 옥수수 *** peasant: 소농(小農)
① have lost control over their own production
② have turned to technology for food production
③ have challenged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④ have reduced their involvement in growing cash crops
⑤ have regained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market

§ 출전 : 고3 2014년 09월 평가원 영어 34번

012  12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In the mid-1900s, John Kenneth Galbraith shocked the field of economics when he insisted that consumers 
do not merely participate in the marketplace, they are also the product of the systematic deployment of power 
throughout society. Within this deployment of power, commercial media ensures that consumers adopt values 
and beliefs that match the general requirements of the economy. The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mass 
behavior patterns i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nsumers engage in shared patterns of 
consumption because they live within an economic system that operates as a belief system. It exercises 
considerable control over the meaning and value of things. When the economy functions as a belief system, it 
establishes severe limits on a consumer’s free choice. As consumers, our choices are not entirely our own. 
Our beliefs, values, thoughts, and emotions are highly conditioned to match the needs of the marketplace. [3
점]

* deployment: 배치
① not driven by commercial media’s agenda
② a product of unconditioned personal choice
③ not a spontaneous reaction to random forces
④ not affected by the needs of the marketplace
⑤ an outcome irrelevant to the economic system



11나만의 오답노트

이게 바로 핵심이야!

이것만은 기억하자!왜 틀렸지?

킬/러/문/항/

고3 2018년 09월 평가원 영어 35번

문제

§ 세부단원정보 : 읽기 | 글의 구조파악 | 무관한 문장 고르기

013  13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While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may shape where we travel today, in the early eras of travel, it 
determined whether people could travel at all. ①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ransportation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allowing modern tourism to develop on a large scale and become a regular 
part of the lives of b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② Another important factor was the industrialization 
that led to more efficient transportation of factory products to consumers than ever before. ③ Technological 
advances provided the basis for the explosive expansion of local, regional, and global transportation networks 
and made travel faster, easier, and cheaper. ④ This not only created new tourist-generating and tourist-receiving 
regions but also prompted a host of other changes in the tourism infrastructure, such as accommodations. ⑤ 
As a result, the availability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services has been considered a fundamental 
precondition for tourism.

*infrastructure: 산업 기반 시설



12 이지수능교육

유사문제

§ 출전 : 고3 2016년 09월 평가원 영어 35번

014  14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The pull effect of a destination can be positively influenced by the introduction and reinforcement of 
pro-tourism policies that make a destination more accessible. ① Governments, for example, can and often do 
employ awareness campaigns among the resident population to promote a welcoming attitude towards visitors, 
in order to foster a positive market image. ② However, because such campaigns depend on widespread social 
engineering, and because their effects can be counteracted by random acts of violence, positive outcomes 
cannot be guaranteed. ③ Most governments in developing countries encourage international tourism because 
tourists from wealthy countries usually spend more. ④ Furthermore, it is the behaviour of some tourists, and 
the structure and development of tourism itself, that often generate negative attitudes within the host 
community. ⑤ This implies that major structural changes to tourism itself, rather than awareness campaigns, 
may be required to foster a welcoming attitude.

§ 출전 : 고3 2009년 수능 영어 23번

015  15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Roman doll-makers continued to use technology developed by the Egyptians and Greeks, but in line with the 
artistic sensibilities of their culture, they were constantly trying to make dolls more elegant and beautiful. ①
One doll, found near Prati in Rome, was made of ivory and lay beside her owner who had died at the age 
of eighteen. ② The huge growth in the understanding of civilization raised awareness of other important roles 
of trade. ③ Next to the doll was a small box, also made of ivory, containing tiny combs and a silver mirror. 
④ The doll had rings on her fingers and held a tiny key, which unlocked the box. ⑤ Like children today, 
the younger members of Roman civilization would have dressed and undressed their dolls, and decorated their 
hair and fingers according to the latest fashions.



13나만의 오답노트

이게 바로 핵심이야!

이것만은 기억하자!왜 틀렸지?

킬/러/문/항/

고3 2018년 09월 평가원 영어 39번

문제

§ 세부단원정보 : 읽기 | 글의 구조파악 | 주어진 문장 넣기

016  16

We become entrusted to teach culturally appropriate behaviors, values, attitudes, skills, and information about 
the world.

Erikson believes that when we reach the adult years, several phys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stimuli trigger 
a sense of generativity. A central component of this attitude is the desire to care for others. ( ① ) For the 
majority of people, parenthood is perhaps the most obvious and convenient opportunity to fulfill this desire. ( 
② ) Erikson believes that another distinguishing feature of adulthood is the emergence of an inborn desire to 
teach. ( ③ ) We become aware of this desire when the event of being physically capable of reproducing is 
joined with the events of participating in a committed relationship, the establishment of an adult pattern of living, 
and the assumption of job responsibilities. ( ④ ) According to Erikson, by becoming parents we learn that 
we have the need to be needed by others who depend on our knowledge, protection, and guidance. ( ⑤ ) By 
assuming the responsibilities of being primary caregivers to children through their long years of physical and 
social growth, we concretely express what Erikson believes to be an inborn desire to teach.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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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문제

§ 출전 : 고3 2013년 수능 영어B형 39번

017  17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So, when someone is threatening to go to war, or trying to convince us and mounting a huge public 
relations campaign to justify it, the news media have a responsibility to question everything. 

It’s important that the media provide us with diverse and opposing views, so we can choose the best 
available options. Let’s take the example of going to war. ( ① ) War should be a last resort, obviously, 
undertaken when all other options have failed. ( ② ) They should be providing the most intense scrutiny on 
our behalf, so the public can see the other side of things. ( ③ ) Otherwise, we may be drawn into 
unnecessary wars, or wars fought for reasons other than those presented by governments and generals. ( ④ ) 
Most of the time, the media fail to perform this crucial role. ( ⑤ ) Even the large, so-called ‘liberal’ 
American media have admitted that they have not always been watchdogs for the public interest, and that 
their own coverage on some major issues “looks strikingly one-sided at times.” 

* scrutiny: 면밀한 조사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출전 : 고3 2012년 수능 영어 43번

018  18

But now rock radio is in seemingly terminal decline and MTV doesn’t show many music videos anymore. 

Once upon a time, there was only one way to launch a hit album: radio. Nothing else reached as many 
people, as often. Getting on a radio playlist was difficult, but once a song was in heavy rotation on the 
radio, it had a high probability of selling. Then, in the 1980s, came MTV, which became the second way to 
create a hit. ( ① ) It had even more limited capacity for new music, but its influence over a generation was 
unparalleled. ( ② ) For the music labels, those were good times; it was a brutally competitive business, but 
it was a business they knew. ( ③ ) They understood the rules, and they could earn their keep by working 
them. ( ④ ) So how to market music? ( ⑤ ) Labels know the answer lies online, tapping the word-of-mouth 
forces that are replacing traditional marketing in creating demand, but they’re still trying to figure out exactly 
how best to do it.

* label: 음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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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①
[출제의도] 주제 추론
[해석]
1950년대 비평가들은 사실주의의 고상한 의식에 기초한 
판단을 통해 대중문화의 산물들이 제공하는 ‘자연적인’ 
즐거움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를 대중들과 분리시켰다. 
예를 들어, Douglas Sirk가 만든 영화의 사회 비평, 자기 
반영성, 그리고 특히 거리두기 효과를 옹호하는 대부분
의 비평가들에게는, 연속극에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되
는 ‘저속한’ 즐거움에 대한 거부가 여전히 있다. 이런 거
부는 다시, ‘훌륭한’ 취향의 정당한 논리를 분명히 확보
하기 위해 실제로는 비평가가 만들어낸 아무 생각 없고 
즐거움만 추구하는 군중의 이미지로부터 그를 분리하는 
기능을 한다. 그것은 또한 여성 취향과 주관성이라는 부
정적인 개념을 강요한다. 대중문화의 비평들은 항상 사
람들의 타락의 깊이를 나타내기 위해 여성성의 경멸적 
이미지를 상기시키는 것 같다. 그런 다음 취향 만들기의 
과정이 작용하여, 군중의 인지된 무취향적 즐거움과는 
상반되는 미학적 입장의 구축을 통해서, 심미주의자들과 
대중 사이에 위계 상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풀이]
비평가들이 대중문화의 취향을 저속한 것으로 보고 자신
들의 취향은 고상한 것으로 미화하면서 대중들과 점차 
분리되었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①　
대중적 취향에 대한 비평가들의 부정적인 견해와 그것의 
영향’이다.
② 연속극과 영화에 나타난 문화적 계층에 대한 비판　
③ 대중화된 문화 상품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작용
④ 문화적 분리에 대한 대중의 저항과 그것의 기원
⑤ 대중의 고상한 취향을 확인하는 비평가들의 경향
[Words and Phrases]
reject 거부하다 afford 제공하다 refined 고상한 champion 
옹호하다 critique 비평 self-reflexivity 자기 반영성 
distance 거리를 두다 suspect ~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다 
definitively 분명히 subjectivity 주관성 feminine 여성의 
corruption 타락 hierarchical 계층의, 계급의 aesthete 심미
주의자

2  정답: ③
[출제 의도] 주제 추론 
[해석] 
지도 위의 선의 정밀성, 기호가 사용되는 일관성, 기준 
선망 그리고/또는 투영법, 지명이 쓰이고 배열되는 외관
상의 확실성, 그리고 범례와 축척의 정보 등 모든 것은 
지도에게 과학적인 정확성과 객관성의 분위기를 부여한
다. 비록 이러한 지도 제작 요소들의 구축에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완성된 지도는, 어떠한 이해
관계와 영향력과는 분리된, 세계에 대한 권위 있는 진실
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외관상의 객관성이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 신뢰성이 지도를 매우 강력한 이
데올로기의 전달자로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도는 정말로, 그 지도가 만들어지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뿐만 아니라, 지도 제작자나, 혹은 
더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제작자의 후원자의 세계
관을 반영한다. 지도가 전달할 수 있는 간단한 이데올로
기의 메시지들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
다. 이 땅은 우리 것이고 또 오랫동안 우리 것이었다. 이
곳이 우주의 중심이다. 우리가 이 땅을 우리 것으로 주
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적이 그렇게 
할 것이다. 
[풀이]
전반부에서 지도가 겉보기에는 과학적인 정확성을 갖추
고 있다고 설명하다가 중반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도는 이데올로기와 제작자나 그 후원자의 세계관에 영향
을 받는다는 설명이 이어진 후,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한 
예를 들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③ ‘지도의 객관성 아래에 놓여 있는 이데올로기’이
다. 
① 신뢰할 만한 지도에서 얻어지는 권위 
② 지도에 의해 야기되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 
④ 지도를 정확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조건들 
⑤ 지도 제작의 창의성을 규정하는 주관성 
[Words and Phrases] 
precision 정밀성 consistency 일관성 grid (지도에 사용되
는 가로선과 세로선의)기준 선망 projection system투영법 
apparent 외관상의 legend 범례 scale 축척 authoritative 권
위 있는 interests 이해관계 inspire 불러일으키다 
unnoticeably 눈에 띄지 않게 

3  정답 ⑤
[출제 의도] 주제 파악
[해석]
역사의 바다에는 두 개의 사이렌이 숨어 있는데, 그것들
은 과거를 이해하고 제대로 인식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혹해 오해와 오역의 암초 위에 올려놓는다. 이 두 가
지 위험은 자기 시대 중심주의(temporocentrism)와 자기 
민족 중심주의(ethnocentrism)이다. 자기 시대 중심주의는 
자신의 시대가 모든 가능한 시대 중에 최고라는 믿음이
다. 모든 다른 시대는 그리하여 열등하다. 자기 민족 중
심주의는 자신의 문화가 모든 가능한 문화 중에 최고라
는 믿음이다. 모든 다른 문화는 그리하여 열등하다. 자기 
시대 중심주의와 자기 민족 중심주의는 결합하여 모든 
다른 개인들과 문화를 자신들의 현재 문화의 ‘우월한’ 기
준에 의해 판단하는 개인들과 문화를 만들어 낸다. 이것
은 과거와/과거나 외국의 문화를 다를 때 총체적인 관점
의 결핍과 그에 따른 그것들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평가
를 초래한다. 자기 시대 중심주의와 자기 민족 중심주의
는 현대인들을 유혹해 과거의 민족들에 대한 정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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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비판에 빠지게 한다.
[풀이]
자기 시대 중심주의와 자기 민족 중심주의라는 두 개의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과거의 역사를 잘못 해석하는 결
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글의 중심 내용이므로 주제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과거에 대한 편향된 해석을 야
기하는 믿음들’이다.
①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점들
② 다양한 문화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특징들
③ 그들 자신의 문화를 옹호하려는 역사가들의 노력들
④ 두 문화에 걸친 관점의 장단점들
[Words and Phrases]
tempt 유혹하다 appreciate 제대로 인식하다 reef 암초 
misinterpretation 오역 inferior 열등한 current 현재의 lead 
to ~을 초래하다, ~에 이르다 perspective 관점 resultant 
그에 따른, 결과적인 misappreciation 제대로 평가하지 못
함 unjustified 정당하지 않은

4  정답 ⑤
[출제의도] 문맥 속 문법성 판단
[해석]
모든 유기체가 생존에 충분한 먹이를 구할 수는 없으므
로, 기아는 자연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종의 반가치(反價
値)이다. 그것은 또한 생물학적 진화가 기능하게 되는 선
택 과정의 일부이기도 하다. 기아는 살아남기에 덜 적합
한 것들, 즉 자신과 자신의 새끼들을 위한 먹이를 찾는 
수완이 모자라는 것들을 걸러 내는 데 도움을 준다. 몇
몇 상황에서 기아는 유전적 변종들이 종의 개체군을 장
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결국에는 이전의 종을 대
신하여 새로운 종이 출현할 수 있게 할지도 모른다. 따
라서 기아는 더 큰 다양성이 주는 이익을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반가치이다. 기아가 고유한 반가
치가 되는 바로 그 순간, 실용적인, 즉 도구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일부 유기체들이 자연에서 기아를 겪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슬프다. 기아가 때로 좋은 
목적에 공헌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말은 여전히 확
고하게 진실이다.
[풀이]
⑤ ‘~라는 것’이라는 뜻을 표현하려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을 써야 한다. 뒤에 필수적인 구성 성분을 모
두 갖춘 완전한 절이 왔으므로 what은 쓸 수 없다.
① 관계대명사 which의 선행사는 the process of selection
이다. by which는 결국 function에 연결되어 function by 
the process of selection(선택의 과정에 의해 기능하다)이
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에 올바른 표현이다.
② those less resourceful과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므로 재
귀대명사 themselves는 올바른 표현이다.
③ to take hold ~는 앞선 의미상의 주어 for genetic 
variants와 함께 그 앞의 명사 the way을 수식하는 형용

사적 용법으로서 올바른 표현이다.
④ the good of greater diversity는 동사 make의 목적어이
며 possible이 목적격 보어이다. 목적어가 상대적으로 길
어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도치된 형태이므로 올바른 
표현이다.
[Words and Phrases]
organism 유기체 sufficient 충분한 starvation 기아, 굶주림 
evolution 진화 filter out ~을 걸러 내다 resourceful 수완
이 있는, 기략이 있는 pave the way 길을 열어 주다, 상
황을 조성하다 variant 변종 take hold 장악하다 
emergence 출현 in place of ~을 대신하여 instrumental 도
구적인, 도움이 되는 even as ~하는 바로 그 순간 
intrinsic 고유한, 내재적인 regrettable 유감스러운, 가여운

5  정답 ④
[출제의도] 문맥 속 문법성 판단
[해석]
그리스인은 두드러진 물체와 그것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
느라 인과 관계의 근본적인 성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
리스토텔레스는 돌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은 돌이 ‘중
력’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
지만 물론 물에 던져진 나무 조각은 가라앉는 대신 뜬
다. 이 현상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나무가 ‘가벼움’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물체 밖에 
있는 어떤 힘이 관련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주의
를 기울이지 않고, 두 경우 모두 초점은 오로지 그 물체
에 있다. 그러나 중국인은 세계를 계속적으로 상호 작용
하는 물질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고, 그래서 그것을 이해
하고자 하는 그들의 시도는 그들로 하여금 전체적인 ‘장
(場)’, 즉 전체로서의 맥락이나 환경의 복잡성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사건은 언제나 여러 힘이 작용하는 장에서 
발생한다는 개념은 중국인에게 전적으로 직관적이었을 
것이다.
[풀이]
④ so 다음의 절에는 시제와 수 정보가 포함된 정형동사
가 필요하다. their attempts to understand it이 주어이므로 
causing을 caused로 바꿔야 한다.
① the Greeks를 대신하는 소유격 대명사이므로 their는 
적절하다.
② 수식을 받는 명사구인 a piece of wood가 던지는(toss) 
행위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거분사 tossed를 사용한 것
은 적절하다.
③ 전치사구인 on the object를 수식하기 위해 부사 
exclusively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
⑤ The notion과 that events always occur in a field of 
forces는 동격 관계에 있으므로 동격 관계를 이끄는 접속
사 that을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attribute 속성, 자질 causality 인과 관계 property 성질, 속



18 이지수능교육

성 gravity 중력 toss (가볍게) 던지다 phenomenon 현상 
exclusively 오로지, 배타적으로 relevant 관련 있는 
substance 물질 oriented toward ~에 중점을 둔, ~을 지향
하는 complexity 복잡성 context 맥락, 전후 사정 notion 
개념, 관념 intuitive 직관적인

6  정답: ⑤
[출제 의도] 문맥 속 문법성 판단 
[해석] 
사람들이 진짜 역경, 즉 질병, 실직, 혹은 연령으로 인한 
장애에 직면할 때, 애완동물로부터의 애정은 새로운 의
미를 띤다. 애완동물의 지속적인 애정은 고난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핵심적인 본질이 손상되지 않았
다고 안심시켜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애완동물은 우울증이 있거나 만성적인 질병이 있는 환자
들의 치료에 중요하다. 게다가, 애완동물은 시설에 수용
된 노인들에게 매우 유익하게 이용된다. 그런 시설에서 
직원들은 모든 환자가 건강이 쇠퇴하고 있을 때 낙관주
의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방문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예전에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고 그들의 무능
함에 의기소침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물은 정신적
인 능력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젊음을 숭
배하지 않는다. 그들은 노인들이 예전에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서 그들이(노인들이) 마치 어린이
들인 것처럼 그들을 반긴다. 강아지를 안고 있는 노인은 
완전히 정확하게 어린 시절을 다시 체험할 수 있다. 그
의 기쁨과 그 동물의 반응은 동일하다. 
[풀이] 
⑤ 주어인 the aged가 「the+형용사」의 형태로 복수의 의
미를 나타내므로 동사가 was가 아니라 were가 와야 적절
하다. 
① ‘사람들’의 의미를 나타내는 대명사 those로 어법상 
적절하다. 
② depressed는 뒤에 나오는 patients를 수식하는 형용사
로 어법상 적절하다. patients가 depress의 동작 주체가 아
니라 그 동작을 받는 대상이므로 과거분사가 쓰였다. 
③ pets가 use의 주체가 아니라 그 동작을 받는 대상이므
로 수동태를 이루는 과거분사 used는 어법상 적절하다. 
④ what은 remember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
끌고 있는데, 그 절 안에서 were의 보어 역할을 하고 있
으므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Words and Phrases] 
adversity 역경 disability 장애 affection 애정 chronically 
만성적으로 to advantage 유익하게, 유리하게 
institutionalize 시설에 수용하다 retain 유지하다 optimism 
낙관주의 worship 숭배하다 relive 다시 체험하다 
accuracy 정확성 

7  정답 ①
[출제의도] 문맥상 어휘의 적절성 파악
[해석]
오늘날 사용 중인 모든 독성 물질, 공정, 혹은 제품에는 
― 이미 존재하거나 인간의 지력, 창의력, 그리고 노력의 
적용을 통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 더 안전한 대
안이 있다. 거의 모든 경우에, 더 안전한 대안이 비슷한 
비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 업계는 이러한 사실을 거부하
고 높은 실행 비용에 대해 불평할지도 모르지만, 역사가 
그런 내용을 바로잡는다. 화공업계에서는 냉장하지 않으
면 식품과 백신이 상할 것이라는 이유로 경제적인 재앙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망자를 예측하면서 오존을 고갈시
키는 화학 물질에 대한 실용적인 대안이 있다는 것을 부
인했다. 그들은 틀렸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처음에 자동
차가 대기 오염을 유발한다는 것을 부인하였고, 그다음
에는 자동차로부터의 오염을 줄이는 어떤 기술도 존재하
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나중에는 대기 오염을 줄이는 
장치를 설치하면 자동차가 엄청나게 비싸질 것이라고 주
장했다. 그들은 매번 틀렸다. 살충제 업계에서는 합성 살
충제가 식량을 재배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
장한다. 수많은 유기농 농부들은 그들이 틀렸음을 입증
하고 있다.
[풀이]
(A) 글의 흐름상 더 안전한 대안이 비슷한 비용으로 ‘이
용될 수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거부한다고 
해야 하므로 available(이용될 수 있는)을 써야 한다. 
unavailable은 ‘이용될 수 없는’이라는 뜻이다.
(B) 화학업계에서는 냉장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재앙과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했다’고 하는 것이 
글의 흐름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predicting(예
측하면서)을 써야 한다. preventing(막으면서)은 글의 흐름
과 어울리지 않는다.
(C) 살충제 업계에서는 합성 살충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유기농 농부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
해 주고 있다는 문맥이므로 necessary(필요한)를 써야 한
다. unnecessary는 ‘불필요한’이라는 뜻이다.
[Words and Phrases]
toxic 독성이 있는 alternative 대안 application 적용 
ingenuity 창의력 comparable 비슷한 set the record 
straight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다 
ozone-depleting 오존을 고갈시키는 refrigeration 냉장

8  정답 ③
[출제의도] 문맥 속 어휘 추론
[해석]
Atitlan Giant Grebe는 훨씬 더 널리 퍼져 있던 더 작은 
Piedbilled Grebe(얼룩부리논병아리)에서 진화한 날지 못
하는 큰 새였다. 1965년 무렵에는 Atitlan 호수에 약 80
마리만이 남아 있었다. 한 가지 직접적인 원인은 알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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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매우 쉬웠는데, 현지의 인간들이 맹렬한 속도로 갈대
밭을 베어 넘어뜨리는 것이었다. 이런 파괴는 빠르게 성
장하는 매트 제조 산업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러
나 다른 문제들이 있었다. 한 미국 항공사가 그 호수를 
낚시꾼들의 관광지로 개발하는 데 강한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이 생각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호수에는 적
절한 스포츠용[낚시용] 물고기가 없었다! 이런 다소 분명
한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Large-mouthed Bass(큰입농어)
라 불리는 특별히 선택된 물고기 종이 도입되었다. 그 
도입된 개체는 즉각 그 호수에 사는 게와 작은 물고기에
게 관심을 돌렸고, 이리하여 몇 마리 안 남은 논병아리
와 먹이를 놓고 경쟁하였다. 또한, 가끔 그들[큰입농어들]
이 얼룩말 줄무늬가 있는 Atitlan Giant Grebe 새끼들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웠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풀이]
(A) 인간들이 맹렬한 속도로 갈대밭을 베어 넘어뜨리는 
행위를 대신하는 표현이 와야 하므로 ‘파괴’의 의미인 
destruction이 적절하다. accommodation은 ‘적응, 조화, 화
해’의 의미이다.
(B) 관광지로서 호수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보충하기 위
해 Large-mouthed Bass를 도입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 호수에는 스포츠용[낚시용] 물고기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없었다’의 의미인 lacked가 적절하
다. support는 ‘지지[지원]하다’의 의미이다.
(C) Atitlan Giant Grebe가 Atitlan 호수에서 생존에 어려
움을 겪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므로, 새로 도
입된 Large-mouthed Bass가 먹이를 두고 Atitlan Giant 
Grebe와 경쟁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
쟁하였다’의 의미인 competing이 적절하다. cooperate는 
‘협력하다’의 의미이다.
[Words and Phrases]
flightless 날지 못하는 evolve 진화하다 spot 알아내다, 발
견하다 reed bed 갈대밭 furious 맹렬한, 몹시 화가 난 
intent 강한 관심을 보이는 tourist destination 관광지 
compensate for ~을 보충[보상]하다 obvious 분명한 defect 
결함 chick 새끼 새, 병아리

9  정답: ④
[출제 의도] 문맥 속 어휘 추론 
[해석] 
교사가 홀로 일을 할 때 그들은 오직 한 쌍의 눈, 즉 자
기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저런 
과목이나 혹은 수업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더 성공적일 
수 있는 누군가가 ‘같은 건물 혹은 같은 지역’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문을 닫고 거의 혼자서 학교의 
연간 행사 계획표를 실천해 나가는 교사는 이해하지 못
한다. 일을 더 잘하거나 최소한 다르게 하는 사람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교사
들은 하나의 시각, 즉 자신의 시각만을 갖게 된다. 나는 

사회 과학 분야에 속한 다양한 과목을 가르쳤는데 동일
한 과목을 가르치는 나의 동료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평가를 계획하고, 자신이 잘한 것을 공유하기 위해
서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생각을 우리는 전혀 해보지 않
았다. 오히려 우리는 사회 교과 교무실에서 시간이 부족
한 것에 대해 불평하면서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책임 전
가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풀이] 
(A) 자기 혼자서만 고립되어 연구하고 작업하는 교사는 
주변에 더 성공적일 수 있는 다른 교사가 있을 수 있다
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lost
가 적절하다. based는 ‘~을 기반으로 하는’이라는 의미이
다. 
(B) 혼자 고립된 교사는 다른 교사를 벤치마킹할 수 있
게 해주는 과정이 없는 상태가 되게 되므로 allows가 적
절하다. forbid는 ‘금지하다’라는 의미이다. 
(C) 필자가 앞 문장에서 사회 과학 분야에 속한 다양한 
과목을 가르쳤음에도 동일한 과목을 가르치는 동료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했
으므로 never가 적절하다. mostly는 ‘주로, 대체로’라는 
의미이다. 
[Words and Phrases] 
isolation 고립, 격리 district 지역, 구역 be lost on ~에게 
이해되지 않다 school calendar 학교의 연간 행사 예정표 
in the absence of ~이 없는 상태에서 benchmark 벤치마
킹하다 perspective 시각, 관점 compare notes 의견이나 정
보를 교환하다 assessment 평가 blame game 비난 게임(어
떤 실패 상황이나 부적절한 결과에 대해 단독 책임을 인
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
는 것) 

10  정답 ①
[출제 의도] 빈칸 내용 추론하기
[해석]
비록 유럽의 이슬람교도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수의 정체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이들 중에서 언제 어
느 때나 정치적으로 두드러지는 정체성은 거의 없다. 정
체성이 중요성을 띠는 것은 바로 어떤 정치적 문제가 특
정 집단의 사람들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경우뿐이다. 예
를 들어 여성의 권리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여
성들은 성을 자신들의 주된 정체성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다. 그런 여성들이 미국인인지 이란인인지, 혹은 그들이 
가톨릭 신자인지 개신교도인지의 여부는 그들이 여성이
라는 사실보다 덜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기근과 내전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수세기 이전에 자기 
조상들이 기원했던 대륙과의 혈족 관계가 생각나서 자신
들의 지도자들에게 인도주의적 구호를 제공하라는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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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한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문제는 그 문제들에 관
해 사람들이 가지는 정치적인 선호를 설명하는 데 도움
을 주는 다소 서로 다른 정체성을 이끌어낸다.
[풀이]
빈칸 뒤에 어떤 정치적 문제가 특정 집단의 행복에 영향
을 주어 평소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그 집단과 연
관된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① ‘정체성이 중요성을 띠는 것’이다.
② 종교가 정체성에 우선하는 것
③ 사회가 안정성을 잃는 것
④ 사회가 다양성을 지지하는 것
⑤ 국적이 중요성을 갖는 것
[Words and Phrases]
numerous 다수의, 매우 많은 principal 주된, 주요한 
famine 기근 civil war 내전 sub-Saharan 사하라 사막 이
남의 kinship 혈족 관계, 친척 관계 originate 기원하다, 
유래하다 touch on ~에 관계하다 lobby 압력을 가하다 
humanitarian 인도주의의 relief 구호 (물자) call forth ~을 
이끌어 내다 regarding ~에 관해

11  정답: ①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
저개발 세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은 감
소하고 있지만, 동시에 계속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들은 기술 발전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다. 저개
발 세계에서 쓰이는 전형적인 시나리오는 아주 소
수의 상업적 농업 경영인들이 기술적으로 발전해 
있는 반면에 대다수는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 대다수는 더 큰 세계적인 원인으로 인해 
자신들의 생산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었다. 한 
예로서, Kenya에서, 농부들은 기초식품 생산을 희
생해가면서 차와 커피와 같은 수출 작물을 재배하
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된 다 결과적으로 옥수수와 
같은 주요 작물은 충분한 양으로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여가에서 본질적인 논점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주요 식품의 생산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저
개발 세계 소작농의 생산에 영향을 끼쳐 식량 문제
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풀이]
저개발 세계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소작농들
의 생산에 영향을 끼쳐 궁극적으로 식량 문제를 일
으키게 된다. 결국, 경쟁력이 없는 소작농들은 자
신들에게 필요한 주요 식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
라 자본의 요구에 맞는 생산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① ‘자신들의 생산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었다’가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① 식품 생산을 위해 기술에 의존하게 되었다
③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도전하게 되었다
④ 수의 작물을 재배하는 일을 줄였다
⑤ 세계 시장에서 자신들의 경쟁력을 되찾았다
[Words and Phrases]
decline 감소하다 agriculturalist 농업 경영인 
export crop 수출 작물 at the expense of ~을 
희생하여 sufficient 충분한 argument 논점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peasant 소작농

12 [정답] ③
[출제의도] 빈칸 추론 
[해석]
190년대 중반에, John Kenneth Galbraith는 소비자는 시장
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권력
의 체계적 배치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여 경제학 분야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러한 권력의 배치 내에서, 상업 매
체는 반드시 소비자가 경제의 일반 요건에 부응하는 가
치와 신념을 채택하게 한다. 대중 행동 패턴에 개인이 
참여하는 것은 임의의 힘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이 아니
다. 신념 체계로 작동하는 경제 체계 내에 살고 있기 때
문에 소비자들은 공동의 소비 패턴에 참여한다. 그것(신
념 체계로 작동하는 경제 체계)은 일의 의미와 가치에 
상당한 통제력을 행사한다. 경제가 신념 체계로 기능할 
때, 그것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엄격한 제한을 둔
다. 소비자로서, 우리의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것
이 아니다. 우리의 신념, 가치, 생각, 그리고 감정은 시장
의 요구에 맞추도록 크게 조절된다. 
[풀이]
사회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치된 권력(신념 체계)의 
일부가 경제이고, 그 경제의 산물이 소비자이므로, 소비
자의 소비 행동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선택 행동이 아
니라 경제라는 신념 체계에 의해 통제를 받는 행동일 수
밖에 없다. 문맥상 ‘The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mas 
behavior paterns’는 소비자의 소비 행동을 가리키므로 ③ 
‘임의의 힘(이 글에서는 경제를 의미)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이 아닌’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① 상업 매체의 의제에 의해 이끌리지 않는 
② 본능적인 개인 선택의 산물
④ 시장의 요구로 영향을 받지 않는
⑤ 경제 체계와 무관한 결과 
[Words and Phrases]
ensure 반드시 ~하게 하다 adopt 채택하다 match 부응하
다, 맞추다 mass 대중의 engage in ~에 참여하다 operate 
작동하다 severe 엄격한 condition 조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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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답 ②
[출제 의도]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해석]
교통 기반 시설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여행하는 ‘곳’을 정
할 수 있지만, 여행의 초기시대에는 사람들의 여행 가능 
여부를 결정했다. 교통의 발전과 향상은 현대의 관광 산
업이 대규모로 발전해서 전 세계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
의 삶의 일상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게 하는 데 가장 중요
한 요인 중 하나였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공장 제품이 소비자에게 운송되
게 만든 산업화였다.) 기술적 진보가 지방과 지역, 그리
고 전 세계의 교통망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토대를 제
공했고, 여행을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값싸게 만들었다. 
이것은 관광객을 창출하고 받아들이는 새로운 지역을 만
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숙박 시설 같은 관광 산업 기반 
시설에서의 여타의 많은 변화를 유발했다. 그 결과 교통 
기반 시설과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이 관광 산업의 기본
적인 전제 조건으로 간주되어 왔다.
[풀이]
교통 기반 시설이 관광 산업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교통 기반 시설 발전의 
또 한 가지 요인으로 산업화를 언급하고 있는 ②는 글의 
흐름과 관계없다.
[Words and Phrases]
era 시대 advance 진보, 향상 expansion 확대, 팽창 
prompt 유발하다, 촉발하다 a host of 많은, 다수의 
accommodation 숙박 시설 fundamental 기본적인, 근본적
인 precondition 전제 조건

14 [정답] ③
 [출제의도]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해석]
여행지의 유인 효과는 여행지의 접근성을 더욱 높여 주
는 친관광산업 정책의 도입 및 강화로 긍정적으로 영향
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긍정적 시장 이미지
를 증진하기 위해 주민들 사이에서 방문객에 대한 우호
적인 태도를 촉진하는 인식 제고 운동을 벌일 수 있고 
실제로 흔히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운동은 광범위한 
사회 공학에 의존하고, 그 효과는 무작위적 폭력 행위로 
상쇄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 결과
가 보장될 수는 없다. (개발도상국들의 대부분의 정부는 
국제 관광산업을 장려하는데, 이는 부유한 국가에서 온 
관광객들이 일반적으로 돈을 더 많이 쓰기 때문이다.) 게
다가, 그 관광지 지역 사회 내에서 자주 부정적인 태도
를 만들어 내는 것은 일부 여행객들의 행동과 관광산업 
자체의 구조와 발전이다. 이것은 아마도 우호적 태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식 제고 운동보다는 오히려 관광산
업 자체에 주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풀이]
여행지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친관광산업 정책의 
하나로 주민 대상 인식 제고 운동을 벌이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긍정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관광산업 자체
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므로, 개발도상국들
의 정부들이 국제 관광산업을 장려하는 이유를 언급한 
③은 글 전체의 흐름과 무관하다.
[Words and Phrases]
destination 여행지, 목적지 reinforcement 강화 accessible 
접근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employ (기술·방법 등을) 
사용하다 awareness campaign 인식 제고 운동 promote 촉
진시키다 foster 증진시키다, 촉진시키다 counteract ~을 
상쇄하다, ~에 반대로 작용하다 random 무작위의, 마구잡
이의 outcome 결과 imply 의미하다

15 ②
[해석]
로마의 인형 제작자들은 이집트인들과 그리스인들에 의
해 개발되었던 기술을 계속해서 사용했지만, 그들 문화
의 예술적인 감수성에 일치하게 인형을 우아하고 아름답
게 만들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했다. 로마의 Prati 근처에서 
발견된 한 인형은 상아로 만들어졌고 18세의 나이에 죽
었던 그것의 주인 옆에 놓여 있었다. 문명의 이해에 있
어서의 큰 성장은 무역의 다른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인식
을 상승시켰다. 그 인형 옆에는 역시 상아로 만들어진 
작은 상자가 있었는데 작은 빗들과 은으로 만든 거울을 
담고 있었다. 그 인형은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었고 
작은 열쇠를 쥐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상자의 자물쇠를 
열어 주었다. 오늘날의 아이들처럼, 로마 문명의 보다 젊
은 구성원들은 그들의 인형에 옷을 입히고 벗겼을 것이
고 최신 패션에 따라 그것들의 머리와 손가락을 장식했
을 것이다.     
[풀이] 로마의 인형에 관한 글이므로, 문명의 이해와 무
역의 역할에 관한 ②는 전체 흐름에서 벗어난 문장이다.
[Words and Phrases]
in line with ∼와 일치하여     sensibility 감수성     
elegant 우아한     ivory 상아    huge 거대한    
awareness 인식     comb 빗      tiny 작은   unlock 자
물쇠를 열다     decorate 장식하다

16  정답 ⑤
[출제의도] 주어진 문장 넣기
[해석]
Erikson은 우리가 성년에 이를 때, 몇 가지 신체적, 사회
적, 그리고 심리적 자극이 ‘생식성’에 대한 인식을 촉발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태도의 한 가지 중심적인 구성요
소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욕구이다. 대다수 사
람에게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마 이러한 욕구를 충족할 
가장 분명하고 편안한 기회일 것이다. Erikson은 성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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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가르치고자 하는 타고난 욕구
의 출현이라고 믿는다. 신체적으로 자손을 퍼뜨릴 수 있
는 일이 헌신적인 관계, 성인 생활 패턴의 정착, 그리고 
업무 책임 떠맡기에 참여하는 일들과 결합할 때 우리는 
이 욕구를 인식하게 된다. Erikson에 따르면, 부모가 됨으
로써 우리는 우리의 지식, 보호, 그리고 지도에 의존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필요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
을 알게 된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행동, 가치, 태
도, 기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정보를 가르치는 일을 위
임받게 된다. 아이들이 신체적,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긴 
세월 동안 그들에게 일차적인 돌봄 제공자가 되는 책임
을 떠맡음으로써, 우리는 Erikson이, 가르치고자 하는 타
고난 욕구라고 믿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풀이]
이 글은 Erikson이 제시한, 성년기에 이르면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 즉, 생식성 인식과 가르치고자 하는 욕구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주어진 문장은 우리가 가르치는 일
을 위임받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문장
은 우리가 부모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의존하는 사람들 
즉 자녀에 의해 우리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다시 말해, 자녀를 가르침으로써 자신이 필요
한 존재임을 느끼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는 문장인 
⑤ 앞의 문장과,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계속 아이에게 
일차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책임 즉 아이에게 이것저것 
가르치는 책임을 떠맡음으로써 Erikson이 믿는, 가르치고
자 하는 타고난 욕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마
지막 문장 사이인 ⑤에 들어가야 한다.
[Words and Phrases]
entrust 위임하다, 맡기다 stimulus 자극 (pl. stimuli) 
trigger 촉발하다 generativity 생식성 distinguishing 독특
한, 특유의 feature 특징 emergence 출현 committed 헌신
적인 establishment 정착 assumption 떠맡기 primary 일차
적인, 우선적인 concretely 구체적으로

17 [정답] ②
[해석]

언론 매체가 다양하고 상반되는 관점을 제시해서 우

리가 가장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

하다. 전쟁을 시작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전쟁은 

분명 다른 모든 선택권이 실패했을 때 착수하는 최후

의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전쟁을 시작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면서 엄청

난 선전 활동을 벌여 그것을 정당화 하려 한다면, 뉴

스 매체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

(뉴스 매체)은 우리를 대신해 매우 자세히 조사하여, 

대중들이 다른 관점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

지 않으면, 우리는 불필요한 전쟁이나, 정부와 장성들

이 제시한 이유 외에 다른 이유로 전쟁을 벌이게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언론 매체는 이 중대한 역

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심지어 거대한, 소위 “진보적”

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언론 매체조차도 그들이 항상 

대중의 이익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지는 못했으며, 몇

몇 주요 사안에 대한 자사의 보도가 “때로는 눈에 띄

게 편향적인 것처럼 보인다.” 는 것을 인정하였다.

해   설

문장을 시작하는 So를 통하여 이 문장이 들어갈 앞 문장
에도 주어진 문장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문장이 서술되
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주어진 문장은 언론이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고 있고 이 글 처음 문장을 통하여 언론
이 다양하고 상반된 관점을 제시하여 우리가 가장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
다. 따라서 전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언론이 하여
야 할 역할을 나타내는 글의 순서가 되어야 한다. (②) 
다음문장에 언급되는 “They should be providing ~.”에서 
They는 주어진 “the news media”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②번이 정답으로 가장 적절하다.

어   휘

threaten 위협하다, 협박하다 | intense 강렬한 | general 장
군, 장성| crucial 중요한 

18 [정답] ④
해   석

예전에는 인기 앨범을 내는 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
데 그것은 라디오였다. 어떤 것도 라디오만큼 많은 사람
에게 자주 다가가지 못했다. 노래가 라디오 방송 예정 
녹음 리스트에 올라가는 것이 어렵기는 했지만, 일단 라
디오에서 자주 들리면, 그것은 팔릴 가능성이 아주 높았
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MTV가 등장했는데, 그것은 인
기 앨범을 만드는 그(라디오)에 버금가는 길이 됐다. 그
것은 새로운 음악에 대해 훨씬 더 제한적인 수용 능력을 
가졌지만, 한 세대에 대한 영향력은 비할 데가 없었다. 
음반사들에게 그 때는 좋은 시절이었다. 그것은 매우 경
쟁적인 사업이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사업이었다. 그
들은 규칙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활용하여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록음악을 들려주는 라디오는 외관
상 가망 없는 쇠퇴기에 있고, MTV는 더 이상 많은 뮤직
비디오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 음반사들은 해답이 온라인에 있음을 알고서, 수
요 창출에서 전통 마케팅을 대신하는 구전의 힘을 이용
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할 
수 있을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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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주어진 문장이 But으로 시작되고 있으므로 앞에 언급된 
내용에 반대되는 글을 이끌고 있음을 단서로 볼 수 있
다. 이 글을 통하여 ‘rock radio 와 MTV’ 의 쇠퇴에 관
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두 매체의 적극적인 활용을 보여
주는 내용 다음인 ④번에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으
로 ④번이 가장 적절하다. 

어   휘

probability 가능성 | unparalleled 비할 데 없는 | tap 타진
하다, 이용하다 | figure out 알아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