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S 
강훈련
영어

초고난도 50제



002

just trust and follow me!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Endangered pandas, blue whales, rhinos, and chimpanzees generally make the headlines because they 

are the most appealing or visible victims. 

(A)   An adult frog, for example, can eat its weight in insects every day. In India, sharp declines 

in the frog populations may be partly responsible for higher rates of insect damage on 

crops and for an increase in malaria, a serious and sometimes fatal disease transmitted by 

mosquitos, a main component of the frog’s diet. 

(B)   Losing species, therefore, is not just an aesthetic tragedy. It can have profound 

environmental, economic, and health consequences. Protecting species, regardless of how 

appealing they are, is vital to sustainability.

(C)   Most preservation money is spent on these species. Interest in less appealing species is 

often difficult to stir, but many less conspicuous species are important components of 

natural systems, even keystone species. Many inconspicuous species are vital to human 

welfare.   

 *conspicuous 눈에 띄는 **aesthetic 미적인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 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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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멸종 위기에 처한 판다, 흰긴수염고래, 코뿔소, 그리고 침팬지는 일반적으로 대서특필되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가장 매력적이거나 아니

면 눈에 띄는 희생자이기 때문이다. (C) 대부분의 보존 자금이 이 종들에 쓰인다. 덜 매력적인 종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흔히 

어렵지만, 눈에 덜 띄는 많은 종들은 자연계의 주요한 구성 요소이며, 핵심 종이기조차 하다. 눈에 띄지 않는 많은 종들 이 인간의 복지에 

지극히 중요하다. (A) 예를 들면, 성체 개구리 한 마리는 매일 자기 몸무게에 달하는 곤충을 먹을 수 있다. 인도에서 개구리 개체군의 급격

한 감소는 곤충이 농작물에 끼치는 피해율이 더 높아지고 개구리 먹이의 주요 구성 요소의 하나인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심각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질병인 말라리아가 증가하는 것의 부분적인 원인일 수도 있다. (B) 따라서 종들을 잃는 것은 단지 미적인 비극만은 아니다. 그것

은 지대한 환경적, 경제적, 그리고 건강상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종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것들이 얼 마나 매력적인지와 관계없이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지극히 중요하다.

해설

문장의 위치를 찾는 유형과 글의 순서를 잡는 유형은 연결사, 지시사·대명사, 상-하위 개념의 정확한 쓰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들은 

문장과 문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우리는 그것을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주어진 문장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제시하며 ‘이것들이 대서특필되는 이유는 매력적이거나 눈의 띄는 희생자이기 때문이

다.’라고 하였다. 주어진 문장 다음으로는 these species(이 종들)이라는 지시사를 사용하여 주어진 문장의 동물들(판다, 흰수염고래, 코뿔

소, 침팬치)을 지칭한 (C)가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C)의 후반부에서는 눈에 덜 띄는 종들이 인간 복지에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A)에서는 

개구리의 감소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와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말라리아를 예로 들어 (C)의 ‘인간의 복지’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C)다음으

로는 (A)가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것에 대한 결과로 therefore(따라서)라는 인과관계 연결사를 통해 (B)의 ‘종들을 잃는 것은 단지 미

적인 비극만은 아니다.’가 이어지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이 글의 순서는 ④ (C) - (A) - (B)가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어휘

endanger   위험에 빠뜨리다,   

 위태롭게 하다(=imperil, put ~ at risk)

whale 고래

rhino 코뿔소

generally 일반적으로(=usually, commonly, typically)

make the headlines 대서특필되다

appealing   매력적인, 흥미로운(=attractive, engaging);   

 호소하는

visible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뚜렷한(=clear, evident, manifest)

victim 희생자, 피해자

preservation 보존, 보호, 유지

stir [감정, 분위기를] 유발하다, 불러일으키다; 젓다

conspicuous 눈에 잘 띄는; 뚜렷한(=obvious, evident)

component (구성) 요소

keystone species 핵심 종

vital   필수적인(=essential, necessary);   

 활력이 넘치는(=lively, vigorous)

welfare 복지, 후생; 안녕, 행복

decline   감소, 하락, 축소  

 (=falling off, downturn, dwindling, deterioration)

population 개체 수; 주민(=inhabitants, people, residents)

responsible   원인이 되는; 책임이 있는  

 (=culpable, accountable, liable)

transmit 전염시키다; 전송하다

mosquito 모기

tragedy 비극

profound 심오한; 엄청난, 깊은

consequence 결과(=result, effect, outcome)

regardless of ~에 상관없이

sustainability 지속[유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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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trust and follow me!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Nevertheless, marketing and merchandising programs commonly treat these customers as if 

they are much older.

 It is estimated that people age fifty and older spend about 48 percent of consumer dollars. ( ① ) 

They buy about 48 percent of all luxury cars, and they are responsible for about 80 percent of 

luxury travel. ( ② ) They even buy about 25 percent of all toys annually (there are about fifty-

five million grandparents age fifty years and older in the United States). ( ③ ) For example, 

there is the myth that older consumers are fixed on certain products and are unwilling to try new 

alternative products. ( ④ ) Therefore, why should advertising of a new product be directed at 

older consumers? ( ⑤ ) In fact, a survey of five hundred people over age fifty in shopping malls 

revealed that about 80 percent of them were quite willing to try new products.

• MEMO  •

02  수특 영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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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50세 이상의 사람들은 소비자가 쓰는 돈의 약 48퍼센트를 쓴다고 추정된다. 그들은 전체 고급 승용차의 약 48퍼센트를 구매하고 호화로

운 여행의 약 80퍼센트를 책임진다. 그들은 심지어 매년 전체장난감의 약 25퍼센트를 구매한다(미국에는 약 5천 5백만 명의 50세 이상의 

조부모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및 판매 촉진 프로그램은 보통 이러한 소비자들을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것처럼 취급한다. 예

를 들어 나이 많은 소비자들은 특정 상품에 고정되어 있고 새로운 선택 가능한 상품을 써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믿음이 있다. 그

러니 왜 신상품의 광고가 나이 많은 소비자들을 겨냥해야 한단 말인가? 사실 쇼핑몰에 있는 500명의 50세가 넘는 사람들의 설문 조사는 

그들의 약 80퍼센트가 신상품을 써 보고자 하는 의지가 꽤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해설

문장의 위치를 찾는 유형과 글의 순서를 잡는 유형은 연결사, 지시사·대명사, 상-하위 개념의 정확한 쓰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들은 

문장과 문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우리는 그것을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주어진 문장에서는 대조연결사인 Nevertheless(그럼에도 불구하고)와 these customers(이러한 소비자들)을 실마리로 쓸 수 있

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어진 문장 앞에는 these customers가 지칭하는 ‘대상’이 위치해야 함과 동시에 주어진 문장과는 대조적인 내용

이 와야 함을 알 수 있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50세 이상의 사람들이 소비자가 쓰는 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이 언급된다. 이에 따라 

주어진 문장의 these customers(이러한 소비자들)은 50세 이상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및 판

매 촉진 프로그램은 훨씬 더 나이 많은 것처럼 취급한다는 대조적인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위치는 ③이

다. 또한 주어진 문장이 ③에 위치하면 예시연결사(For example)을 시작으로 50세 이상의 소비자들을 더 나이 많은 것처럼 취급하는 것

에 대한 구체적 예시로 ‘특정 상품에 고정되어 있고 새로운 상품을 써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언급하며 뒷받침한 ③이

하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어휘

estimate 추산[추정]하다(=guess)

consumer dollar 소비자가 쓰는 돈

luxury 고급의 / 호화로움, 사치(=extravagance)

annually 매년, 1년에 한 번씩

merchandise 판매를 촉진[계획]하다

commonly 흔히, 보통

certain   특정한, 어떤(=particular); 확실한,   

 틀림없는(=apparent, distinct)

unwilling 꺼리는, 싫어하는

alternative 대체 가능한, 대안이 되는

direct ~로 향하다; 감독하다(=control, manage, oversee)

survey (설문) 조사(=poll); 측량 / 살피다, 점검하다

reveal   나타내다, 보이다; 드러내다,   

 폭로하다(=disclose, un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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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trust and follow me!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How can we maintain excitement, interest, and aesthetic pleasure for a lifetime? I suspect 

that part of the answer will come from the study of things that stand the test of time, such as 

some music, literature, and art. In all these cases, the works are rich and deep, so that there is 

something different to be perceived in each experience. Consider classical music. For many 

it is boring and uninteresting, but for others it can indeed be listened to with enjoyment over 

a lifetime. I believe that this lastingness derives from 　　　　　　　　　　　　. The music 

interleaves multiple themes and variations, some simultaneous, some sequential. Human 

conscious attention is limited by what it can attend to at any moment, which means that 

consciousness is restricted to a limited subset of the musical relationships. As a result, each new 

listening focuses upon a different aspect of the music. The music is never boring because it is 

never the same. I believe a similar analysis will reveal similar richness for all experiences that 

last: classical music, art, and literature.  

 *aesthetic pleasure 미적 쾌감 **interleave (특히 얇은 막 같은 것을) 끼우다

① the everlasting curiosity humans have

② the unchanging tastes of people in music

③ the richness and complexity of its structure

④ the characteristics of music brining out our emotions

⑤ the music’s purpose focused on communicating with people

• MEMO  •

03  수특 영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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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어떻게 우리는 흥분, 흥미, 그리고 미적 쾌감을 평생 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나는 그 답의 일부는 몇몇 음악, 문학, 그리고 미술과 같이 오

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건재한 것들에 대한 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모든 이러한 사례에서, 작품들은 다

채롭고 심오해서 매 경험마다 서로 다르게 인지되는 무언가가 있다. 고전 음악에 대해 생각해 보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지루하고 흥

미가 없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참으로 평생 동안 즐겁게 감상될 수 있다. 나는 이런 영속성은 그것의 구조적인 풍요로움

과 복잡성에서 파생된다고 믿는다. 그 음악에는 다양한 주제와 변주곡이 끼워져 있는데, 그중 몇몇은 동시에 존재하고, 또 몇몇은 순차적으

로 제시된다. 인간의 의식적 주의 집중은 그것이 어느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에 의해 제한되는데, 이는 의식이 음악적 관계의 제한적인 

작은 부분에 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매번의 새로운 감상은 그 음악의 다른 측면에 집중한다. 그것이 결코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음악은 결코 지루하지 않다. 나는 유사한 분석이 지속되는 모든 경험들, 즉 고전 음악, 미술, 그리고 문학에 있어서도 유사한 다

채로움을 드러낼 것이라고 믿는다.

해설

빈칸은 중심내용과 관련이 있으며, 빈칸 앞과 뒷문장에 실마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글을 읽어야 한다. 이 글의 전반부에서는 ‘어떻게 우리는 

흥분, 흥미, 그리고 미적 쾌감을 평생 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라며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필자가 우리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은 주의를 

환기시킴과 동시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필자 자신이 스스로 하며 강조하기 위한 장치이다. 즉,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심내용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흥분, 흥미, 그리고 미적 쾌감이 평생 동안 지속되는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글을 읽어 내려 갸야 하며, 그것이 빈칸에 위치

할 것임을 예측해야 한다. 빈칸 앞에서는 고전음악을 예로 들고 있으며, 빈칸 뒤에서는 그 음악에 ‘다양한 주제와 변주곡’이 끼워져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 이후로는 인간의 의식이 작은 부분에 한정되며 그 결과로 우리가 새롭게 음악을 감상할 때 마다 다른 측면에 집중한

다고 하였고 그것은 결코 똑같지 않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말은 ‘다양함, 다채로움, 새로움’과 

같은 ‘변화’와 관련된 말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음악의 구조적인 풍요로움과 복잡성을 언급한 ③이 적절하다.

어휘

maintain   유지하다, 지키다(=retain);   

 주장하다(=assert, claim, insist)

excitement 흥분, 신남(=exhilaration)

aesthetic pleasure 미적 쾌감

lifetime   평생, 일생

suspect   ~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다;   

 의심하다(=distrust, doubt)

stand the test of time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건재하다,   

 세월의 시험을 견디다

perceive   인지하다, 지각하다

indeed   정말, 참으로

enjoyment 즐거움, 기쁨(=pleasure, delight)

lastingness 영속성

derive from ~에서 파생하다, 유리해다

complexity 복잡성, 복잡함(=complication)

structure 구조; 구조물, 건축물(=building, construction)

interleave (특히 얇은 막 같은 것을) 끼우다

multiple 다양한, 복합적인; 많은, 다수의

variation 변주곡; 차이, 변화(=variety, change, diversity)

simultaneous 동시의

sequential 순차적인

conscious 의식하는, 자각하는

attention 주의, 주목; 관심, 흥미

consciousness 의식(=awareness)

restrict 제한[한정]하다(=limit, regulate, curb)

subset 작은 부분; (수학) 부분 집합

analysis 분석

reveal 드러내다, 폭로하다(=disclose, give away, uncover)

richness 풍부함, 풍요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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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trust and follow me!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Our addiction to criticizing others is a huge block to effectively giving feedback. When we 

criticize, even if we choose our words with care, we are likely to assign others to a specific, 

potentially harmful, status. 

(A)   And what’s more important, defensive people block messages. Unless you are trying not 

to be understood, then, criticism is not an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y. And it doesn’t 

help to call it “constructive” either. 

(B)   We are likely to assign others, for instance, to the status of being “wrong.” No one likes to 

be labeled “wrong.” Most people get defensive when they are labeled, even when sure they 

are not “wrong.” 

(C)   Saying something like, “I’m telling you this for your own development, your design 

is all wrong” isn’t going to produce positive results. Criticism is criticism. It blocks 

understanding.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 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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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 중독되는 것은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다. 우리가 비판할 때, 비록 우리가 신중하게 

단어들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특정한, 잠재적으로 해로운 상태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 (B) 예를 들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라는 상태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칭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 누구도 ‘틀린’

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꼬리표가 붙을 때, 심지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할 때조차 방

어적으로 된다. (A)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방어적인 사람들은 메시지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해 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경우 비판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이 아니다. 그것을 ‘건설적’이라고 부르는 것도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 (C) “나
는 당신의 발전을 위해서 당신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디자인은 모두 틀렸어요.” 와 같이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

지 않을 것이다. 비판은 비판이다. 그것은 이해를 막는다.

해설

문장의 위치를 찾는 유형과 글의 순서를 잡는 유형은 연결사, 지시사·대명사, 상-하위 개념의 정확한 쓰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들은 

문장과 문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우리는 그것을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주어진 문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잠재적으로 해로운 상태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였다. 

주어진 문장 다음으로 이어질 말은 예시연결사(for instance)를 시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라고 분류한다 라며 주어진 문장

의 ‘해로운 상태’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든 (B)가 적절하다. (B)의 후반부에는 대부분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꼬리표가 붙을 

때(그들이 비판을 받을 때), 방어적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로는 그 방어적인 사람들이 하는 추가적인 행동인 ‘메시지를 차단한다’를 언

급한 (A)가 연결되는 것이 적절하다. 그 뒤로는 (C)가 이어져서 (B)의 후반부의 ‘건설적’이라는 말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나는 당신의 발

전을 위해서 당신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를 언급하여 이어진다. 따라서 이 글의 올바른 순서는 ② (B) - (A) - (C)이다.

어휘

addiction 중독

criticize 비판[비난]하다(=censure, condemn)

effectively 효과적으로

be likely to V to V할 가능성이 있다

assign A to B A를 B로 분류하다

specific   특정한; 구체적인,   

 명확한(=precise, exact, explicit, definite)

potentially 잠재적으로

harmful 해로운, 유해한(=damaging, detrimental)

status 상태, 사정; 지위, 신분(=position)

defensive 방어적인; 방어[수비]의

effective 효과적인; 실질적인, 사실상의

communication 의사소통

strategy 전략, 계획(=plan)

constructive 건설적인

criticism 비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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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trust and follow me!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For example, visitors posting travel images online has meant that the city is no longer in 

control of what sites are defined as worth visiting.

 It has long been the responsibility of the marketers of cities and towns to promote them as 

possible travel destinations by developing a brand image. ( ① ) First the marketers’ responsibility 

was to assess the city for possible places and also people of interest. ( ② ) These places and 

people were then photographed and information written about their history and stories, which 

was then communicated, first using print and now digitally. ( ③ ) This branded image was both 

developed and then controlled by marketers. ( ④ ) The ease of taking and posting photographs 

along with visitors posting and sharing travel stories has changed the branding process by taking 

control away from the marketing department. ( ⑤ ) Those charged with increasing tourism must 

still develop a promotional strategy, but it will be based on encouraging visitors to co-brand 

along with the professionals.

• 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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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함으로써 크고 작은 도시들을 가능한 여행 목적지로서 홍보하는 것은 오랫동안 그곳 마케팅 담당자들의 책임이었다. 

우선 마케팅 담당자들의 책무는 (여행) 가능한 장소들과 또한 흥미로운 사람들에 대하여 도시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이 장소들

과 사람들을 사진으로 찍고 그 역사와 이야기에 대한 정보가 글로 작성된 후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 처음에는 인쇄물을 이용하였고 지금

은 디지털 방식이다. 이 브랜드화된 이미지는 마케팅 담당자에 의해 개발도 되고 또 그런 다음에는 그들에 의해 통제도 되었다. 방문객들

이 여행 이야기를 올리고 공유하는 것과 더불어 사진을 찍고 올리는 것의 수월함은 마케팅 부서의 통제권을 없앰으로써 브랜드를 창조하

는 과정을 변화시켰다. 예를 들면, 방문객들이 여행 이미지를 온라인상에 올리는 것은 어떤 장소들이 방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는

지가 이제는 도시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관광을 증대시키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여전히 홍보 전략을 개발해야 하

지만, 그것은 방문객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브랜드를 창조하도록 권장하는 것에 기반을 둘 것이다.

해설

문장의 위치를 찾는 유형과 글의 순서를 잡는 유형은 연결사, 지시사·대명사, 상-하위 개념의 정확한 쓰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들은 

문장과 문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우리는 그것을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주어진 문장에서는 상위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 예시연결사(for example)가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주어진 문장 

앞에는 ‘방문객들이 여행 이미지를 올리며 어떤 장소들이 방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는지가 도시의 통제를 벗어났다.’라는 것에 대

한 상위개념이 위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의 전반부에는 과거에는 크고 작은 도시에 있는 마케팅 담당자들이 여행 목적지 홍

보에 대한 책임자였으며, 그들이 도시를 평가하고, 사진을 찍고, 글을 쓰며 홍보에 대한 행위를 통제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글의 중반

부에서는 도시의 마케팅 담당자들이 아닌 ‘방문객’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사실 ‘마케팅 담당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방문객들이 

제공하는 여행 이야기와 사진은 마케팅 부서의 통제권을 없앴다는 내용이 ⑤ 앞 문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주어진 문장 ‘도시의 통제를 벗어

났다’라는 것에 대한 상위개념이며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⑤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어휘

responsibility 책임, 책무(=duty, accountability)

promote 홍보하다; 촉진[고취]하다(=forward, advance)

destination 목적지

assess 평가하다(=evaluate); 재다, 가늠하다

photograph ~의 사진을 찍다

digitally 디지털 방식으로

control 통제[지배]하다(=have power over, govern)

post 올리다, 게시하다

department 부서; 학과

charge   책임[임무]를 맡기다; 청구하다 / 요금(=rate); 기소, 고

발(=accusation)

promotional 홍보[판촉]의

encourage   권장[장려]하다;   

 격려[고무]하다(=inspire, hearten)

professional   전문가   

 / 전문적인, 능숙한(=skilled, trained, expert)

industry 산업

unreliability 신뢰할 수 없음

participation 참여, 참가

absence   부재; 결석, 결근; 없음,   

 결핍(=deficiency, scarcity, dearth)

authentic 진정한, 진짜의(=real); 정확한(=accurate)

virtual 가상의; 사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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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trust and follow me!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basic economic argument for congestion charges is well established. In a nutshell, it says 

that since travel times increase with traffic volumes, an additional car on the road slows down all 

other cars, increasing time costs for all the occupants of all the cars. The decision to travel made 

by the occupants of an additional car is based on their own travel costs (their private or internal 

costs). They ignore any increase in travel costs for all other car users (the external costs). This 

is inefficient when private costs are below the full social cost of the decision to travel. When 

decisions are made on the basis of “underestimates” of costs, too much of a good (in this case, 

travel) will be consumed. A congestion charge is intended to confront users with costs imposed 

on other users, so as to 　　　　　　　　　　　　　　　　　　　　. The charge will suppress 

part of demand, reduce congestion and increase surplus.

① humanize the transport system

② align private costs with social costs

③ teach people to behave acceptably

④ allow government to collect more taxes

⑤ help the disadvantaged contact with society

• M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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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교통 혼잡 요금을 찬성하는 기본적인 경제적인 논거는 잘 확립되어 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교통량에 따라 이동 시간이 증가하

기 때문에 도로상에 자동차 한 대가 추가되면 다른 모든 차량의 속도를 늦추게 되고 이것은 모든 자동차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간 

비용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추가된 차량 한 대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동의 결정은 그들 자신의 이동 비용(그들의 개인적인 혹은 

내부 비용)에 근거한다. 그들은 다른 모든 자동차 사용자들의 이동 비용(외부 비용)의 증가는 무시한다. 개인 비용이 이동 결정에 대한 전체 

사회의 비용보다 낮을 때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결정이 비용에 대한 ‘과소평가’에 근거해 내려지면 너무 많은 재화(이 경우, 이동)가 소비될 

것이다. 교통 혼잡 요금은 개인적인 비용과 사회적인 비용을 나란히 맞추기 위해 다른 사용자들에게 부과되는 비용에 사용자들이 직면하

게 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 요금은 수요의 일부를 억제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게 될 것이다.

해설

빈칸은 중심 내용과 관련이 있으며, 빈칸 앞과 뒷문장에 실마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글을 읽어야 한다.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통해 우리는 

‘교통 혼잡 요금이 어떤 목적으로 다른 사용자들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사용자가 직면하게 하는지’를 유추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글의 전반

부를 보면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사회의 시간 비용이 증대된다고 하는데, 이는 문제점으로 다시 되 짚어보면 전체 사회의 시간 비

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통을 혼잡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해결책을 유추해볼 수 있다. 빈칸의 앞 문장에서는 ‘개인 비용이 이동 결정에 대

한 전체 사회의 비용보다 낮을 때 이것은 비효율적이다.’라고 하였으며, ‘결정이 비용에 대한 과소평가에 근거해 내려지면 너무 많은 재화

가 소비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또한 문제점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 개인적인 비용과 사회적인 비용의 균형이 맞춰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교통 혼잡 요금이 만들어지게 된 의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빈칸에 적절한 것은 ②이다.

어휘

basic   기본[근본]적인, 기초[기본]적인(= fundamental , 
elementary)

economic 경제의, 경제성이 있는

argument 논거, 논증, 주장, 논의(=controversy, dispute)

congestion charge 교통 혼잡 요금

establish   확립하다(=settle, build up, erect),   

 설립하다(=institute, found, set up)

in a nutsell 아주 간단히 말하면(=in short, in brief) 

increase   (양·수· 가치 등이) 증가하다, 인상되다, 늘다;   

 증가[인상]시키다, 늘리다

traffic volumes 교통량

additional 추가의(=extra, added, supplementary)

slow down   느긋해지다; [속도·진행]을 늦추다;   

 (기력이) 쇠해지다

occupant (차에) 타고 있는 사람, 점유자

travel   여행하다(=journey, tour)[다니다/가다],   

 이동하다(=progress),가다(=go)   

 / 여행(=journey, expedition, tour, trip), 출장, 이동

private   사유의, (특정) 개인 소유의, (특정 개인·집단) 전용의, 

사적인[사사로운/비공개의]

internal 내부적인, 내부의(=interior, inside)

external   외부적인, 외부의, 밖의, 외면의 / 외부, 외측, 외면

(=outside)

inefficient 비효율[비능률]적인

below (위치가 … 보다) 아래에 / 아래[밑]에

underestimate   과소평가 / (사람을) 과소평가하다  

 (=undervalue, underrate)

consume   (특히 연료·에너지·시간을) 소모하다,   

 소비하다(=spend), 먹다

intend to V V할 작정이다, V하려고 생각하다

confront ~ with... ~을 …에 직면하게 하다

impose (힘들거나 불쾌한 것을) 부과하다[지우다]

align ~ with... ~을 …에 직면하게 하다

suppress   억제하다(=inhibit, restrain, repress),   

 (정부·통치자 등이) 진압하다(=subdue, crush),   

 (감정·감정 표현을) 참다[억누르다](=contain)

demand   수요, 요구 (사항), (어렵거나 힘이 드는) 일[부담]   

 / 요구하다 

reduce   (규모·크기·양 등을) 줄이다[축소하다](=lessen);   

 (가격 등을) 낮추다(=lower)

surplus   이익, 필요량을 초과하는 여분(=excess), 흑자   

 / 과잉의, 잉여의

aim   목적(=point, intention, goal, purpose),   

목표(=goal, target), 겨냥, 조준   

 / (무엇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하다,  … 을 목표로 하다

advantage   (누구에게) 유리한 점, 이점, 장점   

 / (~에게) 유리하게 하다

pay for 대금을 지불하다; 빚을 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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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trust and follow me!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However, regardless of the type of evidence, the point is that without evidence, historians 

cannot function.

 Historians’ approaches to the past vary enormously, but some common disciplinary features 

unite them. ( ① ) There are limits to what historians can study: they can study only parts of the 

past that left evidence behind and for which evidence has survived. ( ② ) The dominant type of 

evidence has been documentary: government archives, private papers, newspapers and published 

materials have long been the most consulted forms of source. ( ③ ) The range has recently 

broadened, and many historians are now happy to use artefacts, buildings, visual evidence, oral 

testimony and many other non-written sources. ( ④ ) So all studies of history are driven by the 

discovery of evidence from the period being studied, and its analysis and interpretation. ( ⑤ )  

Historians aim to describe what happened, explain how and why it happened, and link past 

events to wider contexts and the passage of time.  

 *archive 공적(公的) 기록, 공문서 **testimony 증거, 증언

• MEMO  •

07  수특 영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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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과거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접근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몇 가지 공통된 학문적인 특징이 그것들을 묶어 준다. 역사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것에는 제한이 있는데, 증거를 뒤에 남겼고 증거가 존속되어 온 과거 시기의 일부만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이다. 증거의 주요한 유형은 기록

물 형태였는데, 예컨대 정부 기록 문서, 개인 서류, 신문, 출판물이 오랫동안 가장 많이 참조된 형태의 자료였다. 최근 그 범위는 확대되었

는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제는 인공물, 건물, 시각적 증거물, 구두 증언과 글로 쓰이지 않은 많은 다른 자료를 기꺼이 사용하고 있다. 그

러나 증거의 유형과 무관하게 중요한 점은 증거가 없으면 역사학자들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 연구는 연구

되는 시기로부터의 증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추진된다. 역사학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술하고, 그 일이 어

떻게, 왜 일어났는지 설명하고, 과거의 사건을 더 넓은 맥락과 시간의 흐름과 연결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설

문장의 위치를 찾는 유형과 글의 순서를 잡는 유형은 연결사, 지시사·대명사, 상-하위 개념의 정확한 쓰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들은 

문장과 문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우리는 그것을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주어진 문장에서 우리는 대조연결사인 However(그러나)를 실마리로 사용하여, 주어진 문장 앞에는 ‘증거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 

위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역자학자들의 접근법’에 대한 글이며, 글의 전반부에는 역사학자들은 증거를 통해서만 연구를 할 수 있

다 내용이 언급되었다. 글의 중반부에서는 과거에는 증거의 유형이 기록물 형태인 것과 대조적으로 최근에는 인공물, 건물, 시각적 증거물, 

구두 증언과 글로 쓰이지 않은 많은 자료들을 기꺼이 사용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주어진 문장에서 언급한 ‘증거의 유형’에 해당하므로 주

어진 문장은 ④에 위치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휘

approach 다가가다[오다] / 접근법, 처리 방법, 진입로

past   지나간, 지난, 최근의 / 과거, 지난날   

 /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지나서

vary   (크기· 모양 등에서) 서로[각기] 다르다(=differ),   

 (상황에 따라) 달라지다[다르다](=alter)

enormously 대단히, 엄청나게

common   흔한, 공동의, 공통의, 보통의(=normal, average), 평범한

disciplinary 학문의, 학과의, 징계의

feature   특색(=qaulity, trait), 특징, 특성, 이목구비(의 각 부분) 

/ 특별히 포함하다, 특징으로 삼다, (~의) 특징을 이루다

unite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다,   

  통합[결속]시키다(=combine, merge, unify)

leave ~ behind ~을 뒤에 남기다 /  ~을 놓아 둔 채

evidence   (법정에 제출되는) 증거[증언](=proof, demonstration) 
 / 증언[입증]하다(=prove);   

 증거가 되다(=witness, demonstrate)

dominant   우세한(=prominent),   

  지배적인(=ruling, governing), 우성의

documentary 기록의, 문서로 이루어진 / 기록물

archive 공적(公的) 기록, 공문서

private   사유의, (특정) 개인 소유의, (특정 개인·집단) 전용의,  

 사적인[사사로운/비공개의]

publish   출판[발행]하다, 발표[공개/출판]하다, 공표[발표]하다 

 (=announce, proclaim)

material   직물(=textile), 천, 재료(=substance), 자료   

  / 물질[물리]적인(=physical, substantial)

consult 참고하다, 상의하다, 상담하다

source   원천(=origin), 근천, (특히 연구·집필을 위한) 자료,   

 (뉴스의) 정보원[소식통] / (특정한 곳에서 무엇을) 얻다, 

공급자를 찾다

range   다양성, 범위[폭] / (양·크기 등의 범위가) A에서 B사이

이다[A에서 B까지 다양하다]

broaden 넓어지다, 퍼지다 ,넓히다(=expand, extend)

artefact 인공물, 가공품

visual 시각의(=optical), (눈의로) 보는 / 시각 자료

oral 구두의(=spoken,verbal), 입[구강]의 

testimony 증거(=proof, evidence, demonstration), 증언

non - written 글로 쓰이지 않은

regardless of …에 상관없이[구애받지 않고]

drive   (차량을) 몰다, 운전하다, (기계에) 동력을 공급하다,   

 (극단적이 되도록) 만들다[몰아가다], (어떤 방향으로) 몰 

 다, 추진시키다(=propel)

discovery 발견, 발견된 것[사람]

period 기간, 시기, (역사적으로 구분된) 시대 / 시대의, 시대적인

analysis 분석, 연구(=research)

interpretation   해석(=explanation, analysis), 이해,   

  설명(=explanation)

aim to~ ~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

happen   (무엇의 결과로) 일어나다[되다],   

 발생하다(=occur, take place, come about)

link ~ to ... ~을 ...과 연결짓다

context 맥락, 전후 사정(=circumstance, condition), 문맥

passage (시간의) 흐름, 경과

contribution   기부금, 성금, 기여, 이바지; 원인 제공,   

  기부(=donation), 기증

explore 답사[탐사/탐험]하다, 탐구[분석]하다

current   현재의, 지금의, 통용되는   

 / (물·공기의) 흐름(=flow, tide, stream), 해류, 기류

deal with 처리하다(=handle),  ~을 다루다(=treat, handle)



016

just trust and follow me!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And though he hasn’t mastered English yet, he does seem to use certain arbitrary noises 

innovatively as symbols.

 The fact that chimps do have basic ability when it comes to the use of arbitrary symbols is 

enough to suggest the gradually building complexity in symbol-use among primates. ( ① ) And 

on that point, I’d like to put in a plug for my dog, Shep, who understands at least functionally a 

number of my words. ( ② ) When, for instance, I say we’re going to “check the mail,” he knows 

well that means we’re going to head out to the road and check the postal box. ( ③ ) For example, 

he barks in various ways when he’s outside. ( ④ ) But he uses one peculiar brief and muffled 

bark only at certain times, conveying something in the direction of “I wanna come in now.” ( ⑤ )  

Since the sound is distinctive, since it’s about coming in the house, and since no other dog I’ve 

had has ever used this rather arbitrary sound, the instance leans toward real language.  

 *primate 영장류 **muffled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죽인, 낮춘

• MEMO  •

08  수특 영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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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자의적인 상징의 이용에 관한 한 침팬지들이 기본적인 능력을 정말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영장류의 상징 사용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커

지는 복잡성을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나는 최소한 기능적으로는 내가 말하는 많은 단어들을 이해하는 나의 개, 

Shep을 좋게 이야기하고 싶다. 예를 들어 내가 우리가 ‘우편물을 확인하러’ 갈 거라고 말하면, 그는 ‘그것이’ 우리가 도로로 나가서 우편함

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비록 그가 아직 영어에 숙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특정한 자의적인 

소음을 상징으로서 혁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보인다. 예를 들어 그는 밖에 있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짖는다. 그러나 그는 

오로지 특정한 때에 하나의 특이한 짧고 낮은 짖는 소리를 사용하여, “지금 들어가고 싶어요.”라는 쪽의 어떤 의미를 전달한다. 그 소리는 

독특하기 때문에, 그것이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키웠던 그 어떤 다른 개도 이 다소 자의적인 소리를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예는 진짜 언어의 경향을 띤다.

해설

문장의 위치를 찾는 유형과 글의 순서를 잡는 유형은 연결사, 지시사·대명사, 상-하위 개념의 정확한 쓰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들은 

문장과 문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우리는 그것을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주어진 문장에서 우리는 지시대명사 he(그)를 실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어진 문장 앞에는 he가 지칭 할만한 ‘대상’이 있어야 함

을 알 수 있다. 필자는 ①이후에 자신이 키우는 개 shep을 언급하였으며, ② 이후에 그에게 ‘우편물을 확인하러 갈거야’라고 말을 했다고 

했다. ②이후에 언급된 he를 주어진 문장의 he가 지칭하였으며, 우편물을 확인하러 갈 것이라는 말을 ‘비록 그가 영어에 숙달하지는 않았

다 하더라도’가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③에 위치해야 한다. 주어진 문장이 ③에 들어가면 주어진 문장에서의 ‘자

의적인 소음을 상징으로서 혁신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③이하의 예시연결사 For example(예를 들어)로 시작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짖는다’라는 것을 언급한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어휘

chimp 침팬지

when it comes to... …에 대해서[관해서]라면

arbitrary 임의의, 제멋대로인, 독단적인

symbol 상징(=logo), 상징물,  부호, 기호(=sign, mark)

suggest   제안하다, 제의하다(=propose), 시사하다,   

 암시하다(=imply, intimate) 

gradually 서서히

build   (건물을) 짓다, 건설[건축]하다(=construct), 만들어내다, 

창조[개발]하다

complexity 복잡성, 복잡함

symbol-use 상징 사용

primate 영장류

put in a plug for ~을 칭찬해 두다[좋게 이야기해 두다]

functionally 기능상, 직무상

a number of 수많은

for instance 예를 들어

postal box 우편함

innovatively 혁신적으로

bark 짖다; 짖는 소리

various 여러 가지의, 각양각색의, 다양한(=varied, diverse)

peculiar   이상한[기이한](=odd, strange),   

 (~에) 특유한[고유한/독특한]  

 (=special, unique, characteristic)

brief (시간이) 짧은, 잠시 동안의, 간단한

muffled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죽인, 낮춘

convey 전달하다[전하다], 실어 나르다, 운반[수송]하다

direction 방향[쪽], 목적, 목표

distinctive 독특한(=characteristic, special, unique)

rather 꽤, 약간, 상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