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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모의고사’

200% 활용하기
‘적중모의고사’ 문제는 다년간의 기출 분석 및 노하우로 선별하여 제작한
‘시험 전 반드시 풀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아래 설명을 참고하여 ‘적중모의고사’를 200%로 활용하며 학습해보세요.

◼ ‘적중모의고사’ 테스트 시작 전 체크사항
휴대전화의 전원을 잠시 꺼주세요.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OMR(답안지)를 준비해주세요.
(OMR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작성해야 합니다.)
	시험지를 준비하신 후, 수험번호•성명을 기재하여 주세요.
(실제 시험에서도 ‘수험번호와 성명’을 반드시 문제지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설정하세요. (한 과목당 시험 시간은 총 50분입니다.)
시험 시작 시각 ____ 시 ____분 ~ 시험 종료 시각 ____ 시 ____ 분

◼ ‘적중모의고사’ 테스트 완료 후 체크사항
	p.11의 정답을 확인하여 스스로 채점해보세요.
(총 60점(24문제) 이상 맞아야 합격입니다.)
틀린 문제를 체크하고, 문제의 출제 영역과 상세한 해설을 확인해보세요.
해설의 [핵심 적중!]을 통해 주요 기출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전문가 선생님의 명쾌한 무료 해설강의와 문제풀이 Tip을
해커스독학사 (www.haksa2080.com)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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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수험번호 (            ) 맞힌 개수 _________ 개 / 40개 내 점수 _________ 점 / 100점

01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04

Surgeons were forced to call it a day because they
couldn’t find the right tools for the job.
① initiate

② finish

③ wait

④ cancel

Many people were taken in by his good-looking face
and great manner of talking, so they gave him all their
money to invest.
① were pleased

② were shocked

③ were deceived

④ were disillusioned

02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먼 것은?
05

As a prerequisite for fertilization, pollination is essential
to the production of fruit and seed crops and plays an
important part in programs designed to improve plants
by breeding.
① crucial

② indispensable

③ requisite

④ omnipresent

There are multiple opportunities each day to become
upset about something, but we have the choice to let
them go and remain at peace.
① various

② important

③ occasional

④ decisive

[03~07]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03

06

The notorious rapist was finally captured and confined
to jail.

Having a strong mind-set as an athlete is crucial, and
it will lead you to win this game.

① innocent

② infamous

① inferior

② perpetual

③ passive

④ marvelous

③ vital

④ conscient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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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10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The teacher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① served

② ignored

③ stressed

④ considered

Drivers are advised to ( ⓐ ) their driver’s license
on time as they may be required to retake the written
and driving tests past the (  ⓑ   ) date.

①

ⓐ

ⓑ

issue

production

② renew

expiration

③ revoke

termination

④ suspend

manufacture

08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Research shows you’ll eat less food and take in fewer
calories if you eat slowly, so ________ yourself at
holiday meals.

11 다음 우리말 문장을 영어로 옮길 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① hide

② express

폭풍우 전에는 대체로 고요한 시기가 먼저 온다.

③ pace

④ betray

→ A quiet spell usually _________ a storm.
① pacifies

② precedes

③ presumes

④ provokes

[12~1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2

09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Please _________ from smoking in the restaurant, as
it disturbs other people.

Penicillin can have an ________ effect on a person
who is allergic to it.
① affirmative

② aloof

① refrain

② remove

③ side

④ allusive

③ convert

④ ex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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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6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Pierre & Sons is well known for selling high quality
household appliances at _________ prices.
① endurable

② valuable

③ intelligent

④ reasonable

Ever since my bike (  ⓐ   ), I put on my invaluable
items GPS tracking devices (  ⓑ   ) show me
exactly where they are.

①

ⓐ

ⓑ

stole

in which

② was stolen
stole

③

④ was stolen

which
which
in which

14
17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Technology is developing so fast that the _________
of privacy are ahead of the protections.
① boundaries

② questions

③ violations

④ expectations

① 난 그 파티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
→ I should not have gone to the party.
② 그는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 He must have known the truth in advance.
③ 그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 리가 없다.
→ He could have done such a stupid thing.
④ 아프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 You ought not to drive if you’re sick.

15 다음 문장을 영작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8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국 사과는 맛이 좋습니다.

The teacher demands that everyone _________ in the
classroom at nine.

① Korean apples are tasting wonderful.
② Korean apples are tasting wonderfully.
③ Korean apples taste wonderfully.

① might be

② can be

④ Korean apples taste wonderful.

③ be

④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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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우리말을 영작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22 어법상 밑줄 친 부분에 가장 적절한 것은?
Most of the art _________ in the museum is from
Italy in the 19th century.

그는 위조지폐의 출처를 알아내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① It took him hours to find out where the counterfeited money
came from.
② It took hours to find him out where the counterfeited money
came from.

① is displayed

② displaying

③ displayed

④ are displayed

③ It took hours finding him out where the counterfeited money
came from.
④ It took him hours to finding out where the counterfeited money
came from.

23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Though ① admiring critics speak of him sometimes as
② “manly” or ③ “courageously,” he is actually timid
almost to the point of burlesque — the anti-type of the
④ foolhardy Tom.

20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Who suggested ( ⓐ ) on a camping holiday in
October?
B: I did. But I didn’t know it was going to rain. I don’t
enjoy ( ⓑ ) up a tent in the rain.
ⓐ

① admiring

② manly

③ courageously

④ foolhardy

ⓑ

① to go

to put

② to go

putting

③ going

to put

④ going

putting

24 다음 빈칸에 순서대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Global warming has led to an increase ______
temperatures and sea levels, and much less polar ice.
• The big problem is ______ I don’t get many chances
to speak the language.
• I am very careful with my money and I enjoy ______
a bargain when I go shopping.

21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The first coffeehouse in western Europe ① opened
not in ② a center of trade or commerce but in the
university city of Oxford, ③ in which a Lebanese
man ④ naming Jacob set up shop in 1650.

① on – when – find
② in – that – finding
③ to – what – to find
④ with – whether –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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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8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Most readers of novels intuitively feel that their
favorite authors have ⓑ distinctive styles‚ and some
sensitive readers can even attribute passages ⓒ what
they have not read previously ⓓ to one or another of
these authors.

A: I ran into Joe’s sister yesterday. What is his sister’s
name?
B: Jessica, No, Sue. No. Gee, it is on the tip of my
_________, but I can’t quite remember.
A: That’s OK. It will come to you.

① ⓐ     			

② ⓑ     

① mouth

② tongue

③ ⓒ      		

④ⓓ

③ lip

④ throat

26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Mind Tool is an innovative product ( ⓐ ) improves
student’s writing skills. It provides students ( ⓑ )
the self-confidence to acquire knowledge on their
own. It is a unique set of tools which enables students
to (  ⓒ   ) self-directed learners.
ⓐ

ⓑ

ⓒ

with

become

② that

into

becoming

③ who

with

become

④ who

into

becoming

① that

29 대화의 흐름을 보았을 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A: Hey, my poor buddy! What’s the problem?
B: You know I took over this presentation all of a
sudden. And tomorrow is the due date for the
presentation. I couldn’t even start it yet.
A: Look! I’m here for you. ____________________

27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표현은?
Margaret wouldn’t believe Fred again if the sun
_________ to rise in the west, because he told her too
many lies.

① What are friends for?
② Everything’s up in the air.

① is

② were

③ What does it have to do with me?

③ had been

④ has been

④ You’d better call a spade a sp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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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ile fats have lately acquired a bad image‚ one
should not forget how essential they are. Fats provide
the body’s best means of storing energy‚ a far more
efficient energy source than either carbohydrates
or proteins. They act as insulation against cold‚ as
cushioning for the internal organs‚ and as lubricants.
Without fats‚ there would be no way to utilize fat
soluble vitamins. Furthermore‚ some fats contain
fatty acids that provide necessary growth factors‚
strengthen the immune system‚ and help with the
digestion of other foods.

  To change, you must let go of what you have now.
You leave something behind. Change always involves
risk because it always begins with loss. Such loss is
usually experienced as a threat and therefore a risk. The
“Letting Go” phase of change involves losses which
can range from giving up the security of a routine
task to losing meaningful long-term work. However,
change may be the opportunity. It may not be obvious
or immediate. It may be as subtle as the chance to learn
something new. Furthermore, it may involve taking
on more responsibility which later opens new doors.
Change might make you a more mature person.

① Fats deserve their bad image due to their roles.
② Fats store energy more efficiently than proteins and
carbohydrates.

① Letting Go of the Past

③ Fats contain acids that help the absorption of vitamins.

③ How to Become a More Mature Person

④ Fats serve important functions in the body.

④ Two Faces of Change: Risk and Opportunity

3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Ways to Defy Change in Life

  For decades, archaeologists have posited that the
“first Americans” came to populate the Americas
by crossing the Bering Land Bridge, a strip of land
that connected Asia and North America during the
Ice Age. Other archaeologists, however, link the first
Americans to the Solutrean culture of ancient Europe,
implying early sea travel across the Atlantic. Yet
another suggestion points to linguistic and cultural
similarities between Australia, Asia, and South
America, arguing that the first settlers crossed the
Pacific.

  Almost every form of transportation has given
someone the idea for a new type of toy. After the
Montgolfier brothers flew first balloon, toy balloons
became popular playthings. In the 19th century, soon
after railroads and steamships were developed, every
child had to have model trains and steamboats. The
same held true for automobiles and airplanes in the
early 20th century. Toy rockets and missiles became
popular at the beginning of the space age, and by the
1980s, there were many different versions of spaceshuttle toys.

① Evidence disproving that there was migration over the Bering
Land Bridge

① Inventors have been inspired by toys to build new forms of
transportation.

② How the first Americans survived during the Ice Age

② Toy automobiles and airplanes were very popular in the early
1800s.

③ The development of sea travel by the early Americans

③ Toy design has followed developments in transportation.

④ Competing theories about how the Americas were first
populated

④ Children familiar with toys are likely to invent new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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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6 Kohlrabi에 대한 설명 중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In an aging society, new markets are likely to
emerge, with a variety of new products targeting
senior citizens. One noticeable trend is that senior
consumers tend to choose more higher-priced goods
than younger ones. For example, the demand for highquality cosmetics and clothes among senior citizens
is growing at a rapid pace. Even in foods, organic
products are setting the pace in the high-priced food
market. It is evident that senior citizens are major
consumers in these more expensive markets.

  Kohlrabi is one of the vegetables many people avoid,
mainly because of its odd shape and strange name.
However, kohlrabi is delicious, versatile and good for
you. Kohlrabi is a member of Brassica*, which also
includes broccoli and cabbage. Brassica plants are
high in antioxidants, and kohlrabi is no exception.
Plus kohlrabi contains fiber, useful amounts of vitamin
C, together with vitamin B, potassium and calcium.
Kohlrabi can be eaten raw: it’s delicious when thinly
sliced and mixed into salads. You can also roast chunks
of it in the oven, or use it as the base for a soup.

① Problems of aging societies

*Brassica: 배추속(屬)

② Expanding consumption of organic products
③ Emerging high-priced markets in an aging society

① 생김새와 이름이 이상하여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④ Demand for high-quality clothes

② 브로콜리, 양배추와 함께 배추속에 속한다.
③ 다른 배추속 식물과는 달리 항산화제가 적다.
④ 날것으로 먹거나 오븐에 구워 먹을 수 있다.

35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For me‚ this class is very useful.” explained Gloria
Wan‚ who would begin graduate studies at the school
this fall. “Because I mainly study traditional Chinese
music‚ it’s interesting to compare traditional Korean
music with traditional Chinese music‚ because there
are some elements that have actually remained with
traditional Korean music that are no longer found in
the traditional Chinese music.” Wan also explained
that the sounds of the Gayageum cannot be emulated
on any other string instrument. “Do you hear this
bending sound?” she asked. “There are just so many
different sounds you can make‚ which makes this
instrument just fascinating to me.”

37 다음 글을 쓴 작가가 장난감을 살펴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first hint of spring floated across the East River,
mixing with the soft-coal smoke from the factories and
the street smells of the poor neighborhood. As I turned
the corner on my way to work and came to Sheftel’s, I
was made once more aware of the poor collection of toys
in the dusty window, and I remembered the approaching
birthday of a small niece of mine in Cleveland, to whom
I was in the habit of sending modest gifts. Therefore, I
stopped and examined the window to see if there might
be anything appropriate, and looked at the confusing
collection of unappealing objects.

① Gloria Wan은 주로 한국 전통 음악을 공부하고 있다.
② Gloria Wan은 이번 가을에 대학원 과정을 졸업할 예정이다.

① The toy smelled like the writer’s niece.

③ Gloria Wan은 가야금의 소리에는 다른 현악기에서 견줄 수
없는 소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② The toy was as charming as the writer’s niece.

④ Gloria Wan은 가야금의 여러 가지 소리 중 특히 한 가지 소
리를 흥미롭게 여기고 있다.

④
The writer was impressed by the low prices and wide
selection.

③ The birthday of the writer’s niece was around the co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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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글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과체중인 아이들의 비

40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율은?

  It’s often said that _________________________.
Actually this proverb is, for the most part, not true.
For much of the history of modern neuroscience,
the adult brain was believed to be a fixed structure
that, once damaged, could not be repaired. But
research published since the 1960s has challenged
this assumption, showing that it is actually a highly
dynamic structure, which changes itself in response
to new experiences, and adapts to injuries ― a
phenomenon referred to as neuroplasticity.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AAP) is
worried that American children spend too much time
in front of the TV. The AAP suggests that pediatricians
help parents evaluate their children’s entertainment
habits. Doctors are concerned that children who spend
too much time in front of the TV don’t get enough
exercise. So, one in five children is overweight. In the
last 20 years, this number has increased more than
50%.
① 10% 	  		

② 20%

① a stitch in time saves nine

③ 30% 			

④ 50%

②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③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④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39 다음 글의 addax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The addax is a large antelope with long and thin
spiral horns with two and sometimes three twists.
Its coat is grayish brown in the winter and changes
to nearly white in the summer. The addax is a desert
creature and hardly ever needs water except from the
drops of water it gets from eating plants. The addax
prefers to travel through the desert at night in search
of sparse vegetation in the desert that manages to
grow during rainfall. It is believed that the female
gives birth to just one calf after a pregnant period of 8
to 9 months. There are only a few hundred left in the
wild. Excessive hunting for its flesh and hide seems to
be the main cause of decline for the addax.
① 여름에는 털이 거의 흰색으로 변한다.
② 식물을 통해 다량의 물을 섭취한다.
③ 식물을 찾기 위해 밤에 사막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④ 암컷은 한 번에 새끼를 한 마리씩 낳는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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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①
정답

1 단계 영어

어휘 	prerequisite 필요조건, 전제조건

fertilization 비옥화; 수정, 수태

pollination [식물] 수분, 수분작용 essential 필수적인 
01

②

02

④

03

②

04

③

05

①

breeding 사육; 육종 crucial 중대한, 결정적인 

06

③

07

③

08

③

09

③

10

②

indispensable 없어서는 안 될 requisite 필수의, 필요한

11

②

12

①

13

④

14

③

15

④

16

②

17

③

18

③

19

①

20

④

21

④

22

③

23

③

24

②

25

③

26

①

27

②

28

②

29

①

30

④

31

④

32

④

33

③

34

③

35

③

갖는 famous의 부정 접두어 in을 붙이면 “유명하지 않은”이 아니라 “악

36

③

37

③

38

②

39

②

40

③

명 높은”의 의미를 갖는다.

03 필수 어휘

정답 ②

notorious는 “악명 높은”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이다. “유명한”의 의미를

해석 	그 악명 높은 강간범은 마침내 잡혀서 감옥에 갔다.

		 ① 죄 없는 순수한
		 ② 악명 높은

해설

		 ③ 수동적인
		 ④ 놀라운, 믿기 어려운

01 필수 숙어

정답 ②

어휘 	notorious 악명 높은

rapist 강간범 confine 넣다, 가두다 

call it a day는 “하루를 끝마치다, 일과를 끝내다”의 의미를 갖는 숙어이다.

innocent 무죄인, 결백한 infamous 악명 높은 

finish와 동의어 관계에 있다.

passive 수동적인, 소극적인 marvelous 놀라운, 믿기 어려운

해석 	의사들은 그들이 그 일에 대한 적절한 도구를 찾지 못해서 그날 일

과를 끝내야 했다.
		 ① 시작하다

04 필수 숙어

		 ② 끝마치다

정답 ③

take in은 “속이다”의 의미를 갖는다. 제시문은 수동태로 쓰였다.

		 ③ 기다리다
		 ④ 취소하다

해석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잘 생긴 얼굴과 멋진 대화 매너에 속임을 당해서,

그들은 그에게 그들의 모든 돈을 투자를 위해 주었다.

어휘 	surgeon 외과 의사, 외과 전문의 

call it a day 퇴근하다, 일과를 끝내다 

		 ① 기쁘다

initiate 시작하다, 개시하다, 추진하다

		 ② 충격 받다
		 ③ 속임을 당하다
		 ④ 깨어나다
어휘 	take in 구독하다, 속이다

deceive 속이다, 현혹시키다 

disillusion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다, ~에서 환멸을 느끼게 하다

02 필수 어휘

정답 ④

essential(본질적인, 중요한)은 ① crucial(중요한), ② indispensable(없

05 필수 어휘

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의), ③ requisite(필요한)의 의미이다.

정답 ①

multiple은 형용사로 “다수의, 많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의어는

④ omnipresent “어디에나 있는, 만연한”은 의미상 거리가 멀다.

various가 적당하다.

해석 	수정의 필요조건으로서의 수분은 과일과 곡물 생산에 있어 필수적

해석 	매일 무언가에 대해 화가 나게 되는 많은 기회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며 육종을 통한 식물을 개선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중요

그것들을 놓고 평화롭게 유지할 선택권이 있다.

한 역할을 담당한다.
		 ① 중요한, 필수적인

		 ① 다수의, 많은

		 ②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될

		 ② 중요한

		 ③ 필수적인

		 ③ 가끔의

		 ④ 어디에나 있는, 만연한

		 ④ 결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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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②
①
어휘 	multiple 다수의, 많은

1 단계 영어

09 필수 어휘

at peace 평화롭게 various 다양한

important 중요한 occasional 가끔의 decisive 결정적인

정답 ③

side effect는 “역효과, 부작용”의 의미가 있다. “알러지가 있다”라고 했
기 때문에 밑줄 친 부분에는 side effect(부작용)이 적절하다.
해석 	페니실린은 그것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부작용을 낸다.

06 필수 어휘

정답 ③

어휘 	affirmative 단정적인, 긍정적인

aloof 냉담한, 떨어져서 

side 반대의, 불리한 allusive 암시적인, 넌지시 비추는

crucial은 “중요한, 필수적인”의 의미를 갖는다. 동의어로 pivotal,
necessary, essential, integral, pivotal, vital 등이 있다.
해석 	운동선수로서 강한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게임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① 열등한

10 필수 어휘

		 ② 영구적인

정답 ②

		 ③ 중요한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만료되었기 때문에 갱신의 필요가 있는 것이다.

		 ④ 양심적인

renew는 “갱신”의 의미를 갖고, expiration date는 “만료일”의 의미를

어휘 	mind-set 사고방식

갖는다.

crucial 중요한 inferior 열등한 

perpetual 끊임없이 계속되는 vital 중심이 되는, 필수의 

해석 	운전자들은 ⓑ 만료 기간이 지나면 필기와 운전 시험을 다시 쳐야

conscientious 양심적인, 성실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때에 운전 면허증을 ⓐ 갱신하도록 권고를
받는다.
어휘 	issue 발부하다

production 생산 renew 갱신하다 

expiration 만료 revoke 폐지하다 termination 종료 

07 필수 어휘

정답 ③

suspend 매달다 manufacture 제조

emphasize는 “강조하다”의 의미를 갖는 동사이다. stress는 동사로 “강
조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해석 	선생님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① 제공하다

11 필수 어휘

		 ② 무시하다

빈칸 자리에는 “선행한다, 먼저오다”의 의미를 갖는 동사가 와야 한다.

		 ③ 강조하다
		 ④ 고려하다

어휘 	spell 잠깐, 휴식기간

어휘 	emphasize 강조하다

08 필수 어휘

pacify 진정시키다 

precede ~에 앞서다, 선행하다 presume 추정하다 

cooperation 협력 serve 제공하다 

provoke 유발하다

ignore 무시하다 stress 강조하다 consider 고려하다

정답 ③

12 필수 어휘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몸에 이롭다”라고 했으니, 식사할 때 자신에게 맞

정답 ①

빈칸 자리는 “삼가다”의 의미를 갖는 동사가 들어가야 하고, from과 함

는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문맥에 알맞다.

께 쓰이는 자동사여야 한다. refrain from이 “~를 삼가다, 하지 않다”의

해석 	연구는 만약 당신이 천천히 음식을 먹는다면, 음식을 덜 먹게 되고,

의미를 갖는다.

칼로리를 덜 섭취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휴가기간에 자

해석 	식당 내에서는 흡연을 삼가주세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방해합

신에게 맞는 속도를 유지해라.
어휘 	take in 섭취하다

정답 ②

니다.

hide 감추다 express 표현하다 

어휘 	disturb 방해하다

pace one self 자기에게 맞는 속도를 지키다 

refrain 삼가다 remove 제거하다 

convert 전환시키다 exclude 제외하다

betray (적에게 정보를) 넘겨주다

12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위 내용의 복제•전송•배포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www.haksa2080.com

해커스독학사

적중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③
①
13 필수 어휘

1 단계 영어

16 능동태와 수동태 

정답 ④

가격을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를 찾아야 한다. “합리적인 가격”이 논리적

정답 ②

ⓐ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고, 주어인 bike가 훔침을 당하는 대상이므로 수

으로 알맞다.

동태인 was stolen이 알맞다.
ⓑ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전치사 + 관계대명사’ 뒤에

해석 	Pierre & Sons는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의 가전제품을 파는 것

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뒤에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므로 which

으로 유명하다.

가 알맞다.

어휘 	household appliance 가전제품

endurable 참을 수 있는 

해석 	내 자전거를 도둑맞은 이후에, 나는 귀중한 물건들에 그것이 정확히

valuable 귀중한 intelligent 지적인, 이성적인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GPS 추적 장치를 달았다.

reasonable 타당한, 적당한, 합리적인

어휘 	invaluable 귀중한

14 필수 어휘

device 장치

정답 ③

논리적으로 “기술의 진보로 사생활 침해가 사생활 보호보다 (기술적 진보
가) 앞 선다”의 의미를 띤다.
해석 	기술은 너무 빠르게 발달하고 있어서 사생활 침해가 사생활 보호

보다 앞선다.
어휘 	protection 보호

boundary 경계 question 질문 

violation 침해 expectation 기대

15 감각동사

정답 ④

17 조동사 have p.p

taste는 2형식 감각동사로 형용사 보어를 취한다. 따라서 형용사인
wonderful이 보어로 알맞다. 또한 감각동사는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동

정답 ③

could have p.p.는 “~했을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라는 뜻이다.

사이므로 현재시제인 taste가 알맞다.

“~했을 리가 없다”라는 과거의 추측은 cannot have p.p.의 형태로 쓰여

오답체크

야 한다. 따라서, could를 cannot으로 바꿔야 한다.

① 감각동사는 진행시제로 쓰지 않는다.

① should not have p.p.: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②, ③ 보어자리에 부사는 올 수 없다.

② must have p.p.: ~이었음에 틀림없다
④ ought to: ~해야 한다, ought not to: ~하지 않아야 한다.

핵심 적중!
핵심 적중!

감각동사 + 형용사

조동사의 과거 표현: 조동사 + have + p.p.

1. 감각동사(look, feel, sound, smell, taste) + 형용사

1. 추측의 조동사 + have p.p.: 과거의 추측

 •He feels better.
•The cake tastes sweet.

① may/might/could/would have p.p.: ~했을지도 모른다.

•That sounds good.

② must have p.p.: ~했음에 틀림없다.
③ cannot have p.p.: ~했을 리가 없다.

2. 감각동사의 특징

2. 과거의 유감

감각동사는 대표적 2형식 동사에 들어가며 형용사를 보어로 갖는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감각동사가 전치사 like와 함께

① would rather have p.p.: ~하는 게 나았을 텐데

쓰이면 뒤에 명사가 나온다.

② need not have p.p.: ~할 필요는 없었는데

13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위 내용의 복제•전송•배포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www.haksa2080.com

해커스독학사

적중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④
①
18 명령, 제안, 요구 등의 동사 + that절 

1 단계 영어

20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정답 ③

정답 ④

명령, 제안, 요구 등의 동사가 이끄는 that절에서는 ‘should + 동사원형’

suggest, enjoy는 모두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없고, 동명사만을

으로 쓰인다. 이때 should는 일반적으로 생략이 되고 동사원형이 단독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다.

로 쓰일 수 있다.

오답체크

해석 	선생님은 모든 사람들이 9시에 교실에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①, ②, ③ to 부정사는 suggest나 enjoy의 목적어가 될 수 없다.

오답체크

해석 	A: 누가 10월에 캠핑 휴가 가지고 제안했어?

①,②, ④ 명령, 제안, 요구의 동사는 that절을 취했을 때 의무의 should

		 B: 내가 했어. 근데 비 올 줄은 몰랐어. 비를 맞으며 텐트 치는 것을

만 쓰며, 생략하여 동사원형을 취하는 것은 상관없다.

즐기지 않아.

핵심 적중!

핵심 적중!

명령, 요구 동사 + that S (should) R

3형식에서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메가패스 동사

명령, 제안, 요구, 결정, 동의, 고집, 소망 등의 동사가 이끄는 that절에

① M: mind

서는 ‘should + 동사원형’을 쓴다.

② E: enjoy

 •I insisted that he (should) resign as chairman.

③ G: give up

•I suggested that the meeting (should) be postponed.

④ A: admit, acknowledge, advocate, avoid, appreciate, approve,
anticipate, abandon, advise
⑤ P: postpone(= put off, practice, permit, finish, forbid)
⑥ A: admit, acknowledge, advocate, avoid, appreciate, approve,
anticipate, abandon, advise
⑦ S: suggest, consider, complete, stop(= quit)
⑧ I: include, involve, imagine
⑨ D: discontinue, deny, dislike, delay
⑩ K: keep

19 to 부정사의 주요 관용표현 

정답 ①

21 과거 분사 

“사람이 ~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는 ‘it + takes + 사람 + 시간 + to 부정사’
혹은 ‘it + takes + for 사람 + 시간 + to 부정사’의 형태로 쓰인다.

정답 ④

name 뒤에 Jacob은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어이다. 또한 Jacob이

오답체크

라고 불리는 레바논 사람이므로 능동이 아닌 수동이 돼야 한다. 따라서,

②,③, ④ ‘It + takes + 사람 + 시간 + to 부정사’ 혹은 ‘it + takes + for 사

naming을 named로 바꿔야 한다.
① not A but B의 구조로 A와 B가 ‘in~’의 병렬구조로 알맞게 쓰였다.

람 + 시간 + to 부정사’의 어순을 써야 한다.

② center가 명사이므로 관사와 알맞게 쓰였고, 전치사 of 뒤에도 명사가
알맞게 쓰였다.

핵심 적중!

③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쓰여, 뒤에 완전한 문장이 알맞게 쓰였고 선

to 부정사의 관용표현

행사인 university city of Oxford에서 가게를 세웠다는 것이므로 전

It + takes + 사람 + 시간 + to R(= It + takes + 시간 + for 사람 + to R)

치사 in이 알맞게 쓰였다.

: ~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해석 	서유럽 최초의 커피숍은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아닌 옥스퍼드 대

 It takes us about fifteen minutes to walk on foot.

학가에서 문을 열었는데, Jacob이라 불리는 레바논 사람이 1650

(= It takes about fifteen minutes for us to walk on foot.)

년 가게를 세웠다.

걸어서 약 15분 걸린다.

어휘 	trade 무역

commerce 상업 set up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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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⑤
①

1 단계 영어

해석 	비록 칭찬하는 비평가들이 그를 때때로 “남자답다” 또는 “용기 있

핵심 적중!

다”고 말하지만, 그는 사실 희극적일 정도로 소심하여 무모한 Tom
과는 정반대되는 유형이다.

분사의 후치 수식(5형식)
1. 후치 수식: 명사 + 분사(목적어/수식어구)

어휘 	manly 남자다운

courageously 용감하게 timid 소심한 

후치 수식 분사는 동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분사에 따라 목적어

to the point of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 수식어가 뒤에 수반된다.

burlesque 풍자적 희극, 익살맞은 foolhardy 무모한

 •The boy writing a letter is my friend.
편지를 쓰는 소년은 내 친구이다.
•I received a letter written in English.
나는 영어로 쓰인 편지를 받았다.
•Look at the mountain covered with snow.
눈으로 덮인 산을 보라.
2. 단, 5형식 동사는 과거 분사도 후치 수식해도 목적격 보어로
명사가 남을 수 있다.

24 전치사 / 명사절 접속사 / 동명사를 목적어로 갖는 동사 정답 ②

 •A man called David is handsome.
•The restaurant named Sea Food has a nice menu.

•‘increase in’은 “~에 있어서의 증가”라는 뜻으로 쓰인다.
•be 동사 뒤에서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가 필요하다. 빈칸 뒤에 완
전한 절이 왔으므로 that이 알맞다.
•enjoy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finding이 알맞다.
해석 	•지구 온난화는 기온과 해수면의 상승 및 훨씬 더 적은 극지방의

22 과거 분사

정답 ③

얼음을 야기했다.
		 •큰 문제는 내가 그 언어를 말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 문장의 동사는 is이고, 접속사가 없으므로, 빈칸에는 동사의 형태가 들

		 •나는 돈 쓰는 것에 매우 신중하고 쇼핑하러 갈 때 특가품 찾는 것을

어갈 수 없어 준동사가 들어가야 한다. display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

즐긴다.

어가 없고, 예술작품이 전시되는 대상이므로 수동의 과거분사가 들어가
야 한다.
오답체크

①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되어 버린다.
② art는 전시하는 게 아니라 전시되는 수동 관계이다.
④ 주어와 수도 맞지 않으며, 동사가 나올 수 있는 자리도 아니다.
해석 	박물관에 전시된 대부분의 예술작품은 19세기 이탈리아에서 온 것

이다.

25 관계대명사 what

정답 ③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선행사
passages가 있으므로 what을 which(that)로 바꿔야 한다.

23 등위 접속사의 병렬 구조

ⓐm
 ost는 “대부분의”라는 의미로 형용사 역할을 하여 readers를 알맞게
수식하고 있다.

정답 ③

ⓑ distinctive는 형용사로써 명사 styles를 알맞게 수식하고 있다.

②, ③ manly와 courageously는 등위접속사 or로 연결되어 있다. 등

ⓓ attribute A to B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의 구문으로 전치사 to가

위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서 병렬구조를 이루어야 하므로, 형용사 manly

알맞게 쓰였다.

와 부사 courageously가 함께 쓰일 수 없다. 목적격 보어로서 명사 혹은

해석 	대부분의 소설 독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들이 독특한 스타일

형용사가 와야 하므로 courageously를 courageous로 고쳐야 한다.

을 가지고 있다고 직감적으로 느끼고, 일부 민감한 독자들은 심지어

① critics를 수식하고 있는 분사로, 비평가들이 칭찬하는 것이기에 능동

그들이 이전에 읽지 않은 구절을 이 저자들 중 한 사람 또는 다른 사

형이 알맞게 쓰였다.

람의 탓으로 돌린다.

④ 형용사로써 명사 Tom을 수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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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⑥
①
핵심 적중!

1 단계 영어

핵심 적중!

관계대명사 what

가정법 미래: were to 동사원형

1. 주어

If + S + were to ~, S + would/should/could/might + V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I would marry him.

 What I want is money.

만약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나는 그와 결혼할 것이다.

2.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He didn’t tell me what he was going to talk about.
(동사의 목적어)
•I am not interested in what made him think so.
(전치사의 목적어)

28 생활영어

3. 보어

정답 ②

해석 	A: 어제 우연히 Joe의 여동생을 마주쳤어. 그의 여동생 이름이 뭐지?

 That is what I want to have. (보어)

		 B: Jessica. 아니, Sue. 아니. 아, 생각이 날 듯 말 듯해. 하지만 기
억 안나.
		 A: 괜찮아. 생각나겠지.
어휘 	on the tip of one’s tongue 말이 입 끝에서 뱅뱅 돌 뿐 생각이 안

26 관계 대명사 that / 전치사 / 명령요구 동사

나는

정답 ①

ⓐ 선행사가 innovative product로 사람이 아니기에 that이 알맞다.
ⓑ ‘provide A with B’는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29 생활영어

ⓒe
 nable은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를 취하므로 동사원형인 become이
알맞다.

해석 	A: 이봐, 불쌍한 친구! 무슨 일이야?

해석 	Mind Tool은 학생들의 작문 능력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제품이

		 B: 너도 알듯이 내가 갑자기 이 발표를 맡게 됐어. 그리고 내일은 발

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그들 스스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자신

표 마감일이야. 나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

감을 준다. 이것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게 해

		 A: 봐! 내가 있잖아.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주는 독득한 도구이다.
어휘 	innovative 혁신적인

정답 ①

		 ① 친구 좋다는 게 뭐야?
		 ②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

product 제품 self-confidence 자신감

unique 독특한 enable 가능하게 하다 

		 ③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self-directed 자기 주도적인

		 ④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어휘 	take over 맡다

all of a sudden 갑자기

30 독해 - 요지
27 가정법 미래

정답 ②

정답 ④

지방은 필수적이며, 신체의 최고 수단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가정법 시제를 묻는 문제이다.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 wouldn’t가 사용
됐고, 문맥상 불가능한 미래를 가정하기에 가정법 미래 were to가 쓰여야

해석 	지방이 최근에 나쁜 이미지를 얻긴 했지만, 사람들은 그것들이 얼마

하므로 ② were이 정답이다.

나 필수적인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지방은 탄수화물 혹은 단백질
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에너지원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신체의 최고

오답체크

수단을 제공한다. 그것들은 추위에 대해서는 단열재로, 장기에 대

①,③, ④ 가정법 미래는 were to 부정사를 쓰며, 주어의 수나 인칭에 상

한 충격 완충, 그리고 윤활 역할을 한다. 지방이 없다면, 지용성 비

관없이 were를 쓴다.

타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일부 지방은 필

해석 	그는 그녀에게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Margaret은 해가

수 성장 요소를 제공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다른 음식의 소화

서쪽에서 뜬다고 해도 Fred를 다시는 믿지 않을 것이다.

에 도움이 되는 지방산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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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⑦
①
		 ① 지방은 그들의 역할 때문에 나쁜 이미지를 받을만하다.

1 단계 영어

32 독해 - 제목

		 ② 지방은 단백질과 탄수화물보다 더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한다.

정답 ④

		 ③ 지방은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산이 포함한다.

글의 앞 부분에서는 변화는 상실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however 뒷부

		 ④ 지방은 신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분에는 변화를 기회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둘을 모두 포함하는 ④번

어휘 	acquire 얻다

이 알맞다.

essential 필수적인 provide 제공하다 

해석 	변화하기 위해서, 당신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한다. 당신은

means 수단 store 저장하다 efficient 효과적인 
carbohydrate 탄수화물 protein 단백질 insulation 절연, 단열

무언가를 남겨두고 떠난다. 변화는 항상 위험을 수반한다. 왜냐하면

internal organ 장기 lubricant 윤활 utilize 활용하다 

그것은 항상 상실과 함께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실을 보통

fat soluble vitamins 지용성 비타민 fatty acid 지방산 

위협으로 경험되므로 결국 위기가 된다. 변화의 “놓아주기” 단계는

strengthen 강화하다 digestion 소화 deserve ~을 받을만하다

일상적인 일의 안정을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의미 있는 장기간의 일

absorption 흡수

을 잃는 것에까지 걸치는 손실을 수반한다. 그러나 변화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명확하거나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어
떤 것을 새로 배우는 기회만큼이나 미묘할 수 있다. 게다가, 나중에
새로운 문을 여는 더 많은 책임을 떠맡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변화
는 당신을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① 과거를 놓아주는 것
		 ② 인생에서 변화에 저항하는 방법
		 ③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방법
		 ④ 변화의 두 얼굴: 위험과 기회
어휘 	let go of 놓다

involve 수반하다 risk 위험 loss 상실 

threat 위협 risk 위험 security 안정 routine 일상의 
meaningful 의미 있는 opportunity 기회 obvious 분명한 
immediate 즉각적인 subtle 미묘한 responsibility 책임 
mature 성숙한 defy 저항하다, 도전하다

31 독해 - 주제

정답 ④

어떻게 최초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아메리카에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
는 세 가지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해석 	수십 년 동안, 고고학자들은 “최초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빙하기

33 독해 - 요지

에 아시아와 북아메리카를 연결하는 가느다란 땅인 Bering Land
Bridge를 건너서 아메리카에 살게 되었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다

정답 ③

첫 문장이 주제문이며, 운송수단의 형태가 새로운 장난감에 대한 아이디어

른 고고학자들은 대서양을 건너는 초기의 바다 여행을 암시하면서,

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예시를 들며 설명하고 있다.

최초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고대 유럽의 Solutrean 문화와 연결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제안은 최초의 정착민들이 태평양을 건넜다

해석 	거의 모든 형태의 운송수단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종류의 장난감에

는 것을 시사하면서, 호주, 아시아, 그리고 남아메리카 사이에 언어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왔다. Montgolfier 형제가 첫 풍선을 날린

적, 문화적 유사성을 지적한다.

이후, 장난감 풍선은 인기 있는 장난감이 되었다. 19세기에, 철도와
증기선이 개발된 직후에, 모든 아이들은 모형 기차와 증기선을 가

		 ① B
 ering Land Bridge를 건너는 이주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져야 했다. 20세기 초에 자동차와 비행기도 마찬가지였다. 우주 시

증거

대가 시작했을 때 장난감 로켓과 미사일이 인기있어 졌고, 1980년

		 ② 최초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빙하기 동안 어떻게 생존했나

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우주 왕복선 장난감들이 있었다.

		 ③ 초기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의한 바다 여행의 발전

		 ① 발명가들은 장난감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운송수단을 만들도록

		 ④ 어떻게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처음에 거주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영감을 받았다.

경쟁적인 이론들
어휘 	archaeologist 고고학자

		 ② 장난감 자동차와 비행기는 1800년대 초반에 매우 인기 있었다.

posit 단정 짓다 

		 ③ 장난감 디자인은 운송수단의 발전에 따랐다.

populate 살다, 거주하다 imply 암시하다 

		 ④ 장난감에 익숙한 아이들은 새로운 자동차를 발명할 가능성이 높다.

point to ~을 시사하다, 나타내다 linguistic 언어적 

어휘 	transportation 운송수단

similarity 유사성 settler 정착민

plaything 장난감 steamship 증기선

17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위 내용의 복제•전송•배포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www.haksa2080.com

해커스독학사

적중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⑧
①
34 독해 - 주제

1 단계 영어

36 독해 - 내용 일치

정답 ③

정답 ③

노년층이 고가의 물건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노년층을 겨냥한 고가

네 번째 문장에서 배추속 식물에는 항산화제가 많고 콜라비도 예외가 아니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라고 했으므로 알맞지 않다.
① 첫 번째 문장에 이상한 모양새와 낯선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회피한다

해석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고 언급되어 있다.

새로운 시장이 나타날 것 같다. 하나의 주목할 만한 흐름은 노년층

② 세 번째 문장에 콜라비는 배추속의 하나이며, 브로콜리와 양배추가 포

소비자들이 젊은 소비자들보다 좀 더 고가의 물건들을 선택하는 경

함되어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급 화장품과 옷에 대한 수요는 빠

④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문장에 콜라비는 날로 먹을 수 있고, 오븐에 구

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음식에서 조차 유기농 제품들은 고가 음

워 먹을 수도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식시장에서 앞서가고 있다. 노년층이 이러한 좀 더 고가인 시장에
서 주요한 소비자들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해석 	콜라비는 주로 이상한 모양새와 낯선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

		 ①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피하는 채소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콜라비는 맛있고, 용도가 많으

		 ② 유기농 상품의 소비 확산

며 여러분에게 유익하다. 콜라비는 배추속의 하나이며, 배추속에는

		 ③ 고령화 사회에서 고가 시장의 출현

또한 브로콜리와 양배추가 포함되어 있다. 배추속 식물에는 항산화

		 ④ 고급 의류에 대한 수요

제가 많으며, 콜라비도 예외는 아니다. 게다가 콜라비는 섬유질과

어휘 	an aging society 고령화 사회

비타민 B, 칼륨, 칼슘과 더불어 비타민 C의 유용한 양을 함유하고

emerge 나오다 

있다. 콜라비는 날로 먹을 수도 있다: 콜라비는 얇게 썰어 샐러드와

noticeable 주목할 만한 evident 분명한 

혼합되어 졌을 때 맛있다. 여러분은 또한 오븐에 통째로 굽고, 수프

set the pace 앞서가다, 모범을 보이다, 첨단을 가다

를 위한 기본 재료로 콜라비를 사용할 수 있다.
어휘 	versatile 다용도의, 다재다능한

cabbage 양배추 

antioxidant 항산화제 exception 예외 fiber 섬유소 

35 독해 - 내용 일치

potassium 칼륨 raw 날것의

정답 ③

‘Wan also explained ~ string instrument’ 부분에 언급되어 있다.
오답체크

① ‘Because I mainly study traditional Chinese music’ 부분에 중
국 전통 음악을 주로 공부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37 독해 - 특정 정보 찾기

② ‘Gloria Wan‚ who would begin graduate studies at the

정답 ③

school this fall’ 부분에 이번 가을에 대학원 과정을 시작한다고 언

장난감이 형편없었지만, 조카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후에

급되어 있다.

멈춰서 장난감을 살펴보았다고 했으므로 ③이 알맞다.

④ ‘There are just so many different sounds ~ fascinating to

해석 	공장으로부터 나온 역청탄 연기와 가난한 인근거리에서 나는 냄새

me’ 부분에 가야금이 낼 수 있는 소리가 너무도 많아서 매력적이라

가 함께 섞여서, 봄에 대한 첫 암시는 이스트 강을 가로질러 떠다녔

고 언급되어 있다.

다. 내가 일하러 가는 도중에 모퉁이를 돌아 Sheftel’s로 갔을 때

해석 	“저에게, 이 수업은 매우 유용합니다.”라고 이번 가을에 대학원에

나는 먼지 낀 창문에 있는 형편없는 장난감을 다시 알아차렸고, 내

입학하는 Gloria Wan이 설명했다. “왜냐하면 저는 주로 전통 중

가 사소한 선물을 보내던 클리블랜드에 있는 나의 어린 조카의 생

국 음악을 공부하기 때문에, 한국 전통 음악과 중국 전통 음악을 비

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러므로 나는 적절한 무언가

교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전통 음악에서 더 이상

가 있는지 보기 위해 멈춰서 창문을 보았고, 매력 없는 물건들이 이
리저리 뒤섞여 있는 것을 보았다.

발견되지 않는 요소들이 실제로 한국 전통 음악에는 있기 때문입
니다.” Wan은 또한 가야금의 소리는 다른 현악기가 흉내낼 수 없

		 ① 장난감은 작가의 조카와 같은 냄새가 났다.

다고 설명했다. “이 유연한 소리가 들리나요?”라고 그녀는 물었다.

		 ② 장난감은 작가의 조카처럼 매력적이었다.

“당신이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소리가 많이 있어서, 이 악기는 저에

		 ③ 작가의 조카의 생일은 다가오고 있었다.

게 매력적입니다.”

		 ④ 작가는 낮은 가격과 넓은 선택권에 감명 받았다.

어휘 	compare 비교하다

어휘 	float 떠다니다

element 요소 actually 실제로 

soft-coal 역청탄

niece 조카

emulate 모방하다, 흉내 내다 element 현악기 

appropriate 적절한 unappealing 매력 없는 

fascinate 마음을 사로잡다

around the corner 곧, 가까이에

modest 보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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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⑨
①
38 독해 - 특정 정보 찾기

1 단계 영어

		 ① 제때의 바늘 한번이 아홉 바느질을 던다.

정답 ②

(= 호미로 막을 데 가래로 막는다.)

과체중인 아이들은 5명 중 1명이라고 했으므로 20%이다.

		 ② 날개가 같은 새들이 함께 모인다. (= 유유상종)
		 ③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

해석 	미국 소아과 학회는 미국 어린이들이 TV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④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보내는 것을 걱정한다. AAP는 소아과 의사들이 부모가 자신의 아
이들의 놀이 습관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의

어휘 	proverb 속담

neuroscience 신경 과학 assumption 추정 

사들은 TV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충분한 운동

dynamic 역동적인 adapt 적응하다 injury 부상, 상처 

을 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 그래서 5명 중 1명의 아이는 과체중이

neuroplasticity 신경가소성

다. 지난 20년간, 이 숫자는 50%이상 증가해왔다.
어휘 	pediatrics 소아과

pediatrician 소아과 의사 evaluate 평가하다

39 독해 - 내용 일치

정답 ②

‘hardly ever needs water except from the drops of water it gets
from eating plants.’에서 식물을 통해 소량의 물만 섭취한다고 되어있
으므로 ②번은 알맞지 않다.
해석 	아닥스는 두 번 그리고 때로는 세 번 꼬인 길고 얇은 나선형 뿔을 가

진 큰 영양이다. 그것의 털은 겨울에는 회색이 도는 갈색이고, 여름
에는 거의 흰색으로 변한다. 아닥스는 사막 생물체이며 식물을 먹
는 것을 통해 얻는 소량의 물을 제외하고는 물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아닥스는 비가 올 때 간신히 자라는 사막의 드문 초목식
물을 찾아서 밤에 사막을 지나 돌아다니는 것을 선호한다. 암컷은
8~9개월간의 임신 기간 후에 단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야생에
는 단지 수 백 마리만이 남아있다. 고기와 가죽을 위한 과도한 사냥
이 아닥스의 감소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보인다.
어휘 	antelope 영양

spiral 나선형의 in search of ~을 찾아서 

sparse 드문, 희박한 vegetation 초목식물 calf 새끼 
excessive 과도한 flesh 고기 hide 가죽

40 독해 - 주제 / 속담

정답 ③

빈칸 뒤에서 이 속담이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하였고, 성인의 뇌는 손상되
면 회복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경험과 손상에 반응한다
고 했으므로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는 ③번이 빈칸
에 들어가야 알맞다.
해석 	종종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 속담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현대 신경 과학 역사의 많은 부분
에서, 성인의 뇌는 일단 손상을 입으면 회복될 수 없는 고정된 구조
가 된다고 믿어졌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발표된 연구는 이 가정
에 이의를 제기했고, 그것이 실제로는 새로운 경험에 반응하여 스스
로 변화하고 손상에 적응하는 매우 역동적인 구조 ― 신경가소성이
라고 언급되는 현상 ― 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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