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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④
spurious는 가짜(fake)라는 뜻이다. 

2 ⑤
exuberant는 ‘열정적이고 들끓는(passioinate)’을 뜻한다. 

3 ②
조사관들이 인도양을 뒤져서 실종된 비행기 잔해를 찾는다는 말이므로 scour가 ‘뒤지다’를 뜻한
다는 것은 문맥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선택항의 단어 중에 discard 폐기하다, ransack ~을 찾기 
위해 뒤져서 엉망을 만들다, enjoin 명령하다, stray 길을 잃고 헤대다, provoke 화나게 하다를 
뜻해서, 그 중 scour와 가까운 것은 ransack이다. 

4 ②
alleviate는 대상을 더 가볍게(levi=light) 완화시킨다는 말로 ally와 동의어이다. 

5 ③
진흙판에 쓴 글들이 이집트의 파피루스 두루마리보다 더 오래간다는 내용이고, 빈칸은 파피루스
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썩기 쉬운(perishable)’이 적당하다. 

6 ①
농담들이 오래 쓰다보면 재미없어진다는 말인데, blue in the face는 until you are blue in 
the face의 줄임으로, 얼굴이 파래질 정도로 오래 해봤자 성공할 수 없는 상황에 쓴다(You can 
argue until you are blue in the face, but you can't change my mind). flogged to 
death는 ‘매질을 당해서 죽음에 당하다’는 말이 ‘지겹게 되풀이하다’는 뜻이 관용적 표현으로 쓰
이므로 본문에 적당한 표현이다. out of the woods는 ‘어려움에서 벗어난’, a fine kettle of 
fish는 ‘주전자(냄비) 속의 물고기’처럼 ‘어렵고 난처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7 ①
DNA에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DNA 구조에 손실이 없도록 보수과정이 상시로 활성화되어 있어
야 한다는 말이므로 빈칸에는 ‘어떤 훼손에든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이 필요하다. 

8 ④
④는 이전에 있었던 두 개 기술을 ‘가장 많이 통신환경을 변화시켰던’으로 수식하고 있다. 이때 
most는 부사로서 동사 transformed를 앞에서 수식해야 하므로 most transformed로 고쳐야 
한다. 



9 ⑤
⑤는 the night을 ‘그것이 사라졌던’이라는 의미로 수식해야 하므로 it vanished로 바꿔야 한다. 

10 ⑤
⑤는 주어인 도치된 문장들과 그것의 일반적 형태들이 ‘의미적으로는 동등하다’고 말해야 하므로 
semantically라는 부사가 필요하다. equivalent에 복수형을 표시하는 -s가 없으므로 형용사라는 
것을 생각해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 

11 ④
④는 requiring that절에 should가 생략된 동사원형을 써야 할 자리이다. 

12 ③
③은 원유(crude)가 항구에서 ‘실려졌던’ 것이 더 과거이므로 had been loaded로 고쳐야 한다. 

13 ②
과학적 방법론으로서 가설-연역적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다. 테스트 결과가 가설의 예측에 반하면 
반증이 되는 것이고, 반하지 않으면 가설을 확증한다고 했다. 첫 번째 밑줄에는 ‘테스트로서 반증
될 수 있는 형태로 가설을 표현하는 것’, 두 번째 밑줄에는 그것이 ‘얼마나 엄격하게 입증되었는
지’를 테스트한다는 말이 필요하다.

14 ④
연령에 따른 차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글의 주제이다. 

15 ⑤
“bring your own device"로 시작하여 직장에 모바일기기를 가져오게 하므로 회사에서는 쓸모있
는 응용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글의 주제이다. 

16 ①
이 책이 출판되도록 도움을 주신 영국박물관의 직원들에 대해 감사(acknowledgements)의 말을 
전하는 내용이다. 

17 ④
without sth을 써서 ‘그분들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정법적 문장이
므로 would not be가 적당하다. 

18 ③
제시문은 bark의 재료로 쓰이는 나무의 종류들을 알려주고 있다. 글의 주제는 longhouse를 만
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bark이 처음 언급되는 것은 ②이고, 그 문장에 bark이 얻어졌다
(was obtained)는 말이 나오므로, 이 문장 다음에 나무의 종류를 밝히는 것이 적당하다. 



19 ②
㉠ 기계 없이 자동차 들기, ㉡ car jack이 하나의 예임(이 문장은 무엇인가 말을 한 후에 예로 
나와야 한다), ㉢ 이 jack이 힘을 줄인다(반드시 ㉡ 뒤에 나와야 하는 문장. 선택항 ⑤를 배제한
다. ㉣ 기계는 마법이 아님(첫 문장으로 쓰이기에 적당한 문장이다), ㉤ 일은 힘과 거리의 곱과 
같다(힘을 줄이는 것을 말한 ㉢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요점을 잡고 보면, 기계는 마법 아님 - 
일은 힘과 거리의 곱(기계의 도움) - car jack이 예임 - car jack을 쓰면 훨씬 쉬움 - 거리를 늘
려서 힘이 줄어듦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20 ②
왕과 왕비가 providing, paying, setting and conferring을 하면서 콜롬버스를 응원하고 출항시
키는 내용이므로, ‘그 원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로 동의(underwrite)했다’는 내용이 가장 적절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