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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급 서울시 영어과목
영가스파르타센터 해설자료

정답 3 난이도 중

[주요어휘]

rebellious� 반항하는� passive� 수동적인� delirious� 좋아서� 어쩔� 줄� 모

르는�� disobedient� 반항하는,� 거역하는� sporadic� 산발적인

[해석]

부모들은� 사회적으로� 곤란해보이거나�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아이들을�

단념해서는� 안� 된다.� :� 이것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결국에

는�나이가�들면�그만두게�되는� 정상적인�단계이다.�

[상세해설]

부모님들이� 포기하게� 되는(give� up� on� sb)� 아이들의� 특성이면

서,socially� awkward(사회적으로� 어색한,� 곤란한)과� 순접의� 관계고,�

부연설명부분의�대부분의�청소년들이�경험하고�나이가�들면서�없어지

는�특성을�언급하는�것을�보면� 답을�유추�할�수�있음.

정답 4 난이도 중

[주요어휘]

prodigal� 낭비하는� 호화로운� � unstable� 불안정한� � pernicious� 치명

적인� � lavish� 호화로운�

[해석]

그는� 1800년대�뉴욕의�부유한�가정에서�태어났다.� 그러한�환경은�삶�

대부분을�호화로운�상황으로�지내게�만들었다.

[상세해설]

대명사� This가� a� wealthy� family� in� new� york를� 받아서� 부유한� 환

경이� (원인)� � lead� to� ->� (결과� prodigal� existence)를� 이끄므로� 호

화로운/풍성한�뜻인� lavish가�답이�된다.�

정답 1 난이도 하

[주요어휘]

comeback� 복귀,� 재기

resurgence� 재기,� 부활

disappearance� 사라짐,� 소멸

motivation� 자극,� 유도

paucity� 소량,� 부족�결핍

landscape� 풍경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

[해석]

미국� 고등교육의� 현대� 풍경에서� 아마� 가장� 괜찮은� 점은� 학생들을� 대

학� 캠퍼스를� 넘어서� 시민생활에� 몰두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의�

부활이다.

[상세해설]

~에� 대한� 관심의� 부활이라는� 문맥이므로� 재기,� 복귀를� 의미하는�

comeback이� 가장�적절하다.

정답 1 난이도 하

[주요어휘]

acknowledge� :� (사실임을)인정하다� /� harsh� :� 가혹한�

[해석]

그는� 1940년대� 몇몇� 장소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가혹한� 컨디션� 하에�

강제노동에�동원되었음을�인정했다.�

[상세해설]

A� number� of� 복수명사� +� 복수동사� /� The� number� of� 복수명사� +�

단수동사� � A� number� of� Koreans� were� or� The� number� of�

koreans� was� 로� 바꿔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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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 난이도 하

[주요어휘]

next� to� ~� 옆에서,�

[해석]

ann:� � 머리� 오늘�멋진데!�

T:� 나� 저기� 카페�옆에�있는� 새로운�샵에서�머리�잘랐어� .�

Ann:� 아� 내가�드라이어에�머리� 망하게�한�곳�말이야?

t:� 아마도�맞아�그래� 그곳이야�

ann� :� 근데� 아직도�거기� 영업�중이야?

[상세해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tori가� 머리를� 잘랐는데� 알고� 보면� 그� 곳은� 다른�

한� 친구� ann� 이� 머리가� 망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ann�

이라는�친구는�그� 장소에�대한� 부정적�의견을�표현하고�있습니다.

문법� 해설� -� I� got� my� head� to� stick을� � -� I� got� my� head� � stuck

로�고쳐야�할�것입니다.

정답 1 난이도 하

[주요어휘]

creativity� 창조성,� lead� to� ~이끌다� ,� practical� 실용적인

[해석]

창조성이란�문제에�대한�의미� 있는�독창적이고�실용적이며�의미�

있는�해결책을�이끌어내면서�또는�예술적�표현에�대한�새로운�

생각들과�형태들을� � 만들�수�있는�방법에�대해�생각하는�것을�

의미한다.

[상세해설]

등위접속사� or을� 사이로�관계대명사� that이�병치가�되어� � 이중으로�

way를� 꾸미고�있다.

2-� 동명사의�형태로�오면�등위접속사�앞에� 오는� that� led� to� 와�

정확한�병치를�이룰� 수� 없다

3-to� 부정사의�형태로�오면�역시� 문제� 2번과�같이�병치관계가�

성립되지�않는다.�

4-역시� 마찬가지로�병치관계에�어긋날�뿐만�아니라� being�

generated� 는� 수동의�역할을�하기�때문에� � new� ideas란� 목적어가�

올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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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 난이도 하

[주요어휘]

across� the� board� 전체적으로,� 전체에�걸쳐서,� republicans�

공화주의자들,� democrats� 민주주의자들.

[해석]

내가� 민주주의자들�뿐만� 아니라�공화주의자들까지�정치적으로�모든�

입장을�지지할�때,� 나는� 내가�옳은�일을� 하고�있다는�것을�알았다.�

[상세해설]

it� that� 강조�구문� 문제로서�특히�빈칸�이하에�동사인� knew�

뒷부분에�명사절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음을�인식하는�부분이�

포인트임.�

1번은�사람을�나타내는�주격�관계대명사,�

2번은�사람을�나타내는�목적격�관계대명사,�

3번은�소유격�관계대명사이므로�모두� 불가능하다.

정답 2 난이도 하

[주요어휘]

nocturnal� 야행성의,� solitary� 홀로,� 독립적으로,� predatory� 포식동물

과�같은,� 포식성의� � dormant� 휴면기의

[해석]

일반적으로�수� 십� 마리의�스컹크들이�함께� 모여서�산다.� 그러나�성장

한�수컷�줄무늬�스컹크들은�여름동안�홀로� 지낸다.

[상세해설]

however� 이전� 내용이� 스컹크들이� 함께� 산다는� 내용이고,� however�

이후에는� 함께� 살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와야� 함.� 따라서� 홀로,� 독립

적으로�라는�의미의� solitary가�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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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 난이도 중

[주요어휘]

reputation� 명성,� chronicler� 연대기� 작가,� exaggerate� 과장하다,�

cruelty� 잔인함,� mongols� 몽골족,� frightening� 무서운,� storyteller�

이야기꾼,� 작가,� courageous� 용감한,influential� 영향력� 있는,�

urtterly� 완전히,순전히� ,ruthless� 무자비한,가차�없는,� warrior� 전사

[해석]

징기스칸의� 무자비한� 전사로서� 명성은� 실제보다� 더� 악화될� 수� 있습

니다.� 많은� 정보들은� 그� 당시의� 사실들을� 과장하는�연대기작가로부터�

나옵니다.� 그� 사실들은� 그들의� 몽골� 황제로부터� 잔인한� 이야기들이�

과장되어�몽골족들은�그들의�적들에�관해�더�무섭게�보입니다.

[상세해설]

지문에서� It� is� possible� that� they� were� encouraged� by� their�

Mogol� employers� to� exaggerate� the� tales� of� cruelty� so� that�

the� Mongols� appeared� more� frightening� to� their� enemies� 부

분을�통해� 유추할�수�있습니다.

정답 1 난이도 중

[주요어휘]

prolific� 다작의,� rhubarb� 대황,� alternative� 대안,� obligation� 의무,�

risk� 위험,� order� 질서,� 명령,� 주문

[해석]

언어와� 철자는� 변한다.� 영국의� 가장� 작품을� 많이� 쓰는� 작가� 중� 하나

인� Ctystal은� 이런� 사실을� 대중화하는데� 기여해왔다.� 인터넷� 이용이�

암시하듯이,� 만약� 사람들이� "rhubarb"� 를� "rubarb"로� 적기� 시작하면�

,� 그가�말하기를� ,� 그것은�언젠가�용인되는�대안이�될�것입니다.

[상세해설]

지문에서� Language� and� spelling� change부분과� Crystal� ,� one� of�

the� most� prolific� writers� on� English,� has� helped� popularize�

that� truth� 부분을�통해� 유추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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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 난이도 중

[주요어휘]

factual� 사실을� 담은,� 사실에�기반을�둔� entail� 수반하다� explicit�

명백한,� 분명한�manipulate� 다루다

[해석]

우리� 뇌는�다른�종류의�정보를�다른�방법으로�저장하고�처리한다.�

사실적인�정보에�대해�생각해보자.� 사실적인�정보는�이름,� 얼굴,�

단어들�과�데이터�같은�명백한�정보의�학습하는�것을� 수반한다.� 그�

정보는�우리는�의식적인�생각과�우리의�상징과�언어를�다룰� 수� 있는�

우리의�능력과�연관되어있다.� 사실정보가�오랜� 정보로�전환� 될� 때�

그들은�일반적으로�그들이�이미�말고� 있었던� (were� learned)� 문맥과�

합쳐진다.� 예를�들어� 너의�새로운�친구� Joe에�대해�생각할�때,� 너는�

아마도�그를�만났던�농구�게임을�생각해�낼� 것이다.�

[상세해설]

앞에서�우리의�뇌가�사실�정보를�처리하는�과정에�대한�설명을�하고�

있다.� 그�과정에�대한�상세한�설명이�이어지고�마지막에� � 새로운�

친구� Joe라는�특정한�한� 예를�들어서�설명한�문장이므로�빈칸에는�

'예를�들어'� 라는� 연결어를�넣어주는�것이�적절하다.� our� brain�

processes� and� stores� different� kinds� of� information� in�

different� ways.

이� 문장이�전체를�포괄하는�주제문이�되며,� different� ways를�보고�

다음� 문장이� (ways� 방식들)� 열거/� 나열�글이� 전개된다.

Think� about� (예시의� 시작)

when� fact� memories� are� committed� to� long-term� memory,�

they� are� usually� filed� ~� � 이� 문장에�대한�예시로�새로운�친구�

Joe의�예시를�들고�있으므로�예시를�나타내는�연결사� � for�

instance가�답이�된다."

정답 4 난이도 하

[주요어휘]

� nest� 둥지,� 집� Camponotus� 왕개미� intruder� 공격자� invader� 침략

자� explode� 폭발하다� abdomen� 복부� rupture� 파열,� 손상� lethal� 치

명적인� prevent� O� from� -ing� O가� ~하는�것을� 막다

[해석]

믿을� 수� 없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그들의� 집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몇몇� 곤충들이�있다.� 공격자와�마주쳤을�때� Borneo섬의� 왕

개미는�침입자를�잡고� 스스로�폭발할�때까지�쥐어� 짤� 것이다.� 개미의�

배� 쪽이� 파열하면서� 방어자와� 공격자� 둘� 다에게� 치명적인� 끈적한� 노

란� 액체물질을� 뿜어낼� 것이다.� 영원히� 그들이� 붙으면서� 공격자들이�

그들의�집으로�들어오는�것을� 막을�것이다.�

[상세해설]

빈칸이� 있는�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봤을� 때,� 그� 주제문을� 유추할� 수�

있는� 설명이� 밑에� 글에� 나온다.� 특히� '� releasing� a� sticky� yellow�

substance� that� will� be� lethal� for� both� the� defender� and� the�

attacker'� � 이� 문장을� 통해� 답을� 유추� 할� 수� 있다.� 공격자와� 방어자�

둘� 다에게� 치명적인(lethal)� 끈적한� 노란� 물질을� 배출한다고� 했으니,�

집을� 지키기� 위해� 희생(sacrifice)� 하는� 곤충들이� 있다� 라는� 주제문을�

완성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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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 난이도 하

[주요어휘]

E-waste:� 전자폐기물.� 버려진� 컴퓨터,� 모니터,� 전자제품� 등� /� keep�

up:� 따라가다,� 시대에� 발맞추다� /� obsolete:� 더� 이상� 쓸모가� 없는,�

한물간,� 구식의� /� discard:(불필요한� 것을)� 버리다,� 폐기하다� /�

efficient:능률적인,� 유능한;� 효율적인� /� documented:� 문서로� 기록된�

/� fascinating:대단히� 흥미로운,� 매력적인� /� reused:� 재생한,� 재사용�

되어지는/� identical:동일한,� 똑같은� /� thrown:� throw의� 과거분사

[해석]

전자폐기물들이� 본적이� 없는� 규모로(유래� 없는� 규모로)� 생산되어지고�

있다.� 컴퓨터들과�다른� 전자� 장비들은� 몇� 년� 안에� 구식이� 된다,� 고객

들이�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새� 것들을� 살수� 밖에� 없도록� 만들면서.�

따라서�수�천만대의�컴퓨터,� TV,� 휴대폰들이�매년� 버려진다.

[상세해설]

전자폐기물들이� 유래� 없이� 버려지고� 있으므로� 전자� 장비들이� 몇� 년�

안에� 구식이�되며,� 버려진다는�어휘�들이�옳다.

정답 3 난이도 하

[주요어휘]

given:� 정해진,� 특정한� ,� ~을� 가정하면,� ~을� 고려하면� /� (정기적인)�

임금�인상,� (수·양의)� 증가� /� accumulated:축적된,� 누적된� /�

substantial:� (양·가치·중요성이)� 상당한/� dazzling:� 눈부신,�

휘황찬란한;� 현혹적인� /� vulnerable:(~에)� 취약한,� 연약한� /�

compulsory:� 강제적인,� 의무적인,� 필수의

[해석]�

지난� 20년� 동안�미국인들이�일에� 소비하는�시간의�양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매년�그�변화는�적다,� 대략�아홉� 시간에�이르거나�또는�

다소�추가적인�하루� 근로시간�이상에�이르면서.� 어떤�특정한�해에�

그러한�작은�증가는�아마도�그리� 크게�느끼지�않을�수�도�있습니다.�

하지만�지난� 20년�동안의�축적된�양은� � 상당하다.

[상세해설]

역접의�연결사를�보고�푸는�문제.

[substantial-� (양·가치·중요성이)상당한]과� 반대의�뜻을� 가진�어휘는�

[imperceptible-(너무� 작아서)감지할�수�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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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난이도 중

[주요어휘]

relativity� 상대성� ,� revolutionary� 혁명적인� hypothesis� 가설,�

attempt� 시도� /� 보기어휘� :� 1번� withstand� 견디다� ,� flaw� 결점� 2

번:� resist� 저항하다� ,� proof� 증명� 3번:� waste� 낭비하다� ,� example�

표본,� 예시� 4번� :� squander� 낭비하다� ,� pitfall� 함정� ,� 곤란� �

[해석]

아이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이제� 곧� 100주년을� 맞이하려한다.� 그리

고�그의� 혁명적인�가설은�수많은�시험의�시간을�견뎌왔다.� 그의� 이론

에� 대한� 결점을� 찾아내려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시도에고� 불구하고.�

아이슈타인은� 공간이나� 시간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우리의� 방식을� 바꿨다.� 그리고� 그것은� 우주와� 블랙홀과� 같은� 우주안

의� 여러� 흥미로운�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눈을� 열

어주었다.�

[상세해설]

despite� ~에도� 불구하고� 를� 잘� 이해하고� 앞� 뒤� 맥락� 빈� 칸� 뒤의� 어

휘를�잘�파악하면�풀�수� 있는�문제이다.� 그의�혁명적인�가설은�그�당

시� 많은� 전문가들이� "결점"을� 찾아내려고� 시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오랜�세월의�시험을� "견뎌왔다.� "

정답 3 난이도 하

[주요어휘]

rate� 비율� ,� resident� 주민� ,� 거주민� tiny� 매우� 작은� due� to� ~때문

에� ,� pick� pocket� 소매치기� ,� shop� lifting� 절도� investigation� 수사�

,� 조사,� border� control� 출입국� 관리,� pope� 교황� ,� detention� 구치,�

구금� trial� 재판<보기�어휘� >� 1번� manipulate� 조작하다.� seal� 밀봉하

다.� 2번.� dominate� 지배하다.� overrule� 기각하다.� 4번� conduct� 수

행하다.� enforce� 시행하다.� 집행하다.� �

[해석]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바티칸이다.� 거주민� 한명� 당�

1,5번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높은� 범죄율은� 거의�

840명� 정도의� 매우� 적은� 인구� 때문이다.� 소매치기와� 절도를� 포함한�

범죄의� 다수는� 외부인� 들에� 의해� 저질러질� 가능성이� 있다.� 바티칸은�

범죄� 수사,� 출입국� 관리� ,� 교황�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130명으로� 이

루어진� 경찰을� 지니고� 있다.� 바티칸에는� 재판� 전에� 잠시� 범죄자들을�

가두는� 몇� 안� 되는� 감옥을� 제외하고서는� 그� 어떠한� 감옥도� 없다.� 범

죄자들의�다수는�이탈리아�법원에서�재판받는다.�

[상세해설]

첫�번째�빈칸� :� 범죄�등의�그릇된�일을�저지르다�에�해당되는�어휘는�

commit.�

4번� 보기의� conduct� 는� 업무나� 일반적인� 일을� 수행하다� 의� 의미이

므로�부적절.� �

두� 번째� 빈칸:� 범죄자� 다수는� 이탈리아� 법원에서� 재판� 받는다� 가� 가

장�적절.� 재판하다에�해당되는�어휘는�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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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 난이도 하

[주요어휘]

cope� with� � …에� 대처[대응]하다;� …에� 대항하다.

Run� a� service� 서비스를�제공하다

operate� � 운영하다

english� conversation� 영어회화

recruit� (신입� 사원·회원·신병� 등을)� 모집하다

attract� 1.� 마음을�끌다� 2.� (어디로)� 끌어들이다

[해석]

Casa� Heiwa는� 사람들이� 중요한� 삶의� 스킬을�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서�어떻게�삶에�대처해야�하는지를�배울�수�있는� 아파트이다.

� 빌딩� 매니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많은� 프로

그램을�제공하는�서비스를�제공한다.

아이들을�위해�오전� 7시부터�저녁� 6시까지�운영되는�탁아소가�있다�

컴퓨터� 처리와� 영어회화� 과정을� 포함하는� 성인들이� 이용� 가능한� 교

육�프로그램들이�있다"

[상세해설]

Casa� heiwa� is� an� apartment� building�

(Casa� heiwas는� 아파트이다)

where� people� can� learn� some� important� life� skills� and� how�

to� cope� with� living� in� a� new� environment.

(관계부사� where)(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몇몇의� 중요한� 삶

의� 기술들을�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지(how� to� R)를� 삶에� 새로운�

환경에서)

The� building� managers� run� a� service� that� offers� many�

programs� to� children� and� adults� living� in� the� building.

(빌딩� 관리인은� 서비스를� 제공한다)(주격관계대명사� that)(제공하는�

많은�프로그램들을�아이들에게�그리고�성인들에게)(살고있는�건물에)

For� the� children,� there� is� a� day-care� center� that� operates�

from� 7� a.m.� until� 6� p.m.

(아이들을� 위해서,� 탁아소가� 있다(주격관계대명사that)(운영하는� 오전�

7시부터�저녁� 6시까지)(from� A� to(until)� B)

There� are� also� educational� programs� available� for� adults�

including� computer� processing� and� English� conversation�

course.

(또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있다)(which� are생략)(이용가능한� 성인들

이)(포함하면서�컴퓨터�처리와�영어회화과정을)

보기

1,� to� argue� for� a� need� for� educational� programs

� 찬성의�의견을�말하기�위해서�필요에�교육적인�프로그램을�위한

2.� to� recruit� employees� for� an� apartment� building

� 모집하기�위해서�직원을�아파트를�위한

3.� to� attrract� apartment� residents� toward� programs

� 끌어들이기�위해�아파트�주민들을�프로그램들로

4.� to� recommend� ways� to� improve� the� living� standard

� 추천하기�위해서�방법을�향상시키기�위한� 삶의�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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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 난이도 하

[주요어휘]

jail� 교도소,� 감옥;� 투옥하다,� 수감하다� � � convict� 유죄를� 선고하다� �

fine� 벌금을� 부과하다� � set� off� 출발하다,� 유발하다,� 터뜨리다� � �

boycott� 불매운동� � segregation� (인종,� 종교,� 성별에� 따른)� 분리,� 차

별� � be� accused� of� ~로� 비난받다,� 기소되다� � � � encroach� � (남의�

시간,� 권리� 등을)� 침해하다� � � mien� (감정을� 나타내는)� 표정,� 태도

[해석]

"(ㄹ)� 1955년� 12월� 1일,� Rosa� Park는� 앨라배마주� Montgomery�

시내의�그녀의�직장인�가게에서�집으로�가는�버스를�탔다.�

(ㄴ)� 그� 시절� 인종� 차별법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Rosa�

Park는� 버스� 뒷좌석에�앉도록�되어있었다.� 그녀는�백인구역을�침범한�

것으로� 비난을�받았고,� 운전기사가�그녀에게�범을� 준수하라고�설득했

다.�

(ㄷ)� (그� 말에� 따르는)� 대신에,� Rosa� Park는� 그녀의� 태도를� 유지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마침내,� 운전기사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그

녀에게�경고했다.� ""그러세요.� 그들을�부르세요.""라고� Park가� 대답했

다.�

(ㄱ)� Rosa� Park는� 체포되고,� 수감되고,� 유죄를�선고받고�벌금을�부과�

받았다.� 그녀는� 벌금을� 내길� 거부했다.� 그녀의� 경험은� 382일간의�

Montgomery� 시내버스�불매운동을�유발했다.� "

[상세해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상대적으로� 쉬운� 난이

도의�문제였다.�

� (ㄹ)� Rosa� Park가� 버스를� 타고� ->� (ㄴ)� 인종차별법에� 따라� 버스� 운

전사가� 흑인인� 그녀에게� 뒷자리로� 가길� 요구했지만� ->� (ㄷ)� 그녀가�

거부하자� 경찰에게� 신고가� 들어가� ->� (ㄱ)� 그녀가� 체포되었고�이것으

로�인해� 시내버스�불매운동이�유발되었다.�

정답 3 난이도 하

[주요어휘]

delinquent� 비행의,� 연체된� accounts� 계산서,� 계좌� hand� over� 넘

겨주다�양도하다�

[해석]

"Ryan� Cox가� US� 패스트푸드� 드라이브� 스루인� Indiana에서� 주문한�

커피� 값을� 지불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는� TV� 뉴스에서� 봤던� 것�

-한� 남자가�뒤차� 운전자의�커피�값을�지불했다-

을� 하려고� 결심했다.� 그� 작은� 행동이� 젊은� Indianapolis� 사업가를� 기

분� 좋게� 했고� 그래서� 그는� 그의� 경험을� Facebook에� 공유했다.� 한�

오랜� 친구가� 사람들의� 커피� 값을� 지불하는� 것� 보다� 그� 돈을� 학생들

이� 그들의� 밀린� 학교� 점심� 값을� 지불하는� 것을� 돕는데� 제안했다.� 그

래서� 그� 다음주� Ryan은� 조카의� 학교식당을� 방문했고� 그가� 몇� 개의�

계산서를�지불할�수� 있는지를�물었고� 100달러를�건네주었다.� "

[상세해설]

분위기� 파악� 유형은� 상대적으로� 쉬운� 난이도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이� 문제� 역시� 전체� 내용을� 읽어서� 파악하는� 내용이며� 글을� 읽어보면�

뉴스에서� 선행을� 본� 주인공이� 학생들의� 밀린� 점심� 값을� 대신� 지불한

다고�서술되어�있으므로�정답은� touchi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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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 난이도 하

[주요어휘]

respects� 존중,� 측면� in� terms� of� …� 면에서� bulge� 툭� 튀어나오다,�

spherical� 구� 모양의,� 구체의� diameter� 지름��� astronomical� object�

천체� undergo� 겪다.

[해석]

달은� 많은� 측면에서� 지구와� 다르다.� 첫� 째로,� 달에서� 생명체는� 없다

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크기� 면에서,� 지구보다� 훨씬� 작다.� 너는� 아

마도�이� 두� 천체(지구와�달)이� 동일한� 구형의� 모양이라고�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동일하지� 않다(동일한� 구형이� 아니

다).� 달은� 거의� 완벽한� 구형이다;� 그� 지름이� 어느� 방향으로든� 결코�

1%� 이상� 다르지� 않다.� 천체가� 더� 빨리� 회전할수록,� 그� 천체는� 적도

부근(중간)에� 더�튀어나오게�되고,� 극지방에는�평평해진다.� 달은� 지구

보다�더�느리게�회전하기�때문에,� 달은� 거의�더�구형이다.

[상세해설]

본문에서,� 달과� 지구의� 다른� 점� 중� 하나는,� 달이� 거의� 완벽한� 구형이

라는� 점이다.� 그리고� 천체가� 더� 빨리� 회전할수록,� 적도는� 튀어나오고�

극지방은� 평평해� 진다고� 하는데,� 이는� 곧� 타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천체가� 빨리� 회전하면� 타원형의�모습이� 되는데,� 이� 말을� 다시� 바

꾸어� 말하면,� 천체가� 천천히� 회전할수록� 구형의� 모습이� 된다고� 유추�

할� 수� 있다.� 즉,� 달은� 지구와� 비교하여� 완벽한� 구형이기� 때문에,� 그�

회전이�지구보다�느리다고�결론�내릴�수�있어서�답은� 2번이�된다.��

�

�1번� 그래서,� 달과� 지구를� 제외하고,� 회전하는� 천체는� 그들의� 모양에

서�변화를�어떤�변화들을�겪는다.

2.� 달은�지구보다�더�천천히�회전하기�때문에,� 달은� 거의�구형이다.

3.� 더욱이,� 달의� 지름은�지난� 수� 백� 년� 간� 변화되어왔다.

4.� 사실은,� 달의� 밀도와� 중력을� 고려하면,� 달이� 구형의� 모양은� 오히

려�예상�밖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