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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편입

문제 해설

 1. ③

[설명] ‘get the better of +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기다, 물리치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보기에 나온 단어들 중에서는 ‘~를 이기다, 패배시키다’라는 ‘defeat’와 가장 유사하

다.

 2. ③

[설명] 에스페란토어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언어가 아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언어라는 의

미이므로 ③ artificial 이 가장 의미가 가깝다.

 3. ②

[설명] affinity가 ‘친연성, 친근성’이라는 의미이므로 정답은 closeness(가까움. 친밀함)이

다. tribute(공물, 찬사), animosity(악의, 원한), contagion(전염) 등은 답으로 적당하

지 않다.

 4. ③ 

[설명] ‘blatant’는 ‘심하게 눈에 띄는, 뻔뻔스러운’의 의미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눈에 잘 

띄는’이라는 뜻의 too conspicuous가 가장 유사하다.

 5. ② 

[설명] indulge in은 ‘탐닉하다, 마음껏 누리다’라는 의미로 satiate oneself with(욕망 따위

를 충분히 만족시키다)가 가장 유사하다. arm oneself with(무장하다), repress 

oneself in(억누르다), acquaint oneself with(~를 알고 있다) 등은 답으로 적당하지 

않다.  

 6. ① 

[설명] ‘기후변화에 대한 ~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

에는 concerns (관심, 염려)가 적절하다. 

 7. ③ 

[설명] 빈칸에는 폴리네시아인들이 ‘거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중 inhabit이 ‘거주시키다’의 의미이고 be inhabited가 되면 ‘~에 거주하

다’라는 의미가 된다.

 8. ①

[설명] 장수와 관련하여, 더 큰 인간관계 조직들이 여성들에게 꼭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말

하는 내용이다. 어떤 종류의 관계는 ‘도움을 만들어내기 보다는’ 요구사항들을 더한다

는 뜻이 되어야 앞부분과 어울리므로 generate(생산하다) 가 답으로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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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②

[설명] Peabody Art Center와 동격인 ‘~을 특화하는 공간’에 알맞은 형태는 feature(~를 

특색으로 하다)의 현재분사형 featuring이 적절하다. 

10. ①  

[설명] make는 ‘어떤 것을 어떤 상태로 만들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목적어와 목적보어가 

이어서 온다. 여기서 목적어는 to give or take로 부정사구가 되는데, 부정사구 다음

에 목적보어가 이어질 경우에는 가목적어 it을 목적어 자리에 쓰고 to 부정사 꼴로 된 

목적어는 목적보어 뒤로 보낸다. 또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밝히고자 할 

때에는 부정사 앞에 ‘for + 목적격’의 형태로 써 준다. 따라서 it illegal for people to 

give or take가 가장 적절한 꼴이다.

11. ④  

[설명] ‘돈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the thing which(~하는 것)와 

같은 뜻의 ④ what 이 적절하다.

12. ③

[설명] suggest는 제안의 내용이 바로 다음에 이어져야 하는 동사이다. ‘~에게’라는 내용을 

덧붙이려면 ‘to + 사람’의 꼴로 쓸 수 있다. 제안의 내용은 동명사 또는 that 절로 이

어진다. 또한 suggest는 어떤 상항을 가정하여 제안하므로 that 절에는 원래 should

가 와야 하지만 보통 should는 생략되고 주어 다음에 동사원형이 온다. 따라서 

‘suggested that I’가 가장 적절한 꼴이다.

13. ①

[설명] 최근에 고양이 과에 속하는 큰 동물의 주요 서식지 절반 이상이 목장, 농업, 개발 

등에 의해 점거당해 왔고 재규어들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보호론자들은 걱정을 하

며(are worried), 이 힘센 동물들의 멸종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are working)는 내

용이다. be 동사 ‘are’ 가 worried 와 working 에 같이 걸리는 것을 알아보느냐의 문

제이다. 

14. ④ 

[설명] 노인인구가 돈 없이 은퇴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친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해결방안이 되지만, 친지가 없는 경우는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맥락이다. 

15. ② 

[설명] ‘~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 때는 ‘alternative to ~’이고, ‘표현하다’라고 할 때의 put

은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현재 내용이므로 puts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또한 

‘~에서 뿐만 아니라 ~에서도’라고 할 때에는 ‘in ~ as well as in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으므로 ④도 적절하다. 이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은 ②의 which인데 

그 뒤의 문장에서 주어도(friends) 목적어도(both parents-to-be) 모두 나와 있으므

로 앞에 전치사 in이 들어가서 ‘커플즈 샤워에서는 친구들이 예비부모들을 초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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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대접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

16. ③

[설명] ①의 contrast는 ‘대조시키다’라는 뜻이므로 ‘~와 대조되다’가 되려면 과거분사 형이 

오는 것이 맞다. ②는 열등 비교로 ‘~보다 덜하다’라고 하려면 less real이라고 해야 

하므로 ② 역시 맞는 표현이다. ③의 more easily는 형용사 easy의 비교급인 easier

로 수정해야 하는데, 앞의 it가 가목적어이고 to stumble upon things가 진목적어가 

되면서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목적보어로 형용사 꼴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④

의 would는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적절한 표현이다.

17. ②

[설명] 이 글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불운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진 13이라는 숫자

에 대한 초기 기록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신화에서 원래 12명의 신들이 

연회에 초대되었지만 ‘악의 신’이 초대받지 않고 그 연회에 참가함으로써, 참석자의 

수를 13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원래 초대받았던 신들의 수는 12가 되는 것이 

맞다.

18. ④

[설명] 의미를 읽고 단어를 추론하는 문제이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원래 생물계

에서 다양하게 번식해나가는 특성을 일컫던 용어이나, 지금은 환경 파괴 없이 계속해

서 공동의 이상을 추구해가는 사회생태학적 의미로 확장되었다.

19. ④ 

[설명] 이 글에서는 두 사람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려면 각자가 자기 자신의 모습에 편안

함을 느끼면서 그 관계 속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때라고 한다. 

(comfortable with who we are and can function independently in a healthy way) 

따라서 두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개의 완전체(wholes)—독립된 

인격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글의 흐름과 가장 잘 어울린다.

20. ③

[설명] 야생 인삼을 캐는 일꾼들이 9월부터 11월까지만 작업하며, 다 자란 인삼만 손으로 

캔다는 내용이 빈칸 다음에 이어지므로 빈 칸에 적당한 것은 ‘시기와 방법’, 즉 ③ 

‘when and how’이다. 

21. ② 

[설명] 호주 남부의 Coober Pedy 라는 독특한 도시에 대한 소개이다. 오팔이 매장된 광산 

위에 형성된 이 도시에 몰려든 광부들은, 더위 속에서 오팔을 캐는 작업이 힘들어서 

일명 ‘dug-outs’ 라고 불리는 주거지를 언덕 안에 굴처럼 판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② ‘go underground’(땅을 파고 들어간다) 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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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③ 

[설명] 스마트 홈이 여러 가지 자동화 기능으로 잘 갖춰진(outfitted) 모습을 그리는 내용이

다. 

23. ②

[설명] 남녀가 신체적, 지적으로 평등하며 같은 권리, 대접,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글

쓴이가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보아야 문맥에 맞다. 그러므로 take this for granted 

(당연시 하다)가 정답이다.

24. ④ 

[설명] 일본은 네 개의 지질판(tectonic plates)이 지표 아래에서 모여들기(converge) 때문

에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는 내용이다.

25. ① 

[설명] Foyot’s 라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자는 여성의 제안에 크게 기뻐서(flattered), 그리고 

여성에게 어떻게 거절을 하겠느냐는 생각에 자신의 ① ‘재력(means)’을 넘어서는 비

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 비용을 감당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답은 means 이

다.  

26. ② 

[설명] 새가 앞에 있는데도 번번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해 사냥에 실패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서 주인공의 좌절감과 실망이 드러난다. 선택지 

중 ①은 ‘새에게 속은’이라는 의미이고, ④는 ‘산책으로 지친’이라는 의미이므로 답으

로 적절치 않다.

    

27. ②

[설명] 현지에서 재배되는 식재료(local food)가 환경 친화적일 것이라는 일반통념에 의문

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식품을 멀리 나르는 운송(transporting) 과정은 예상과 달리 

아주 적은 탄소발자국을 남긴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따라서 local food가 항상 환경 

친화적이지는 않다는 추론을 도출할 수 있다.

28. ③

[설명] 인공지능 연구의 어려움, 그를 위해 필요한 기초학문 등에 대한 논쟁을 다루는 내용

으로, 전체주제는 ③ ‘미래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조망(prospects)’이라 할 수 있다.

  

29. ③ 

[설명] 비디오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이 비사회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은 비디오게임을 

하는 사람들 중 60퍼센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한다는 연구 자료를 제시하

고 있으므로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③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다른  

사람들과 비디오게임을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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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①

[설명] 이 글은 여배우로서 명성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구호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한 오

드리 헵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글의 중간쯤 헵번은 여배우로서의 커리어를 포기

하고 온전히 자선활동에만 전념함으로써 사회에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는 내용이 나온다. 마지막 빈칸에는 이런 내용을 요약하는 말이 들어가야 하므로 ‘인

류에 더 의미 있는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느꼈다는 내용의 ①이 가장 적절하다.

 

31. ③

[설명] Claudia Mitchell이 사고를 당해서 오른팔을 잃고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하던 중에, Jesse Sullivan이라는 사람이 ‘생체공학적 팔(bionic arm)’을 몸에 이

식하는 데 성공했다는 기사를 읽는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시술하기로 마음먹고 의사

를 찾아 수술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보기의 문장은 ‘잡지 기사가 그녀에게 그녀 자신

의 생체공학적 팔을 얻도록 동기를 부여했다’는 내용이므로 잡지 기사가 언급된 직후

인 (C)의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 적당하다.  

32. ④

[설명] 싱가포르는 규제와 벌금과 범법자 공지 등을 통해, 많은 경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자율적 규제를 이루었다는 내용이다. 선택지중 ④ ‘습관은 처음에는 거미줄이다가 나

중엔 쇠사슬이 된다’는 속담은 습관과 반복되는 훈련의 힘을 보여주므로 밑줄친 문장

과 가장 잘 어울린다.

33. ④

[설명] 이 글은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이 사람을 죽인다’는 슬로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보다는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

인다’는 말이 더 사실에 가깝다고 말한다. 즉 일반 가정에서 총기를 소지하다가 일어

나는 많은 사고들에 대해 걱정하는 글이다. 범죄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 사람을 죽

이게 되는 현실을 비판하므로, 이 글의 제목으로는 ④ ‘총을 가까이에 두는 것의 위

험’이 가장 적당하다.  

34. ②

[설명] ‘단 하루도 신문에 총기 오발 사고가 보도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다’는 내용이 

가장 적당하므로 ‘Scarcely ~ without’ 구문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정어인 

Scarcely가 문두에 와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어 있다.

35. ④ 

[설명] (A)에서는 인플루엔자 백신이 질병예방에 필요하다는 내용과 노약자는 백신을 맞아

야 한다는 내용, (B)에서는 이것은 많지 않은 듯 보이지만 수십만 인구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노약자의 감염을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 (C)에

는 인플루엔자의 정의와 함께 감염자 2퍼센트는 심각하게 아플 수 있다는 내용이 나

오므로, (C) - (B) - (A) 순서가 가장 자연스럽다. 



6 / 6

36. ① 

[설명] (C)문단에서 인플루엔자 환자의 98퍼센트는 며칠 뒤에 별다른 후유증 없이 낫는다

는 내용이 있으므로 ①번 내용은 원문과 다르다.

37. ① 

[설명] 심각해질 수 있는 인플루엔자 감염을 막는 최상의 예방책은 백신이라는 내용이 (A), 

(B) 문단에서 강조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38. ④ 

[설명] 이 글은 Michael이 멕시코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전갈에 물린 후 해독제를 맞고 살

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8년간이나 앓았던 척추 관절염이 낫게 되었다는 내용

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로는 ‘독이 있는 동물에게 물린 후에 일어난 예

상치 못했던 결과’가 가장 적합하다.

39. ②

[설명] 빈칸 앞에는 자신도 의사인 Michael이 관절염에서 회복되는데 전갈의 독이 어떤 역

할을 했는지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 뒤에는 ‘하지만’ (still)이

라는 역접의 부사가 나온 후, Michael이 한 말이 들어가므로 ‘만약 관절염으로 인한 

고통이 다시 찾아온다면 전갈에 다시 한 번 물려 보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가

장 자연스럽다.

40. ④ 

[설명] 전갈에 물린 후 이전에 오랫동안 앓고 있던 질병에서 회복되었다는 내용이지, 새로

운 병이 발병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므로 ④의 내용은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