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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편입             

문제 해설

 1. ③

[설명] ‘indigenous’는 ‘토착의‘, ‘원산의‘ ‘원주민의’ 등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이므로 동일

한 의미를 가진 ’native‘가 정답이다.

 2. ③

[설명] 최근에 이민 온 수많은 사람들로 노동력이 보강되었다는 내용. 여기에서 ‘보강하다’, 

‘보충하다’의 뜻을 지닌 ‘buttress’는 ‘보충하다’, ‘~에 보태다’라는 의미의 

‘supplement’와 가장 유사하다.

 

3. ①

[설명] viable은 ‘실행 가능한’이라는 의미이므로 feasible과 가장 유사하다.

 4. ③ 

[설명] scrutiny는 ‘감시’ ‘감독’이라는 의미로 examination과 가장 유사하다.

 5. ③ 

[설명] ‘멈출 수 없는(inexorable) 노화 과정’이라는 내용. 따라서 ‘unstoppable’(막을 수 없

는, 멈출 수 없는)이 가장 유사하다.   

 6. ① 

[설명] 취미를 많이 가지고 계신 할아버지이셨지만 할머니의 죽음으로 생긴 ‘공허감’은 결

코 채워지지 않았다는 내용. 따라서 공허감을 의미하는 ‘void’가 정답이다.

 7. ④ 

[설명] 문맥상 ‘패션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하므로 (어떤 분야의) 권위자, 전문가, 지도자 

등을 의미하는 gurus가 정답이다.

 8. ①

[설명]  다채로운 천을 사용하는 환경 예술가들의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이어주는 

적절한 표현은 ‘그렇게 하여’의 의미를 가진 ‘thereby’이다. 

 9. ③

[설명] 등위 접속사(and)의 병렬구조에 관한 문제이다. 접속사 앞의 striking, sending과 같

은 분사형태인 ③ starting이 정답이다.

10. ④  

[설명] 이 건물은 쓰레기와 오염을 줄이면서 에너지와 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으로

and reduce를 축약하는 분사구문인 ‘reducing’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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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②  

[설명] ‘the art’를 수식하는 형용사절로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he is famous for가 빈칸에 

와야 한다. 

12. ③

[설명] over의 목적어절로 ‘누구의 차례’인지를 의미하는 whose turn이 적절하다.

13. ②

[설명] 자녀가 하나 뿐인 (특히 바쁜 직업을 가진) 부모들(them)이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

겠다고 선택(elect)하게 된다는 내용. 전치사 in 뒤에 동명사 electing이 오고 이 동명

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목적격 them이 오는 구조이다.

14. ④ 

[설명] decide의 목적어절로 의문형용사+명사, 주어, 동사의 어순을 갖는 ‘what kind of 

behavior they are willing to’가 적절하다. 

15. ② 

[설명] ‘산업디자인을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잡게 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전문가(사람)‘를 의

미하는 professional이 아니라 ’직업‘을 의미하는 profession을 써야 한다.

16. ④

[설명] 영화 Waterworld를 제작한 시간과 비용이 감독이 계획했던 것보다 두 배나 들었다

는 내용. 비용, 즉 돈이 드는 것이므로 much(uncountable)를 써야 한다.

17. ②

[설명] 원자폭탄은  플루토늄 혹은 우라늄을 더 작은 원자로 ‘쪼개는(split)’ 분열(fission)이

라는 과정을, 수소폭탄은 수소와 같은 작은 원자를 ‘합하는(combine)’ 융합(fusion)이

라는 과정이 적용된다. 

18. ①

[설명] 인상파 화가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natural) 속 사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작업실을 버리고 실외로 나갔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abandoned가 적합하다.

19. ② 

[설명] 형성과 파괴를 반복하는 바위의 순환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cyclical이 가장 적

절하다.

20. ④

[설명] 언제, 어디서나 죄수들을 관찰,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된 Panopticon에서 그들이 감

옥의 규율을 어기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가능성이 매우 낮은’이라는 의미를 가진 

less likely가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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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③ 

[설명] 오소리가 지닌 본래의 색상은 다른 동물들로부터 몸을 숨기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눈에 띄게 만든다. 이 점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오소리들을 더 잘 주변에 

드러내서 다른 동물들의 접근을 막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동물들이 원래 지닌 색

상이 몸을 숨기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camouflage이다.

22. ④ 

[설명] 많은 전문가들이 2025년 무렵이면 석유 사용량이 정점을 찍을 것이고 그 이후 석유 

생산량 및 가용량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할 거라는데 동의한다는 내용. 따라서 빈 

칸에는 ‘감소하다’의 의미를 지닌 decline이 들어가야 한다.

23. ④

[설명] 트랜스 지방의 사용량 제한 법령에 대한 찬반 논란을 소개하는 내용. 이 금지 법령

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해야 하는 사안에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므로‘ (should) not intrude into가 정답이다.

24. ③ 

[설명] 첫 머리에 3,000여개의 언어들이 2100년이면 완전히 소멸될 수도 있다는 상황이 소

개된다. 이처럼 ‘소멸’ 직전에 처한 언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련자들이 모인다

는 내용이므로 (on the brink of) extinction이 (A)에 들어가야 한다. (B)에는 한 언어

가 ‘소생’하려면 그 언어가 지닌 독특하고 복잡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므로 ‘revival’이 들어가야 한다.

25. ④ 

[설명] 스페인, 그리스 등 지중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보다 기대수

명이 길고 심장병 및 암에 걸릴 위험률도 낮다. 그러나 이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할 

경우 이러한 특징은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그들이 건강한 이유 

중에서 유전적 차이들은 ‘제외시키므로’ ‘ruled out’이 정답이다.

26. ② 

[설명]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성으로 부르는 것이나, 관련 언어의 사용, 처음으로 도구나 

도기를 사용했던 시기의 인류의 모습은 인류학(anthropology)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27. ②

[설명] 멘델이 오스트리아의 한 수도원에서 여러 종류의 완두콩을 실험하면서 ‘느긋하고’,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에서 ‘그가 이렇게 실험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사

실’을 유추할 수 있다. 동료들과 함께 실험을 진행했다는 내용,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거나, 자신이 이룬 업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

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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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③

[설명] 보기의 문장은 ‘또한 피셔들이 수취인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내는 메

시지는 수취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내용이므로 피셔들이 ‘~메시지를 보낸다’

라는 내용이 나온 직후인 (C)의 위치에 들어가야 가장 적절하다.

  

29. ① 

[설명] 운동이 뇌를 포함한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내

용이다. 따라서 빈칸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바탕으로 얻어낸 결론적인 내용이 들어가

야 하므로 ‘운동과 뇌 발달의 명백한 관계’라는 ①이 가장 적절하다.

30. ④

[설명] 첫 단락은 해충을 이겨내도록 만들어진 유전자 변형 쌀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농부들의 살충제 사용이 줄어들고 그들의 건강도 좋아졌다는 내용이다. 그 다

음 단락의 첫 문장은 ‘그것(it)을 믿지 않는 회의론자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내용이 나

오고, 뒤이어 ‘정부의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점’과 ‘유전자 변형식물에 내성이 생긴 

곤충들이 생길 우려’에 관한 내용이 나온 것을 보면 빈칸에는 역접관계를 보여주는 

however가 들어가고 it을 가리키는 대상은 genetically modified food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④ ‘그러나 유전자 변형 식품이 안전하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가 가장 적절하다.

 

31. ②

[설명] “누구에게나 동등한 대학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대학교육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지, 대학교육이 모든 

사람의 능력범주에 들어갈 정도로 격하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고등교육은 지적

인 수양이다. 그러므로 대학교육의 동등한 기회를 위해 대학의 질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②가 적절하다.  

32. ③

[설명] 43세의 여인이 작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죽었다. 그녀

는 어렸을 때 점쟁이로부터 43세에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는데, 43세가 막 

지났을 때 수술을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의사는 감정적인 긴장감 때문에 그녀가 죽

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마음과 긴장의 영향’이 제목으로 적절하다.

33. ②

[설명] ‘대통령의 역할을 제한’하려고 했다는 내용에서 ①번은 추론이 가능하고, 공화당원들

이 실업(상태)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했으므로 실업률을 

줄이려고 노력했다는 ②번이 본문의 내용과 다르다.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방침이 기

업들에게 호의적이었다는 내용에서 ③번은 추론이 가능하고, 공적 분야의 역할을 간

소화하려는 성향 때문에 종종 입법부와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에서 ④번도 추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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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①

[설명] 첫 단락에서 The Slow Food movement의 목적 및 지향하는 바가 소개된다. 두 번

째 단락에서는 이 운동이 패스트푸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슬로우푸드 운동의 

주된 안건이 다뤄진다. 따라서 밑줄 친 표현은 문맥상 햄버거(패스트푸드)를 좋아하

는 사람들이 ‘슬로우푸드 운동에 실망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35. ① 

[설명] 두 단락에 걸쳐서 슬로우푸드 운동의 목적과 취지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 글의 요지

로 ①이 가장 적합하다. 

36. ① 

[설명] 모든 생물은 장소를 옮겨 가는 나름의 방식이 있다는 것과 조건이 맞으면 세상 어느 

곳으로도 퍼져나갈 수 있다는 내용을 연결시키는 관계부사 therefore (A)에 들어가야 

한다. 위의 내용에 부합되는 집파리의 예를 설명한 뒤 이렇게 널리 분포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예외적인 경우라는 반대의 내용이 이어지므로 (B)에는 ‘however’가 들어가

야 한다.

37. ② 

[설명]  미국 들소는 드넓은 북미의 초원(grasslands) 전역으로 퍼져나갔지만, 사막 지역

(즉, 초원이 없는 지역)인 남쪽으로는 퍼져나갈 수 없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②번이 

정답이다.

38. ② 

[설명] (A)에서는 자국의 언어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들이 예로 나오고, (B)에서는 language 

change를 반대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C)에서는 language change는 자연스러

운 현상으로서 이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B)-(A)-(C)순서가 가장 자

연스럽다.

39. ②

[설명] (A)문단에 프랑스가 자국의 언어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 있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와 

스페인도 그러한 기관이 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②가 정답이다.

40. ④ 

[설명] language change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을 모두 설명하고 있으므

로 이 글의 제목으로는 ④ ‘language change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가장 적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