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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학과(학부) 수험번호 성명

【유의사항】

1. 답안은 답안지에 해당 문항 번호를 쓴 후 흑색이나 청색 볼펜으로 작성하시오.

 2.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마시오.

 3.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4.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Across	 the	 street	 I	 see	 a	 man	 drop	 a	 napkin	 on	 the	 ground.	 Perhaps	 he	 doesn’t	 notice.	The	 man	 behind	 him	 picks	 it	 up	 and	 throws	 it	 into	 the	 garbage	 can	 as	 he	 walks	 past.	 A	woman	 is	 walking	 across	 the	 street	 when	 she	 drops	 her	 bag.	 A	 man,	 who	 looks	 visibly	homeless,	 stops	 to	 help	 her	 pick	 up	 her	 things,	 and	 everyone	 else	 keeps	 walking	 by.		 	 	 I	 step	 onto	 an	 elevator.	 A	 woman	 races	 towards	 it.	 I	 press	 the	 button	 to	 keep	 the	 doors	open	 as	 she	 steps	 on	 and	 thanks	 me	 for	 holding	 the	 elevator	 for	 her.	 As	 it	 starts	 up,	 I	compliment	 her	 on	 how	 pretty	 her	 outfit	 is	 and	 how	 the	 color	 suits	 her	 beautifully.	 She	thanks	 me	 saying,	 “I	 really	 needed	 to	 hear	 that	 right	 now,”	 and	 she	 smiles	 as	 she	 gets	 off	on	 her	 floor.		 	 	 I	 am	 on	 the	 subway	 in	 the	 morning	 on	 my	 way	 to	 work.	 In	 the	 seat	 across	 from	 me	 a	man	 sits	 reading	 something	 on	 his	 cell	 phone.	 We	 stop	 at	 a	 station	 and	 a	 pregnant	 woman	gets	 on.	 The	 man	 immediately	 jumps	 up	 and	 offers	 her	 his	 seat.	 I	 slip	 the	 rubber	 band	bracelet	 off	 my	 wrist	 that	 reads	 “Pay	 It	 Forward,”	 offer	 it	 to	 the	 man,	 and	 tell	 him,	 “That	was	 very	 considerate	 to	 give	 your	 seat.	 I’d	 like	 to	 pay	 your	 act	 forward	 with	 this	 bracelet.”	He	 looks	 at	 me	 surprised,	 gazes	 down	 at	 the	 white	 rubber	 band	 bracelet	 with	 (A)the	 blue	lettering,	 and	 takes	 it	 from	 my	 hand.	 “Now	 you	 get	 to	 pay	 it	 forward,”	 I	 tell	 him.	 He	smiles,	 thanks	 me,	 and	 tells	 me	 that	 he	 will.	 “I’ll	 enjoy	 doing	 (B)that,”	 he	 says.		 	 	 I	 am	 grateful	 for	 the	 countless	 acts	 of	 generosity	 I	 witness	 on	 the	 streets,	 in	 elevators,	in	 coffee	 shops,	 everywhere,	 every	 day.	 As	 you	 go	 about	 your	 day	 today,	 (C)take	 a	 moment	to	 act	 out	 on	 an	 act	 of	 kindness.	 If	 you	 see	 one	 being	 committed,	 let	 the	 person	 know	 you	caught	 them	 in	 the	 act.	 Pay	 it	 forward	 by	 giving	 them	 the	 gift	 of	 your	 gratitude.	

【문항 1】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1-1】위 제시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밑줄 친 (A)the	 blue	 lettering이 가리키는 것을 제시문에서

찾아 영어로 쓰시오. (2점)

【1-2】밑줄 친 (B)that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20단어 이내의 우리말로 쓰시오. (5점)

【1-3】밑줄 친 (C)take	 a	 moment	 to	 act	 out	 on	 an	 act	 of	 kindness의 의미를 15단어 이내의 우리말

로 쓰시오.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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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ert	 Hero,	 22,	 biked	 across	 Europe	 with	 two	 friends	 this	 summer,	 crashing	 on	strangers’	 couches	 as	 they	 went.	 They	 had	 met	 these	 people	 not	 in	 train	 stations	 or	coffee	 shops,	 but	 on	 a	 website	 with	 hosts	 who	 have	 spare	 mattresses.		 	 	 Tight	 economic	 times	 and	 a	 growing	 openness	 to	 strangers	 thanks	 to	 the	 Internet	 have	given	 rise	 to	 the	 “sharing	 economy.”	 People	 are	 logging	 on	 to	 sites	 and	 apps	 to	 rent	 out	their	 cars,	 houses,	 and	 even	 their	 clothes	 directly	 to	 one	 another.	 And	 it’s	 big	 business:	the	 peer-to-peer	 rental	 market	 is	 worth	 $26	 billion,	 according	 to	 Rachel	 Botsman,	 author	of	 What’s	 Mine	 Is	 Yours:	 The	 Rise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Arguably	 the	 biggest	 sector	 of	 the	 (A)_______	 _______	 is	 travel.	 People	 are	 renting	 their	beds	 to	 out-of-towners,	 leading	 them	 on	 guided	 tours,	 and	 hosting	 meals,	 sometimes	 for	free,	 but	 on	 most	 sites	 for	 a	 price―though	 one	 far	 below	 those	 found	 at	 local	 hotels.	Trust,	 based	 mainly	 on	 online	 reviews,	 is	 fueling	 a	 global	 (B)sharecation	 network.	 	 	 And	 while	 most	 sharing	 sites	 do	 not	 vet	 hosts,	 more	 are	 turning	 to	 social	 networks	such	 as	 Facebook	 as	 a	 platform	 for	 building	 trust.	 The	 new	 Friends	 of	 Friends	 Travel	connects	 travelers	 already	 indirectly	 linked	 through	 social	 media.	 	 	 Yet	 even	 on	 stranger-to-stranger	 sites	 such	 as	 Airbnb,	 rebooking	 rates	 are	 over	 80%.	And	 most	 of	 those	 who	 stay	 with	 strangers	 or	 rent	 out	 their	 homes	 have	 nothing	 but	praise	 for	 the	 system.	 Botsman	 believes	 this	 is	 the	 beginning	 of	 a	 new	 economy	 based	 on	one’s	 good	 name.	 “Reputations	 on-	 and	 off-line	 will	 merge	 to	 create	 a	 marketplace	 where	(C)________	 is	 the	 currency.”

	 	 	 Sugar	 made	 its	 way	 to	 the	 Americas	 where	 European	 colonists	 began	 to	 grow	sugarcane	 in	 the	 late	 15th	 century.	 During	 the	 next	 century,	 they	 cleared	 rain	 forests	 from	islands	 in	 the	 Americas,	 planted	 (A)the	 crop,	 and	 built	 mills	 to	 refine	 it.	 Meanwhile,	 the	native	 population	 of	 the	 region	 was	 enslaved	 to	 work	 in	 labor-intensive	 sugarcane	plantations.	 		 	 	 As	 more	 cane	 was	 planted,	 the	 price	 of	 the	 product	 fell.	 As	 the	 price	 fell,	 demand	increased.	 Economists	 call	 it	 a	 virtuous	 cycle―not	 a	 phrase	 you	 would	 use	 if	 you	happened	 to	 be	 on	 the	 wrong	 side	 of	 the	 equation.	 In	 the	 mid-17th	 century	 sugar	 began	to	 change	 from	 a	 luxury	 spice	 to	 a	 staple,	 first	 for	 the	 middle	 class,	 then	 for	 the	 poor.		 	 	 By	 the	 18th	 century	 the	 marriage	 of	 sugar	 and	 slavery	 was	 complete.	 Every	 few	 years	a	 new	 island	 in	 the	 Americas	 was	 colonized,	 cleared,	 and	 planted.	 When	 the	 natives	 died,	the	 planters	 replaced	 them	 with	 African	 slaves.	 After	 the	 crop	 was	 harvested	 and	 milled,	 it	was	 piled	 in	 the	 holds	 of	 ships	 and	 transported	 to	 Europe,	 where	 it	 was	 traded	 for	finished	 goods	 that	 were	 brought	 to	 the	 west	 coast	 of	 Africa	 and	 traded	 for	 more	 slaves.	The	 bloody	 side	 of	 (B)this	 “triangle	 trade,”	 during	 which	 millions	 of	 Africans	 died,	 was	known	 as	 the	 Middle	 Passage.	 Until	 the	 slave	 trade	 was	 banned	 in	 Britain	 in	 1807,	 more	than	 11	 million	 Africans	 were	 shipped	 to	 the	 New	 World,	 with	 over	 half	 ending	 up	 on	sugar	 plantations.	

【문항 2】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2-1】빈 칸 (A)________	 ________에 알맞은 두 단어와 빈 칸 (C)_________에 들어갈 한 단어를 제시문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5점)

【2-2】밑줄 친 (B)sharecation은 두 단어를 조합한 합성어이다. 그 두 단어가 무엇인지 영어로 각각 

쓰고, 이 합성어가 의미하는 바를 제시문에 근거하여 20단어 이내의 우리말로 설명하시오.

(5점)

【문항 3】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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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ig	 Bang	 is	 the	 scientific	 theory	 that	 is	 most	 consistent	 with	 observations	 of	 the	past	 and	 present	 states	 of	 the	 universe.	 	 (A)The	 core	 ideas	 of	 the	 Big	 Bang―the	 expansion,	
the	 early	 hot	 state,	 the	 formation	 of	 light	 elements,	 and	 the	 formation	 of	 galaxies―are	
derived	 from	 these	 and	 other	 observations.	 	 (B)It	 offers	 a	 comprehensive	 explanation	 for	 a	
broad	 range	 of	 observed	 phenomena,	 including	 the	 abundance	 of	 light	 elements	 and	 the	
cosmic	 microwave	 background.	 	 (C)The	 consequence	 of	 this	 i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e	 can	 be	 calculated	 in	 detail	 back	 in	 time	 to	 extreme	 densities	 and	 temperatures.	 	
(D)Nevertheless,	 the	 Big	 Bang	 theory	 does	 not	 provide	 any	 explanation	 for	 the	 initial	
conditions	 of	 the	 universe.	 	 (E)As	 the	 distance	 between	 galaxies	 increases	 today,	 in	 the	 past	
they	 were	 closer	 together.	 	 Rather,	 it	 describes	 and	 explains	 the	 general	 evolution	 of	 the	universe	 going	 forward	 from	 that	 point	 on.

	 	 	 The	 “third	 place”	 is	 a	 term	 used	 in	 the	 concept	 of	 community	 building	 to	 refer	 to	 social	surroundings	 separate	 from	 the	 two	 usual	 social	 environments	 of	 home	 and	 the	 workplace.	In	 his	 influential	 book	 The	 Great	 Good	 Place,	 Ray	 Oldenburg	 argues	 that	 third	 places	 are	important	 for	 civil	 society,	 democracy,	 civic	 engagement,	 and	 establishing	 feelings	 of	 a	 sense	of	 place,	 and	 foster	 broader,	 more	 creative	 interaction.	 There	 are	 several	 hallmarks	 that	define	 third	 places,	 as	 described	 by	 Oldenburg.	 Third	 places	 put	 no	 importance	 on	 a	person’s	 economic	 or	 social	 status	 in	 a	 society,	 and	 they	 accept	 all	 types	 of	 individuals	from	 several	 different	 walks	 of	 life.	 They	 must	 provide	 the	 wants	 of	 their	 inhabitants.	 The	tone	 of	 conversation	 in	 third	 places	 is	 never	 marked	 with	 tension	 or	 hostility.	 Occupants	 of	third	 places	 will	 often	 have	 the	 same	 feelings	 of	 warmth,	 possession,	 and	 belonging	 as	 they	

【3-1】밀줄 친 (A)the	 crop이 지칭하는 것을 제시문에서 찾아 영어로 쓰시오. (2점)

【3-2】아래 문장은 밑줄 친 (B)this	 “triangle	 trade”를 요약한 문장이다. 교역이 이루어진 세 가지 품

목과 그 지역을 제시문에서 찾아 문장을 완성하시오. (6점)This	 triangle	 trade	 refers	 to	 the	 tri-continental	 trade	 in	 three	 items:	 _________	 from	__________,	 __________	 from	 ____________,	 and	 ____________	 from	 ___________.	
【문항 4】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4-1】밑줄 친 comprehensive와 의미가 가장 비슷한 단어를 아래 보기에서 고르시오. (2점)

① straightforward
② apprehensible
③ embracing
④ intelligible
⑤ flexible

【4-2】문장 (A),	 (B),	 (C),	 (D),	 (E)를 글의 흐름에 가장 잘 맞게 예시와 같이 재배열하시오. (5점)

예시: (A)―(B)―(C)―(D)―(E)	
【문항 5】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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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mund	 Freud	 (1856-1939)	 in	 his	 book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introduced	 the	notion	 of	 “dream	 work”	 to	 emphasize	 that	 the	 dream	 is	 not	 the	 result	 of	 a	 weakened	state	 of	 mental	 activity	 producing	 incoherent	 fragments,	 but	 the	 outcome	 of	 very	 complex	psychic	 work.	 According	 to	 Freud,	 the	 dream	 represents	 a	 fulfillment	 of	 unconscious	wishes	 whose	 satisfaction	 is	 forbidden	 during	 the	 waking	 state,	 but	 this	 realization	 is	typically	 disguised	 so	 as	 to	 pass	 through	 censorship	 during	 sleep.	 The	 “dream	 work”	 is	responsible	 for	 this	 disguise.	 It	 involves	 mechanisms	 such	 as	 (A)condensation,	(B)displacement,	 and	 (C)regression.	 Condensation	 refers	 to	 a	 process	 of	 compressing	disparate,	 even	 contradictory	 material	 into	 a	 single	 image.	 Through	 displacement,	 a	 neutral	representation	 is	 substituted	 for	 another	 representation.	 The	 dream	 work	 then	 involves	regression	 that	 transforms	 thoughts,	 affects,	 and	 sensations	 into	 visual	 sensory	 images.	 To	sum	 it	 up,	 the	 dream	 work	 is	 the	 process	 by	 which	 (D)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ould	 in	 their	 own	 homes.	 In	 fact,	 all	 societies	 already	 have	 informal	 meeting	 places.	 What	is	 new	 in	 modern	 times	 is	 the	 intentionality	 of	 seeking	 them	 out	 as	 vital	 to	 current	 social	needs.	
【5-1】다음 중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third	 place”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2점)

① accommodation	
② low	 maintenance
③ unpretentiousness
④ a	 laid-back	 atmosphere
⑤ a	 home	 away	 from	 home

【5-2】제시문에서 밑줄 친 walks의 뜻을 우리말로 쓰시오. (4점)

【문항 6】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6-1】제시문에서 밑줄 친 (A)condensation,	 (B)displacement,	 (C)regression에 대한 적절한 예를 아래 

①, ②, ③에서 각각 골라 순서대로 쓰시오. (6점)

①	 a	 person’s	 father	 switched	 into	 a	 policeman	
② a	 person’s	 importance	 represented	 by	 their	 size	
③ a	 person’s	 anger,	 excitement,	 and	 anxiety	 combined	 and	 fused	 into	 an	 image	 of	 an	 ascending	escalator	 	

예시: (A)―①,	 (B)―②,	 (C)―③
【6-2】제시문의 결론 문장의 빈칸 (D)__________를 아래에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완성하시오.

(단, 1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절이어야 하며, 아래의 단어 중 어떤 것은 한 번 이상 사용할 수 

있으나, 주어진 단어를 변형하지 말 것) (10점)content,	 dream,	 manifest,	 latent,	 the,	 is	 converted	 into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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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arctica	 is	 the	 largest	 mass	 of	 ice	 on	 the	 planet	 by	 far.	 If	 you	 look	 at	 the	 Antarctic	Peninsula	 up	 close,	 every	 place	 where	 you	 see	 a	 green	 blotch	 is	 an	 ice	 shelf	 larger	 than	the	 state	 of	 Rhode	 Island	 that	 has	 broken	 up	 in	 just	 the	 last	 15	 to	 20	 years.	 In	 the	distance	 are	 mountains,	 and	 just	 before	 the	 mountains	 is	 the	 shelf	 of	 the	 continent.	 There	is	 sea-based	 ice	 floating	 in	 the	 water,	 and	 there	 is	 also	 land-based	 ice	 on	 the	 down-slope	of	 those	 mountains.	 The	 scientists	 thought	 this	 would	 be	 stable	 for	 about	 a	 hundred	 years,	even	 with	 global	 warming.	 They	 were	 absolutely	 astonished,	 however,	 when	 they	 learned	that	 this	 ice	 shelf	 had	 completely	 disappeared	 in	 a	 period	 of	 only	 35	 days.	 The	 scientists	could	 not	 figure	 out	 how	 in	 the	 world	 this	 happened	 so	 rapidly.	 They	 went	 back	 to	 their	work	 to	 figure	 out	 where	 they	 had	 gone	 wrong.	 When	 the	 floating	 sea-based	 ice	 cracked	up,	 it	 no	 longer	 held	 back	 the	 ice	 on	 the	 land.	 The	 land-based	 ice	 then	 started	 falling	 into	the	 ocean.	 It	 was	 like	 letting	 (A)the	 cork	 out	 of	 a	 bottle.	 There’s	 a	 difference	 between	sea-based	 ice	 and	 land-based	 ice.	 It’s	 like	 the	 difference	 between	 an	 ice	 cube	 floating	 in	 a	glass	 of	 water,	 which	 doesn’t	 raise	 the	 level	 of	 water	 in	 the	 glass	 when	 it	 melts,	 and	 a	cube	 sitting	 atop	 a	 stack	 of	 ice	 cubes,	 which	 melts	 and	 flows	 over	 the	 edge.	 That’s	 why	(B)the	 citizens	 of	 low-lying	 Pacific	 nations	 all	 had	 to	 evacuate	 to	 nearby	 New	 Zealand.	
*blotch	 얼룩,	 반점	 	

   Ferdinand	 de	 Saussure,	 a	 Swiss	 linguist,	 divides	 language	 into	 two	 component	 parts:	the	 signifer	 and	 the	 signified.	 When	 you	 write	 the	 word	 “cat,”	 it	 produces	 the	 written	 or	spoken	 mark	 “cat,”	 but	 also	 the	 concept	 or	 mental	 image	 of	 a	 cat:	 a	 four-legged	 feline	creature.	 Saussure	 calls	 the	 first	 the	 signifier,	 and	 the	 second	 the	 signified.	 Together	 they	make	 up	 the	 “sign.”	 He	 then	 goes	 on	 to	 argue	 that	 (A)the	 relationship	 between	 signifier	and	 signified	 is	 completely	 arbitrary.	 The	 word	 “cat,”	 for	 example,	 has	 no	 cat-like	 qualities;	there	 is	 no	 reason	 why	 the	 signifier	 “cat”	 should	 produce	 the	 signified	 “cat”:	 four-legged	feline	 creature.	 (B)Other	 languages	 have	 different	 signifiers	 to	 produce	 the	 same	 sign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s	 simply	 the	 result	 of	 convention―of	 cultural	agreement.	 For	 Saussure,	 meaning	 is	 therefore	 relational	 and	 a	 matter	 of	 difference.	 We	know	 what	 a	 sign	 means	 because	 it	 differs	 from	 all	 other	 signs.	
*signifer	 기표 **signified	 기의 ***feline	 고양이의

【문항 7】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7-1】밑줄 친 (A)the	 cork가 가리키는 것을 제시문에서 찾아 영어로 쓰시오. (4점)

【7-2】밑줄 친 (B)the	 citizens	 of	 low-lying	 Pacific	 nations	 all	 had	 to	 evacuate	 to	 nearby	 New	Zealand의 이유를 제시문의 비유를 사용하여 40단어 이내의 우리말로 쓰시오. (6점)

【문항 8】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8-1】밑줄 친 (A)the	 relationship	 between	 signifier	 and	 signified	 is	 completely	 arbitrary가 의미하는 

바와 그 이유를 제시문에 근거하여 25단어 이내의 우리말로 설명하시오. (5점)

【8-2】밑줄 친 (B)Other	 languages	 have	 different	 signifiers	 to	 produce	 the	 same	 signified가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20단어 이내의 우리말로 설명하시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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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l	 human	 beings	 have	 been	 given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happiness	 is	 not	something	 you	 should	 give	 up	 for	 any	 reason.	 To	 many	 Korean	 students,	 English	 seems	 to	be	 a	 source	 of	 stress	 due	 to	 the	 circumstances	 compelling	 people	 to	 treat	 it	 as	 a	 hurdle	they	 have	 to	 overcome,	 not	 as	 something	 to	 enjoy.	 Students	 suffer	 from	 depression,	anxiety,	 and	 overwhelming	 pressure	 to	 sacrifice	 time,	 life,	 and	 money	 just	 for	 a	 high	score,	 although	 the	 high	 score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high	 fluency	 in	 English.	 This	 is	too	 bad,	 not	 only	 for	 students	 themselves,	 but	 also	 for	 the	 country.	 English	 should	 not	 be	a	 barrier	 they	 have	 to	 overcome,	 but	 something	 that	 they	 can	 enjoy.	 What	 is	 important	 is	to	 make	 learning	 English	 something	 you	 like	 to	 do,	 and	 not	 to	 let	 it	 take	 your	 happiness	away.	
[B]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Don’t	 be	 trapped	 by	dogma,	 which	 is	 living	 with	 the	 results	 of	 other	 people’s	 thinking.	 Don’t	 let	 the	 noise	 of	others’	 opinions	 drown	 out	 your	 own	 inner	 voice.	 Most	 importantly,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They	 somehow	 already	 know	 what	 you	 truly	 want	 to	become.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C]	 	 Two	 roads	 diverged	 in	 a	 yellow	 wood,And	 sorry	 I	 could	 not	 travel	 bothAnd	 be	 one	 traveler,	 long	 I	 stoodAnd	 looked	 down	 one	 as	 far	 as	 I	 couldTo	 where	 it	 bent	 in	 the	 undergrowth;

Then	 took	 the	 other,	 as	 just	 as	 fair,And	 having	 perhaps	 the	 better	 claim,Because	 it	 was	 grassy	 and	 wanted	 wear;Though	 as	 for	 that	 the	 passing	 thereHad	 worn	 them	 really	 about	 the	 same,
And	 both	 that	 morning	 equally	 layIn	 leaves	 no	 step	 had	 trodden	 black.Oh,	 I	 kept	 the	 first	 for	 another	 day!Yet	 knowing	 how	 way	 leads	 on	 to	 way,I	 doubted	 if	 I	 should	 ever	 come	 back.
I	 shall	 be	 telling	 this	 with	 a	 sighSomewhere	 ages	 and	 ages	 hence:Two	 roads	 diverged	 in	 a	 wood,	 and	 I—took	 the	 one	 less	 traveled	 by,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문항 9】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9-1】제시문 [A],	 [B],	 [C]의 필자가 공통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30단어 이내의 우리

말로 쓰시오. (4점)

【9-2】밑줄 친 the	 better	 claim의 정확한 의미를 30단어 이내의 우리말로 설명하시오.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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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Tolson: “Welfare	 discourages	 hard	 work.”	 You’ll	 argue	 the	 negative.	 I’ll	 take	 the	affirmative.Miss	 Booke: All	 right.Mr.	 Tolson: Welfare	 takes	 away	 a	 man’s	 strongest	 reason	 for	 working,	 which	 is	 survival.	And	 that	 weakens	 the	 will	 of	 the	 poor.	 How	 would	 you	 rebut	 that,	 Miss	Booke?Miss	 Booke: I	 would	 say	 it	 does	 not.	 Most	 of	 the	 New	 Deal	 goes	 to	 children,	 to	 the	handicapped,	 and	 to	 old	 people	 anyway.	Mr.	 Tolson: Is	 that	 fact,	 or	 conjecture?Miss	 Booke: It	 is	 a	 fact.Mr.	 Tolson: What’s	 your	 source?Miss	 Book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Mr.	 Tolson: That’s	 your	 primary	 source?	 You	 spoke	 to	 President	 Roosevelt	 personally?Miss	 Booke: Of	 course	 not.	 I	 did	 not	 speak	 to	 him	 personally,	 but	 I	 listened	 to	 a	 radio	broadcast.Mr.	 Tolson: Any	 other	 sources?Miss	 Booke: Yes,	 there	 are	 other	 sources.	 Like	 the	 look	 in	 a	 mother’s	 eyes	 when	 she	can’t	 feed	 her	 kids.	 Without	 welfare,	 Mr.	 Tolson,	 people	 would	 be	 starving.Mr.	 Tolson: Who’s	 starving,	 Miss	 Booke?Miss	 Booke: The	 unemployed	 are	 starving.Mr.	 Tolson: Mr.	 Burgess	 here.	 He’s	 unemployed.	 Obviously,	 he’s	 not	 starving.	 Miss	 Booke.	You	 gave	 a	 faulty	 premise,	 so	 your	 logic	 fell	 apart.Major	 premis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Minor	 premis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Conclus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Your	 major	 premise	 was	 based	 on	 a	 faulty	 assumption.	 Classic	 logical	 fallacy.	Who’s	 next?Miss	 Booke: You	 were	 right.

[A]	 Logical	 reasoning	 and	 logical	 fallacy:

	 	 	 Most	 academic	 writing	 tasks	 require	 you	 to	 make	 an	 argument―that	 is,	 to	 present	reasons	 for	 a	 particular	 claim	 or	 interpretation	 you	 are	 putting	 forward.	 Each	 argument	 you	make	 is	 composed	 of	 premises	 that	 are	 arranged	 in	 the	 right	 way	 to	 support	 your	conclusion.	 The	 following	 is	 a	 classic	 example	 of	 logical	 reasoning:	
(a)	 major	 premise:　All	 men	 are	 mortal.(b)	 minor	 premise:	 Socrates	 is	 a	 man.(c)	 conclusion:	 Socrates	 is	 mortal.

	 	 	 Logical	 fallacy	 is,	 roughly	 speaking,	 an	 error	 of	 reasoning,	 and	 it	 weakens	 arguments.	When	 someone	 adopts	 a	 position,	 or	 tries	 to	 persuade	 someone	 else	 to	 adopt	 a	 position,	based	 on	 a	 bad	 piece	 of	 reasoning,	 they	 commit	 a	 logical	 fallacy.	 In	 order	 to	 avoid	 a	 logical	fallacy,	 the	 connection	 between	 premises	 and	 a	 conclusion	 should	 be	 logically	 sound.	 If	there	 is	 an	 invalid	 connection	 between	 them,	 your	 argument	 is	 logically	 fallacious.	
[B]	 An	 episode:	

【문항 10】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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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제시문	 [A]와 [B]를 이용하여 Miss	 Booke의 Reasoning	 과정을 보여주는 Major	 premise,	 Minor	premise,	 Conclusion의 빈칸에 5단어 이내의 영어 문장을 각각 쓰시오.	 (6점)
【10-2】Mr.	 Tolson이 “a	 faulty	 premise”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시문 [A]와 [B]를 참고하여 30단

어 이내의 우리말로 쓰시오. (4점)

* 주의사항 :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 1 -

2014학년도 수시모집 외국어우수자 전형 영어서술형 평가

(영어) 출제 영역 

1. 출제의도  

가. 고등학교 공교육 영어교육 수준에 부합하면서 본교 진학 후 영어로 수학할 수 있는 학업 

잠재력을 평가한다.

나. 영어로 쓰인 인문학 및 자연과학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력과 기본 개념을 적용하는 응용

력을 평가한다.

다. 글의 요지 파악, 세부 정보 이해, 논리적 전후 관계, 함축된 의미 추론, 어휘 및 문법 등  

종합적인 영어 이해 및 사용 능력을 평가한다.

라. 문학, 심리학, 역사, 물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시사 지문들을 제시하여 실용

영어부터 학술영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어 능력을 평가한다.

라. 영어 능력과 동시에 인문학적 이해력 및 사고력(종합적 이해, 분석적 이해, 추론적 이해, 논

리적 이해력)을 골고루 평가한다.

마. 제시문은 수능영어 B형 수준이며 한정된 수의 보기 없이 스스로 답을 찾아 자신의 말로 

답안을 쓰는 서술형 문항을 통해 문제해결력, 표현력 및 심층적 영어이해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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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가영역 평가내용 난이도 배점 제시문

1-1 종합적 이해 주제어 찾기 하 2
www.pifexperience.org/category/pi
f-experience/ 일부 발췌 및 변경1-2 분석적 이해 지칭어 의미 추론 중 5

1-3 추론적 이해 구문 추론 중 4

2-1 종합적 이해 빈칸 완성 중 5 "Strange Bedfellows: The Rise
of Sharecations." Time 30 Sep.
2013: 53. 일부 발췌 및 변경

2-2 분석적 이해 어휘 추론 중 5

3-1 사실적 이해 지칭어 찾기 하 2 "Sugar: Why We Can't Resist
It." National Geographic Aug.
2013: 86. 일부 발췌 및 변경3-2 종합적 이해 요약하기 상 6

4-1 어휘력 어휘 추론 하 2 http://en.wikipedia.org/wiki/Big
_bang_theory 일부 발췌 및
변경4-2 논리적 이해 글의 흐름 중 5

5-1 종합적 이해 핵심어 이해 하 2
http://en.wikipedia.org/wiki/Third_
place 일부 발췌 및 변경

5-2 분석적 이해 어휘 추론 중 4

6-1 종합적 이해 개념 적용 상 6

Perron, Roger. "Dream Work."
International Dictionary of
Psychoanalysis. Ed. Alain de
Mijolla. Vol. 1. Detroit:
Macmillan Reference USA,
2005. 442-43. Gale Virtual
Reference Library. Web. 16
Sep. 2013. Solms, Mark.
"Freudian Dream Theory
Today." The Psychologist
13.12 (2000): 618-19. 일부 발췌
및 변경

6-2 문장구성력 결론문 완성 상 10

7-1 추론적 이해 비유적 의미 추론 중 4 the transcripts of The
Inconvenient Truth 일부 발췌 및
변경7-2 추론적 이해 문장 추론 상 6

8-1 종합적 이해 개념 이해 중 5 Storey, John.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6th ed.
Harlow, Eng.: Pearson, 2012.
113.8-2 분석적 이해 개념 적용 중 5

9-1 종합적 이해 주제 추론 중 4

제시문 A: Hyowon Herald,
opening editorial 일부 발췌 및
변경
제시문 B: Steve Job's Stanford
Commencement Speech 일부
발췌 및 변경
제시문 C: Robert Frost's The
Road Not Taken 전문 발췌

9-2 어휘력 어휘 추론 상 8

10-1 논리적 이해 개념 이해 및 적용 상 6

제시문 A: UNC-Chapel Hill,
Writing Center webpage:
writingcenter.unc.edu/handouts/
fallacies/); (information from
the following website:　
http://www.logicalfallacies.info/
) 일부 발췌 및 변경
제시문 B: 영화 The Great
Debaters의 대본 일부 발췌 및
변경

10-2 논리적 이해 의미 추론 중 4

2. 종합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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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범 답 안

【문항 1】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칭찬하기” 운동에 대해 소개하는 글로써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

금 칭찬하기 운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함.

제시문 출처: http://www.pifexperience.org/category/pif-experience/ 일부 발췌 및 변경

【1-1】

모범 답안: Pay It Forward

해설: 제시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밑줄 친 단어가 지칭하는 주제어를 찾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임.

【1-2】

모범 답안: 친절한 행위를 목격하면 칭찬하고, 감사의 표시로 받은 고무 팔찌를 다시 전달하는 행위

를 통해 칭찬의 행동이 널리 퍼지도록 하기.

해설: 제시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밑줄 친 표현이 지칭하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분석력 측정 문제임.

【1-3】

모범 답안: 친절한 행위를 목격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칭찬과 감사를 하기.

해설: 제시문 내용과 구문 표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평가하는 문제임.

【문항 2】

최근 소셜미디어 발달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그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공유 경제”에 대한 시사 

제시문으로 공유 경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행의 경우, 전통적인 방식의 일방적인 소

비가 아니라 사람들끼리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집이나 자동차 등을 저렴한 가격에 빌려주고 빌려

쓰는 새로운 형태의 여행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음.

제시문 출처: "Strange Bedfellows: The Rise of Sharecations." Time 30 Sep. 2013: 53. 일부 발췌 및 

변경

【2-1】

모범 답안: (A) sharing economy 또는 collaborative consumption, (B) trust

해설: 제시문의 핵심어 두 개를 찾는 문항으로 제시문의 세부 내용 파악을 바탕으로 글 전체의 요지

를 종합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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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모범 답안: share, vacation. 공유 경제의 한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끼리 자신의 집 등을 무료  

혹은 저가에 대여하는 새로운 여행 경향으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해설: 신조어 sharecation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와 어원을 묻는 문항으로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sharecation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평가함.

【문항 3】

미대륙에서의 유럽 식민지 건설과 설탕 재배 생산, 그리고 노예 교역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사를 기술

한 제시문임.

제시문 출처: "Sugar: Why We Can't Resist It." National Geographic Aug. 2013: 86. 일부 발췌 및 변

경

【3-1】

모범 답안: sugarcane 또는 cane

해설: 영어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칭어를 찾는 능력을 묻는 문항으로 밑줄 친 

“the crop”은 설탕(sugar)의 원료인 사탕수수 즉 본문에는 "sugarcane" 또는 "cane"을 지칭함.

【3-2】

모범 답안: This triangle trade refers to the tri-continental trade in three items: sugar from the

Americas/ islands in the Americas, finished goods from Europe, and African slaves/

Africans/ slaves from Africa/ the west coast of Africa.

※답안의 슬래쉬는 “또는”의 의미임.

해설: 대서양을 사이에 둔 삼각 교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아메리카 대

륙의 설탕과 유럽의 완제품, 아프리카의 노예를 각각 품목과 그 생산지역을 맞게 연결시켜 문장

을 완성시켜야 함.

【문항 4】

과학 상식인 “빅뱅이론”을 소개하는 글로서 우주가 어떻게 탄생하였는지를 빅뱅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음.

제시문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Big_bang_theory 일부 발췌 및 변경 

【4-1】

모범 답안: ③ embracing

해설: 밑줄 친 영어 표현과 의미가 비슷한 동의어를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어휘력 문제임.

【4-2】

모범 답안: (B)―(A)―(E)―(C)―(D)

해설: 내용에 맞게 제시문을 재배열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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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5】

제1공간인 ‘집’, 제2공간인 ‘직장’과 더불어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는 제3공간

에 대해 소개하는 글로 제3공간의 특징을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알려주고 있음.

제시문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Third_place 일부 발췌 및 변경 

【5-1】

모범 답안: ② low maintenance

해설: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하였는지를 평가하고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제3공간의 특징을 요약하는 

핵심어 찾기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임.

【5-2】

모범 답안: 직종, 직업, 분야, 영역, 사회계층, 생활 방식 혹은 이와 비슷한 의미의 표현

해설: 제시문 내용을 기반으로 어휘의 뜻을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임.

【문항 6】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의 꿈 이론 중 “꿈 작업”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제시문으로 

“꿈 작업”의 목적 및 세 과정 압축, 치환, 시각적 재현을 각각 서술하고 있음.

제시문 출처: Perron, Roger. “Dream Work.” International Dictionary of Psychoanalysis. Ed. Alain de

Mijolla. Vol. 1. Detroit: Macmillan Reference USA, 2005. 442-443. Gale Virtual

Reference Library. Web. 16 Sep. 2013. Solms, Mark. “Freudian Dream Theory Today.”

The Psychologist 13.12 (2000): 618-19. 일부 발췌 및 변경

【6-1】

모범 답안: (A)-③, (B)-①, (C)-②

해설: 이론적인 글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에 맞는 예시를 고르는 문항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제대로 이

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함.

【6-2】

모범 답안: the latent content of the dream is converted into the manifest content

해설: 결론 문장의 의미를 유추하여 영문으로 완성하는 문항으로 제시문 전체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어휘력 및 문장 쓰기능력도 평가하는 복합적인 문항임. 꿈 작업이 꿈의 잠재

적인 내용(latent content)을 명백한 내용(manifest content)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 이

해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어법에 맞는 문장으로 쓰게 함으로써 평가하고자 함.

【문항 7】

최근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고 있다. 제시문에서는 남극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

승되고 있고, 이로 인해 태평양 저지대 국가가 물에 잠기게 되어 주민들이 인근 국가로 대피한 실례

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음.

제시문 출처: the transcripts of The Inconvenient Truth 일부 발췌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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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모범 답안: (floating) sea-based ice

해설: 제시문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을 본문 내용과 연결 지어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임.

【7-2】

모범 답안: 컵 안의 얼음 위에 놓인 얼음이 녹아서 컵의 물이 넘치는 것처럼 육지 빙하를 떠받치고 

있던 바다 빙하가 녹아서 육지 빙하가 바다로 떨어져 녹게 되고, 그 결과 해수면이 상승하

게 되어 태평양 저지대 국가가 물에 잠기게 되었다.

해설: 제시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제시문에 사용된 비유를 활용하여 답안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임.

【문항 8】

스위스의 언어학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의 개념인 기표와 기의에 대한 설명문으로 언어기호를 소리와 

문자인 기표와 개념을 뜻하는 기의로 나누어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이라고 봄.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기호의 의미는 기호체계 내부의 다른 기호들 간의 관계, 즉 차이에서 발생함.

제시문 출처: Storey, John.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6th ed. Harlow, Eng.: Pearson, 2012.

113.

【8-1】

모범 답안: 언어기호의 두 요소인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이라는 의미로 어떤 기의를 어떤 기표

로 칭하는 것은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관습 또는 문화적 동의의 결과이다.

해설: 소쉬르의 기본 개념인 기표와 기의를 이해하는지 묻는 문항으로 언어를 지시대상과 별개인 하

나의 체계로 보고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구성원들끼리의 약속에 의해 정해진 관습의 문제임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임.

【8-2】

모범 답안: “나무”라는 동일한 기의에 한국어는 “나무”, 영어는 tree, 독일어는 baum처럼 언어마다 

각각 다른 기표를 쓰는 것은 기의와 기표의 관계가 자의적임을 보여준다.

해설: 제시문이 추상적인 개념과 용어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듯이 본 문항도 학생들로 하

여금 밑줄 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게 함으로써 “다른 언어

마다 서로 다른 기표가 동일한 기의를 지칭한다”는 것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도를 평가하고자 

함.

【문항 9】

비록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험난한 길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진정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

제시문 출처: 제시문 A: Hyowon Herald, opening editorial 일부 발췌 및 변경

제시문 B: Steve Jobs‘ Stanford Commencement Speech 일부 발췌 및 변경

제시문 C: Robert Frost's “The Road Not Taken” 전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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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모범 답안: 많은 사람들이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따라 하지 않고, 비록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순탄하지 않은 삶(길)이라도 자신이 정말 원하고 즐길 수 있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다.

해설: 여러 개의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에 공통적으로 드러난 글의 분위기 또는 공통 주제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임.

【9-2】

모범 답안: 첫 번째 길보다는 두 번째 길이 풀이 무성하고, 사람이 걸어 다닌 흔적이 적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이유가 더 있어 보인다.

해설: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의 전체적인 내용 이해와 더불어 주어진 맥락에서 특정 어휘의 의

미를 정확히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임.

【문항 10】

제시문 [A]는 논리적 사고 과정을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고, 제시문 [B]는 인종차별이 있던 시대에 

흑인들만 다니던 남부의 작은 대학교의 debate team의 실제 활약상을 그린 영화 The Great Debaters

의 대화 내용을 통해 논리적 사고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

제시문 출처:

제시문 A: UNC-Chapel Hill, Writing Center webpage:

writingcenter.unc.edu/handouts/fallacies/); (information from the following

website:　http://www.logicalfallacies.info/) 일부 발췌 및 변경

제시문 B: 영화 The Great Debaters의 대본 일부 발췌 및 변경 

【10-1】

모범 답안:

Major premise: The unemployed are starving.

Minor premise: Mr. Burgess is unemployed.

Conclusion: Mr. Burgess is starving.

해설: 주어진 용어의 정의를 제시문을 통해 이해하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응용력을 평가하는 

문제임.

【10-2】

모범 답안: “실업자들은 굶주리고 있다”라는 대전제에 따라 실업자인 버거스가 굶주리고 있다는 결론

이 도출되어야 하나 실제 버거스는 굶주리고 있지 않은데, 이는 북의 전제가 잘못 되었기 때

문에 생긴 잘못된 결론임.

해설: 제시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제 논리 전개과정에 적용하여 논리과정 상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