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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반배치고사 

정답 및 해설

광주광역시교육청주관 영   어 실시일 : 2014. 02. 06

< 정 답 >

1 ④ 2 ② 3 ③ 4 ① 5 ⑤

6 ④ 7 ④ 8 ⑤ 9 ① 10 ⑤

11 ① 12 ④ 13 ① 14 ③ 15 ⑤

16 ② 17 ② 18 ① 19 ③ 20 ①

21 ② 22 ② 23 ⑤ 24 ③ 25 ②

26 ④ 27 ② 28 ③ 29 ⑤ 30 ③

31 ③ 32 ③ 33 ④ 34 ① 35 ④

<해설>

1. 날, 주, 달, 년의 명칭이 나타나 있고 태양이나 달의 주기와

같다고 했으므로 달력(calendar)이 정답이다.

2. 정기검진들은 학생들이 그들의 눈들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

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문장이므로 ②의 they는

regular checkups를 가리킨다.

3. 주문한 제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배송을 추적할 수 있

는 방법도 없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4. (A)는 부사구가 들어가야 하므로 to give, (B) 는 주격관계

대명사 that, (C)는 문맥상 능동의 표현인 wash가 적절하다.

5. 주격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올 수 없으므로 형용사인

successful로 바꿔야 한다.

6. 새로운 식물인 TomTato의 개발에 관한 글인데 유전공학의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④번이 글의 흐름과 관계없

다.

7. 글의 앞부분에 나온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들 각자가 하는

내면의 대화 즉 자신과의 대화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자

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내용과 마지막 문장 ‘당신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를 볼 때 필자의 주장은 ④ ‘자신과의

대화를 할 때 부정적으로 하지 마라.’가 가장 적절하다.

8.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자는

companion(동료)이다.

9. 산책시키는 개가 빨리 달려서 꿈 속 소녀가 넘어지는 것은

꿈 속 소녀가 현실에서 학교, 운동, 파티 등으로 바쁜 현실

을 보내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글로 미루어

보아 ‘꿈은 상징적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 적절하다.

10. 지문의 내용은 영어발음이 항상 철자와 일치하는 것은 아

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단어의 다양한 발음에 대해서 ‘ghoti’

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 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영어의 철자와 발음사이에는 일관성이 없다는 내용, 즉

inconsistency 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1. 빈칸 뒤에서 특정 상품에 대해 말로 홍보하고 다닌다는 말

이 있으므로 회사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다.

12. 메시지의 새로운 정보는 주된 초점이 되는데, 이것은

‘end-focus’라 불린다. 그리고 주어진 예문에서 ‘Pass me

the book please’와 ‘Pass the book to me please’는 서로

다른 의미가 되어 두 번째 문장과 달리 첫 번째 문장은 누

군가가 무엇을(the book) 주어야할지 모를 때 사용된다고

했으므로 강조하는 정보가 뒤에 위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13. pop 경연대회에서 우승하려면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

므로 아무나 팝스타가 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14. 섬에서 놀 때는 즐거웠으나(excited), 돌아가려고 할 때 뗏목

이 사라진 것을 보고 매우 당황했을(embarrassed) 것이다.

15. 이웃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효과가 없을

때 취하는 이상적인 방법이 뒤에 따라오므로, ⑤의

effective는 ineffective로 바꿔야 한다.

16. 히포크라테스의 여러 가지 견해가 현재에도 남아있음을 서

술한 글로, 가족병력을 물어보는 것(inquire), 식습관이 질병

을 예방하는 데(preventing)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정서

적 스트레스가 신체적 질병을 야기한다는 것, 의사가 질병

자체만큼 환자의 안락함과 행복에도 많은(much) 관심을 기

울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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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 빈 칸을 기준으로 뒤의 내용이 앞의 내용에 대한 구체

적인 예시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for instance, (B)다음에 이

어지는 내용이 앞의 내용에 대한 결론이므로 therefore 가

적절하다.

18. 이 글은 옷을 구매하고 착용한 뒤 환불하는 것을 상습적으

로 하는 ‘wardrobing'에 관한 글이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19. 엄마는 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했고, 아들은

마침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20.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비를 내주었다.

21. 부유한 사람들이나 종교지도자들이 특별한 행사에 사용했다.

22. 십대들은 음성통화보다는 문자 메시지를 더 많이 사용한다.

23.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과 단백질 위주의 음식을 함께 먹을

경우,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서술되어 있다.

24.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면 오히려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

는 내용으로 정답은 ③번이다.

25. 마지막 문장에서 이기려는 의지가 인간의 보편적 욕망이라

는 믿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연구에 관해 언급했으므로 글

의 제목은 ②번이 적절하다.

26. 경찰에서 미아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여 현재 부모들이 사용 중이라는 내용의 글이다.

27. (B) 동굴 입구를 발견하고 들어감 → (A) she는 동굴을 처

음 발견한 Eliette 지칭. 세 명이 함께 동굴 아래쪽으로 들

어감 → (C) 동굴 아래쪽에 있는 여러 개의 방과 벽화를

발견했다.

28. 주어진 문장 다음에는 일광절약시간제를 기업들이 반대하

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29. 주어진 문장의 your best friend's number 가 ⑤번 뒤에 나

오는 ‘장기 기억 속에 있는’ This number를 의미한다.

30. 이 글은 다중작업의 정서적 효과에 대한 것으로, 학습과 사

고력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정서적 욕구

가 충족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31. UNICEF가 HIV /AIDS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하고 환자

를 돌보는 일을 한다는 내용이므로 ③번이 글의 주제이다.

32. HIV /AIDS가 증가하는 이유로 사람들이 병이 어떻게 확산

되는지를 모른다는 내용이 바로 앞에 언급되어 있다. 따라

서 HIV /AIDS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염되는지 모른다

는 내용이 빈칸에 적절하다.

33. 읽기 쓰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한 청년이 방문했고, (C) 우

선 그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주된 학습 전략을 파

악하고 (A) 첫 번째 했던 일은 그가 신체 능력을 이용해서

잘해낸 일들, 파도타기와 같은 일들로 동기부여를 하고 (B)

에서 읽기와 철자법 지도에 있어서 파도타기와 같은 그의

몸의 작용을 상기시킴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34. ⓐ는 ‘어려움’을 뜻하는 difficulty, ⓑ에는 ‘신체적’을 뜻하는

physical, ⓒ는 ‘상기시키는’을 뜻하는 reminding이 적절하다.

35. ‘much of the standard teaching process is visual or

auditory.’는 그의 학습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학습 과정이 시각과 청각 위주라고

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