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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듣기]
1.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W: Mike, which way are you going now?

M: I’m heading to the Gate Mall.

W: Then, can you give me a ride near the mall?

M: .

2.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M: What will you do this winter vacation?

W: Actually, I’m planning to visit China.

M: Wow! Which city are you going to?

W: I'm not sure yet, but maybe South.

3.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W: I’ve lost my cell phone on the subway.

What should I do?

M: Why don’t you go to the Lost and Found?

You may find it there.

W: Would you tell me where it is?

M: I'm not sure yet, but maybe South.

4. [출제의도] 담화의 목적 추론하기

B형 4번 해설 참조

5. [출제의도] 그림 보고 찾기

W: Brian, can you join us for dinner at Kim’s
Pizza?
M: Sure. I’ll be there after work. What time are
we going to meet?
W: At 6 p.m. Do you know where the restaurant
is?
M: I’ve been there before, but could you tell me
again?
W: Sure. First, go straight up Maple Avenue to
the City Bank. Then turn left.
M: Okay.
W: Go straight one block and you can see the
intersection of Adams Street and Oak Avenue.
M: I see. Then, is the restaurant on Adams
Street?
W: Yes. Pass by the intersection and it’s the
second building on your left.
M: Got it. See you guys there.

[어구] intersection 교차로

6. [출제의도] 화자의 의견 파악하기

M: Hey, take a look at all the trash in the
garbage area.
W: I don’t believe it! It’s too messy.
M: Look into the trash can. It's more serious.
W: Why?
M: Students didn’t separate the trash by the
recycling rules.
W: It’s really terrible! I think we should make all
the students realize the seriousness of this
problem.
M: I agree. Why don’t you bring this to the next
student council meeting?
W: It isn’t until next month. That’s too late!
M: What should we do then?
W: We’d better take pictures and put them on
the message board.
M: Sounds good. That might work!

[어구] student council 학생회

7. [출제의도] 담화의 주장 추론하기

B형 6번 해설 참조

8. [출제의도] 대화의 주제 추론하기

A: Oh, goodness! Look at that dog. It’s really
cute. But where is its owner?
B: I don’t know. Isn’t it dangerous to leave a
dog walking around without a leash?
A: Yes, especially for little children. All dogs
must be kept on a leash in public places.
B: You are right. Pets should not be left alone.
A: I think the owner is very irresponsible. What
if it attacks a kid or gets hit by a car?
B: What should we do then?
A: Let’s wait for a while till the owner shows
up.
B: OK, if he doesn’t, let’s call the police.
A: Good idea.

[어구] leash 끈

9. [출제의도] 대화자의 관계 추론하기

B형 8번 해설 참조

10. [출제의도] 할 일 파악하기

B형 10번 해설 참조

11. [출제의도] 세부 내용(내용 불일치) 파악하기

B형 9번 해설 참조

12. [출제의도] 부탁한 일 파악하기

M: How was the first act, sweetie?
W: It was so touching, Dad. I almost cried.
M: I’m so glad you like this opera.
W: I still can’t believe I’m sitting in this Opera
House.
M: I know, we were just lucky to get these
tickets.
W: Oops, when does this break finish, Dad?
M: In ten minutes. Why?
W: Then can you get me a CD of this show?
There’s a CD store on the first floor.
M: Sweetie, we can do it after the show.
W: But I’m afraid they might be sold out.
M: Okay, I’ll go downstairs to get one. You’d
better go to the restroom before the second act
begins.
W: Okay, Dad. I will.

13. [출제의도] 문제점 파악하기

M: David makes me so angry.

W: The guy you mentioned the other day? Why?

What’s the matter with him? He seems to be a

good guy.

M: He is. But he always asks me to help him

with his chemistry. It’s driving me mad.

W: I thought you enjoy helping other people.

M: Actually, the problem is he asks me

questions during class. So I can’t concentrate on

my work.

W: Umm, he seems to depend on you too much.

M: Right. I think he should study for himself.

W: I didn’t know it was that serious. What

about talking to him about it?

M: Actually I did, but he didn’t seem to take it

seriously.

W: Then you should ask for some advice from

your homeroom teacher.

14. [출제의도] 이유 파악하기

B형 12번 해설 참조

15. [출제의도] 세부 내용(금액) 파악하기

W: What beautiful artworks! These look so
exotic.
M: Yes, these are hand-made by native people
here.
W: You mean all of these beaded products?
M: Yes, our village is well-known for them.
W: Amazing! Especially this flowery bracelet
looks fantastic. How much is it?
M: It’s 8 dollars, but it also comes in a pack of
3 at a cheaper price.
W: Oh, does it? How much is one pack, then?
M: With 3 bracelets together, 20 dollars.
W: Well, it doesn’t make a big difference, though.
I’ll take only two bracelets. You don’t give a
discount for buying two?
M: Not for two. But since you visited this
remote place, I’ll give you a 2 dollar discount.
W: Okay, thanks a lot.

[어구] remote 멀리 있는

16. [출제의도] 도표 정보 파악하기

M: Hey, look at this board. Tickets for Siena’s
games are on sale.
W: Wow, these are only half the price of the
original ones.
M: It’ll be a good chance to watch our school
basketball team play. Many think Siena will win
this championship.
W: Yeah, we can’t miss it. So, which game do
you want to watch?
M: Any game except the one on Oct. 7th. I
have an appointment then.
W: Okay, then let’s watch one of the other
available games.
M: What about seats? You don’t mind sitting on
the second floor?
W: Not at all. And, it’s cheaper.
M: You’re right. We are poor students, so let’s
choose one of the cheapest.
W: I agree. And why don’t we get tickets at
the Student Center? It's just around the corner.
M: Okay, let’s hurry.

17. [출제의도] 세부 내용(내용 불일치) 파악하기

B형 16번 해설 참조

18.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B형 18번 해설 참조

19. [출제의도] 적절한 응답 고르기



2012년 12월 고2 영남권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2

W: Welcome to ABC Language Center. How
may I help you?
M: Hi, I’m interested in a six-month English
language course.
W: Okay, all the available courses are in this
brochure.
M: I’m looking for a course at Kelvin
University.
W: Let me see. That information is on page
eight. It’s one of the most popular courses.
M: Really? When does the next course start?
W: The next one runs from September to
February.
M: How much does it cost?
W: It’s $2,900 for the entire six months,
including all the course materials.
M: Great, that sounds perfect. I will take the
course.
W: Alri. Then fill in th ication form, please.

20.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표현 고르기

B형 20번 해설 참조

21-22.

 

M: Attention please. This is Paul Smith,
the captain of our school’s swimming club. I
want to introduce a very special event to the
people who are brave enough to endure
freezing water. If you think you are up to the
challenge, join our school’s Swimming Club at
the Penguin Pool on February 13th. We will
jump as a team into the icy waters. The
event is being held as a fund raiser to
support National Special Olympics. When
you’re visiting your relatives or friends over
the holiday, please ask them to sponsor you
for the event. Again, all money raised will go
to National Special Olympics. All participants
will receive up to 10 volunteer hours! See Ms.
Kim for more information or to sign up.

[어구] fund raiser 기금 마련자

21. [출제의도] 담화의 목적 추론하기

22.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읽기]
23. [출제의도] 글의 목적 추론하기

[해석] 친애하는 Tom에게,

어머니의 사망 소식에 안타깝네요. 당신의 아빠와

가족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에 대해

서 얘기하길 바라요. 그분들은 당신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며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상담전문가, 성직자와 같이 믿을

수 있는 다른 어른에게 말해도 좋아요. 마음에서 나

오는 감정들을 말하는 자체만으로도 위안이 될 수

있어요. 슬픔, 당혹스러움, 또는 화남을 느낄 때, 자신

을 표현하려는 방법을 찾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

주하거나, 활동적인 것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당

신, 아빠, 그리고 누나는 모두가 즐기는 활동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의 진실한 벗,

Eva Morley

[어구] clergyperson 성직자 relief 위안

24. [출제의도] 글의 주장 추론하기

B형 23번 해설 참조

25. [출제의도] 글의 요지 추론하기

[해석] 날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고마워할 만한 누군

가를 생각하라. 이 간단한 전략은 내가 오랫동안 지

켜온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한 가지이다. 나에게 감사

함과 내적 평화는 함께하는 마음 상태이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연습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당신이 고마워할 만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 대상은 누구라도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중요

한 것은 당신의 마음 자세를 감사하는 태도로 바꾸

는 것이다. 이 연습을 통해 나는 삶에서 긍정적인 부

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고마움이

느껴지는 누군가를 생각하면 언제나 다른 이들이 연

이어 머리에 떠오른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날 때 감

사하는 마음을 느낀다면, 마음 상태가 평화롭지 않기

란 매우 어렵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어구] gratitude 감사하는 마음, 감사함

26. [출제의도] 글의 주제 추론하기

[해석] 만일 당신이 아이가 2살에 배변훈련이 되었다

고 말한다면, 당신 친구는 그녀의 아이가 걷기도 전

에 배변훈련을 마쳤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당신에게 한 아이가 마치 배변훈련을 하는 고양이

같이 화장실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

듭니다. 또한, 당신 아이가 벌써 4학년 수준의 글을

읽을 수 있다면, 그녀의 아이는 벌써 출판사와 저술

계약을 맺은 겁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이 있지만, 이

런 것은 그녀가 아이를 낳으면서 자랑할 권리까지

출산했다고 믿는 부모를 다루어야 하는 현실을 잘

조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경쟁적인 부모를 만

날 때, 왜 이 사람들이 아이를 비교하도록 강요받는

지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불

안한 마음이 이런 행위의 중요한 원인임은 놀랍지

않습니다.

[어구] brag 자랑하다 feel compelled to 강요받다

27. [출제의도] 내용 일치 파악하기(실용문)

[해석] 관람객을 위한 안내. 미술관 운영 시간 월요

일과 1월 1일은 휴관. (공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당일

은 개장하며 다음날 휴관함.) 입장 입장료 6,000원.

단체 관람(20명 이상)은 예약이 요구됨. 전시실 크기

를 감안하여 학교 단체관람(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은 사전 예약이 필요함. 매달 넷째 토요일은 미술관

의 날(할인). 전통 한복을 입으면 무료 입장할 수 있

음. 미술관의 여건상 관람객을 위한 식사 장소는 마

련되지 않음. 현재 열리고 있는 전시회 MOVE :

1960년대 이후 미술과 무용, 2012년 10월부터 12월.

28. [출제의도] 내용 일치 파악하기(실용문)

[해석] 영화의 밤 기금 조성

(암 연구와 Galileo Academy를 위하여)

2012년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9시 반까지

Galileo Academy 학생회가 Healing Dancers의 초빙

공연, 저녁 식사와 ‘크리스마스의 악몽’ 영화 관람의

밤을 제공합니다.

비용: 사전 예약 시 8달러에, 현장 구매 시 10달러에

저녁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관람은 무료이며 5달러의 기부금을 내실 수 있

습니다.

Healing Dancers는 San Francisco Bay Are 출신

의 댄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팀은 암 연구를 헌

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City of Hope

를 위해서 기금 마련 중입니다.

저희 학생회는 Galileo Academy 학교를 위해서 기

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며, 생명 공학, 환경 과학, 컴퓨터 과학, 창의적인

미디어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구] fundraiser 기금 조성 student council 학생회

be comprised of ～로 구성되다 biotechnology 생명

공학

29. [출제의도] 내용 일치 파악하기(실용문)

[해석] 이부프로펜

유효 성분(알약 1정당) 목적

이부프로펜 USP 200mg ……… 진통제/해열제

용도 다음 증상으로 인한 경미한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킨다: ▪감기 ▪두통 ▪치통 ▪요통

경고 사용하지 마시오 ▪다른 진통제/해열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면

복용 전 의사에게 물어 보시오 ▪고혈압, 심장병, 신

장병이 있다면

이 제품 사용시 위장 장애가 있으면 음식이나 우유

와 함께 복용하시오.

복용법 ▪지시된 양 이상을 사용하지 마시오.

▪효과적인 최소 복용량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의사의 지시없이 10일 이상 복용하지 마시오.

성인과 어린이(12세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동안 매

4～6시간 간격으로 1알씩 복용하시오. 24시간 내에 6

알 이상을 초과하지 마시오.

12세 미만 어린이: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

지 마시오.

[어구] allergic 알레르기의 kidney 신장 dose (1회)

복용량 symptom 증상 persist 주장하다, 지속하다

30. [출제의도] 도표 정보 파악하기

    B형 28번 해설 참조
31. [출제의도] 어법에 맞는 표현 고르기

[해석] 매일 미국 전역에서는 사람들이 산불에 대비

하기 위해 산을 살핀다. 이들은 산불을 지키는 사람

들로서 혼자서 공중 100 피트 이상의 높이에서 산불

의 신호를 찾기 위해 주변을 수색한다. 경비초소라고

불리는 화재 타워가 국가가 관리하는 모든 숲에 있

다. 이 타워의 창문은 땅 아래 360도 전경을 제공한

다. 이 타워의 안쪽에서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은

화재 신호를 찾기 위해 주변 지역을 살핀다. 이들 화

재 감시원들은 하늘에서 우리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들의 일은 계속 주변을 주시하며 우리에게

그들이 보는 화재나 연기의 모든 신호를 알려준다.

그들의 목표는 화재의 위치를 찾아내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화재를 알려주는 것이다.

[어구] lookout 경비초소 scan 탐색하다 out of

control 걷잡을 수 없는 상황

[해설] (A)에서는 주어 these people에 맞는 동사를,

(B)에서는 선행사 people를 받는 관계대명사 who를,

(C)에서는 주격보어 역할을 하는 to 부정사의 병렬관

계를 찾는다.

32. [출제의도] 흐름에 적절하지 못한 어휘 찾기

B형 26번 해설 참조
33. [출제의도] 필자의 심경 추론하기

[해석] 나는 최근 옥스퍼드에 있는 명문고를 장학금

을 받으며 다니기 시작했다. 학교를 통학하는 데 두

시간 이상 걸린다. 나는 처음에 그렇게 다닐 만하다

여겼고 잘 해보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긴 하루가

거듭되면 수고를 무릅쓸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나는 반 아이 중 친한 아이가 없는 것 같고 이 학교

가 나에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 또한 이곳에 다니

면서 가족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있다. 집에 가도 너

무 피곤해서 가족과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 이 학교

가 내게 밝은 미래를 가져다줄 것 같지만 중퇴해야

하지 않을까? 미래의 성공을 위해 현재 내 삶의 행

복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어구] make it work 그럭저럭 해내다

34.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B형 29번 해설 참조
35.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해석] 당신의 뇌는 놀랍고도 가장 귀중한 소유물이

다. 무게는 단 3파운드이지만, 천 억 이상의 뉴런이

백 조 이상의 시냅스로 상호 연결되어 당신의 의식

과 사고, 기분, 행동을 유발한다. 현대의 신경과학 연

구는 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

다. 가장 매력적인 발견 중 하나는 스스로를 다시 디

자인하는 뇌의 능력에 대해 우리가 새로이 이해한

것이다. 우리는 예전에 뇌가 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놀랄만큼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

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발전해 가는 예술 작품

처럼, 경험과 돌보는 방법에 따라 뇌는 계속 형성되

고 바뀌어 간다. 당신의 나이나 과거와는 관계없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활용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

다.

[어구] breakthrough 돌파구, 획기적인 발전(발견)

static 정적인

[해설] 다음 내용에 뇌가 정적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진화하고 있으며 경험에 따라 계속 바뀌어 간다는

내용으로 볼 때, 빈칸에는 to redesign itself가 적절

하다.

카페 샘아창(http://cafe.daum.net/jsbios)과 영아창

(http://cafe.naver.com/jsbios)은 학습자료 공유문화

의 개방화와 선진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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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해석] 컴퓨터는 화가들이 이미지를 자유롭고 효율적

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제 원판 사진을

편집하거나 그림을 위한 스케치를 할 수 있다. 화가

들은 실제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컴퓨터상으로 다양

한 방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덕분에 화가에게 예술

활동에 있어서 많은 자유가 주어졌다. 예전에 캔버스

위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던 실수 제거가 가능해졌

다. 또한 화가가 원 이미지에서 중요한 부 면들에 집

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

기 위한 원자료로 사진을 사용한다. 하지만 사진에는

화가의 스타일에 어울리지 않는 세부점이 많이 있다.

때로는 불필요한 세부점을 제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화가가 이런 일을

쉽게 할 수 있다.

[어구] inappropriate 부적당한, 어울리지 않는 weed

out 잡초, 잡초를 뽑다. 제거하다

37. [출제의도] 연결어 파악하기

B형 37번 해설 참조
38. [출제의도] 무관한 문장 판단하기

[해석] 순간 기억은 저장 용량이 작다. ① 전문가들

은 한 번에 일곱 가지 독립된 항목만 저장될 수 있

다고 여긴다. ② 이것이 전화번호나 우편번호가 일곱

자리 이하인 이유이다. ③ 기억 형성은 즉각적 기억

에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정보 처리가 흘러

가는 순차적 활동이다. ④ 전화기 버튼을 누르거나

편지 봉투에 우편번호를 기입할 때 머리 속에 더 긴

숫자 단위를 담고 있기는 매우 어렵다. ⑤ 이것은 또

한 전화번호와 같은 숫자들을, 특징을 띄는 구분된

정보의 덩어리로 나누는 것이 기억하기 더 쉽게 만

들어 주는 이유이다.

[어구] storage capacity 저장 용량

39. [출제의도] 주어진 문장의 위치 찾기

B형 39번 해설 참조
40.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해석] 남북전쟁 중에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의 폐지

를 선언하였다. 북부가 전쟁에서 승리하자 의회와 주

들은 노예제를 불법으로 하였다. 그래서 남부에서 노

예였던 많은 이들이 자유롭게 되었다.

(C) 일부 사람들은 농장을 떠나기로 선택하였다. 그

중 어떤 이들은 북부로 가서 철도에 취업하거나 가정

부, 요리사로 일하였다. 어떤 이들은 아프리카로 돌아

갔다.

(A) 하지만 대부분은 살던 곳에 그냥 머물렀다.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

작하는 것은 두렵게 느껴졌다.

(B) 아마 그들은 먼 곳까지 걸어갈 수 없는 자녀가

있거나 연로한 부모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이들은 계속 농업을 하거나 목화를 수확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소작인이었다.

[어구] sharecropper 소작인

[41-42]

[해석] 심지어 가장 단순한 일들도 종종 곤경에 빠진

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행동에 대해 마지막 결정

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세미나에 참여하는 사

람들은 종종 그들의 리스트에 ‘자동차 정비’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 정비’가 다음 행동일까?

당신이 기름에 묻을 것을 대비해 옷을 갖춰 입고서

손에 렌치를 들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이죠?”

“어, 자동차 정비소에 차를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오, 맞아요, 나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차를 다룰 수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자동

차 정비소에 전화해서 약속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 전화번호를 알고 있나요?”

“아닙니다. Fred가 그 자동차 정비소를 나에게 추

천하였고 나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서 그렇게나 많은 일들을 가지고 종종 일어나는 경

우이다. 우리는 이런 계획을 대강 훑어보고 몇몇은

‘계획의 이 부분에서 저 부분 사이에 모든 (연결)조

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무엇

인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

엇인지를 확신하지 못하여 그만둔다.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이죠?”

“나는 그 전화번호를 얻을 필요가 있네요. 내 생각

으로는 그것을 Fred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신은 Fred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나요?”

“예, 저는 Fred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은 정말로 ‘자동차 정비소의

전화번호를 알아보기 위해 Fred에게 전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이 계획에서 진정한 다음 행동을

하기 전 얼마나 많은 단계를 밟아야만 했는지를 당

신은 주목하였는가? 이것이 전형적인 것이다. 사람

들은 이것과 같은 목록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야만 한다.

[어구] be stuck 곤경에 빠지다 tune-up 자동차 정비

wrench 렌치(볼트·너트 따위를 돌리는 공구) grease

기름(기) find out 알아내다 recommend 추천하다

come to+V ～하게 되다 missing 없는, 잃어버린

track back 밟다, 추적하다

41. [출제의도] (장문의 이해) 글의 제목 추론하기

[해설] 이 글은 계획에 대해 다음 행동을 확실히 차

례로 정하자는 내용의 글이다. 그래서 ‘Necessity of

Proper Next-action Thinking’이 정답이 된다.

42. [출제의도] (장문의 이해) 빈칸 추론하기

위의 해석 참조

[43-45]

[해석]

(A) 1945년 2월, 미국 해병대원 Thomas Begay는 태

평양의 작은 섬 Iow Jima 전쟁의 물결 속으로 뛰어

들었다. 적군의 전투 비행기들이 머리 위로 큰 소리

를 내며 지나갔다. 총알은 모든 방면에서 날아왔다.

Begay는 총을 들고 있었지만, 그의 가장 중요한 무

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의 기억 속에

Navajo 언어에 근거한 수백 개의 비밀 코드가 있었

다. Thomas Begay는 약 420명의 (a)Navajo Code

Talker들 중에 한 명인데, 그들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군과 싸우는 미군을 도왔다. 미 군대들은 적군이

미군의 비행기를 찾을 수 없도록, 서로서로 비밀리에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

(D) (d)이 용감한 군인들은 치열한 전투 중에서 무전기

를 통해 이 복잡한 코드를 말했다. 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e)그들은 지휘관들이 적이 이해하지

못하게 전장에서 다른 군인들과 의사소통 할 수 있

게 해주었다. 만일 Navajo인들이 없었다면, 미 해병

대는 Iow Jima를 차지하지 못했을 거라고 소장

Howard Connor는 말했다. Iow Jima 전투는 2차 세

계대전에서 미국의 중요한 승리였다. 왜 미국은 이

코드를 만들고 사용하기 위해서 남서부 지역의

Navajo인들을 모집했을까?

(C) Navajo 언어는 거의 어떠한 Navajo인이 아닌 사람

들에 의해서는 사용되진 않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은 철자가 없다. 그 언어와 역사는 사람과 사람

에 의해서 전달될 뿐이다. Code Talker인 William

McCabe는 설명했다: Navajo의 기억은 (c)그들이 메

시지를 매우 빠르게 전달하고 받을 수 있게 하고, 이

것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무척 중요한 것이다.

(B) 그 code가 처음 시험되었을 때, Code machine이

메시지를 보내고 해독하는데 30분이 걸린 것을 두

명의 Navajo Code Talker는 20초 안에 메시지를 전

달할 수 있었다. 전쟁 중에 (b)군인들은 장군에게 무

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하기 위해 그렇게 긴 시

간을 기다릴 수가 없었다. 수년 간 거의 어떤 누구도

이 Code Talker들의 용기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

코드는 1968년까지 여전히 일급비밀로 남겨졌었다.

1982년 대통령 Ronald Reagan이 8월 14일은

National Code Talkers의 날로 지정하였다. 2001년도

에 의회가 의회 금메달을 Code Talkers들에게 수여

하는 명예를 베풀었다.

[어구] roar 으르릉거리다 rifle 총 invisible 눈에 보

이지 않는 troop 군대

43. [출제의도] (장문의 이해) 글의 순서 파악하기

위의 해석 참조

44. [출제의도] (장문의 이해) 지칭 추론 파악하기

[해설] (b)는 전쟁에 참가한 일반 미군들인 반면에,

나머지는 전쟁에 참가한 Navajo 군인들을 가리킨다.

45. [출제의도] (장문의 이해) 내용일치 파악하기

[해설] ④ Navajo language does not have a written

alphabet. 이라는 문장을 문단 (C)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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