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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레벨테스트 <논리>

1.  There  are  several  forms  of  __________  hair  loss,  but  scientists  until  now  had  been  unable 

to  find  any  of  the  genes  responsible.

(A)  acquired (B)  hereditary

(C)  immune (D)  harmful

 

<해석> 유전성 탈모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과학자들은 (탈모의) 원인이 되는 어떤 유전
자도 발견하지 못했다.

<분석>  genes(유전자)에 단서가 있다. 또한 빈칸 뒷부분의 but을 기준으로 앞뒤 내용이 대조적이
어야 하므로,  ‘유전성의(hereditary)’ 탈모이지만, 유전자가 원인인지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2.  In  scientific  research,  disappointments  are  not  the  exception,  but  the  rule.  The  scientist 

keeps  working  in  the  hope  that  his  research  will  __________.

(A)  be  an  exception (B)  be  popularized

(C)  conform  to  the  rule (D)  soon  be  completed

<해석> 과학 연구에서, 실망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다. 과학자는 그의 연구가 예외가 될 것이
라는 희망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해나간다.   

<분석>  ‘실망이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다’라는 말은 과학 연구를 함에 있어 몇 번이고 실패를 겪
기 때문에 실망을 반복하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연구가 성공했다는 것은 그 
실망에서 벗어난 예외가 되는 것(will  be  an  exception)이다. 

3.  Though  Adam  Bede  is  presented  to  us  by  the  author  as  __________  fiction,  there  are 

none  of  the  life‐like  meanderings  of  the  story  of  Amos  Barton.

(A)  realistic (B)  imaginative

(C)  educational (D)  entertaining

<해석>  Adam  Bede는 사실주의 소설의 작가로서 우리에게 소개되지만,  Amos  Barton의 이야기
에는 실제 삶처럼 두서없는 말은 전혀 없다. 

<분석>  Though로 보아 빈칸 뒤에 나온 none  of  the  life‐like meanderings와 대조적인 내용이 나
와야한다.  따라서 실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소설인 사실주의 소설(realistic 

fiction)이 적절하다. 

4.  In  South  Africa,  Indians  did  not  have  the  same  rights  as  others.  Gandhi  did  not  like  this 

__________.  At  one  time,  therefore,  he  organized  a  strike  of  Indian  miners.  The  Indian 

miners  did  not  go  to  work.

(A)  absenteeism (B)  sabotage

(C)  regression (D)  ra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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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디언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지 못했다. 간디는 이
러한 인종차별주의를 싫어했다. 따라서, 한때, 그는 인디언 광부들의 파업을 계획했다. 인
디언 광부들은 일하러 가지 않았다.     

<분석> 빈칸 바로 앞의 this로 보아, 빈칸에는 이미 앞에서 나온 내용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Indians  did  not  have  the  same  rights  as  others와 의미가 통하는 ‘인종차
별주의(racism)’가 가장 적절하다.

5.  The  quarterback  raised  his  arm  and  hurled  the  football.  The  fullback  grabbed  the  ball, 

__________  the  tackle,  and  raced  toward  the  goal  line.  It  was  truly  a  beautiful  run  as  he 

avoided  all  the  downfield  defensive  players.

(A)  impaired (B)  distilled

(C)  eluded (D)  reduced

<해석> 쿼터백이 그의 팔을 들어 올려 축구공을 던졌다. 풀백이 공을 잡아, 태클을 피해서, 골라
인을 향해 달려갔다. 그가 다운필드의 모든 수비수들을 피했던 것은 정말로 훌륭한 질주
였다. 

<분석> 빈칸 뒤의 목적어 the  tackle과의 관계를 생각해본다. 태클을 ‘피해서(eluded)’ 골라인을 
향해 달려갔다는 내용이 되어야 문맥상 자연스럽다.

6.  The  effects  of  the  poverty  of  space  are  everywhere.  In  Japan  a  population  half  the  size 

of  the  United  State  is  packed  into  a  land  area  about  the  same  size  as  California,  and 

only  about  16  percent  of  that  land  is  __________.

(A)  edible (B)  habitable

(C)  adaptable (D)  culpable

<해석> 공간 부족의 영향들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일본에서는 미국의 절반 크기인 인구가 대략 
캘리포니아 주와 동일한 크기의 육지 면적을 가득 메우고 있고, 그 육지의 단지 16% 정
도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다. 

<분석>  ‘공간 부족(the  poverty  of  space)’에 대한 사례를 들고 있다. 따라서 육지의 일부 지역만
이 ‘거주할 수 있는(habitable)’  곳이라는 문맥이 자연스럽다.

7.  To  forestall  widespread  loss  of  confidence  and  even  a  financial  panic,  the  government 

should  restore  confidence  by  putting  together  a  credible  rescue  plan  for  the  __________ 

banks.

(A)  insolvent (B)  delusive

(C)  detrimental (D)  apathetic

<해석> 광범위한 신뢰의 손실 및 금융 공황까지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파산(지불 불
능)  은행들에 대한 확실한 구제책을 준비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해야한다. 

<분석>  a  credible  rescue  plan의 목적이 되는 문장 첫 부분(To  forestall  widespread  loss  of 

confidence  and  even  a  financial  panic)으로 보아,  빈칸에는 ‘파산한’이라는 뜻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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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olvent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8.  Requirements  for  entry  into  some  graduate  schools  have  become  more  __________ 

because  administrators  perceive  the  need  to  compensate  for  __________  educational 

standards  in  undergraduate  programs.

(A)  severe  — strict (B)  stringent  — lax

(C)  rigorous  — compliant (D)  moderate  — scholarly

<해석> 일부 대학원들의 입학 요구조건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대학)관리자들이 대
학 학부 과정의 해이한 교육 수준을 보충해야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 먼저 두 번째 빈칸에는 바로 앞의 compensate  for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해이한, 느슨한’이라는 뜻의 lax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대
학원들의 입학 요구조건은 더욱 ‘엄격해지는’ 것이므로, 첫 번째 빈칸에는 stringent가 들
어가야 한다. 비슷한 의미의 severe,  rigorous도 첫 번째 빈칸에 가능하지만 두 번째 빈
칸의 lax와 짝을 이루는 것은 (B)뿐이다. 

9.  The  functions  of  the  hands,  eyes,  and  brain  are  so  __________  that  using  the  hands 

during  early  childhood  helps  to  promote  the  child’s  entire  __________  development.

(A)  regulated  — adolescent (B)  unalterable  — intellectual

(C)  enigmatic  — psychological (D)  intertwined  — perceptual

<해석> 손, 눈, 그리고 머리의 기능들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유아기에 손을 사용하
는 것은 아이의 지각 발달 전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분석>  The  functions  of  the  hands,  eyes,  and  brain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perceptual 
development(지각 발달)이다. 따라서 두 번째 빈칸에는 ‘지각의’라는 뜻의 perceptual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문맥상 이러한 기능들이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
므로 첫 번째 빈칸에는 intertwined가 적절하다.

10.  Biological  clocks  are  of  such  __________  adaptive  value  to  living  organisms,  that  we 

would  expect  most  organisms  to  __________  them.

(A)  clear  — avoid (B)  significant  — eschew

(C)  obvious  — possess (D)  ambivalent  — develop

<해석> 생체 시계는 생물들에게 있어 분명한 적응성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
분의 생물들이 그것들(생체 시계)을 지니고 있다고 예상할 것이다. 

<분석> 두 번째 빈칸부터 찾는 것이 더 쉽다.  adaptive  value  to  living  organisms에서 우리는 모
든 생명체들이 생체 시계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므로 두 번째 빈칸에는 
possess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첫 번째 빈칸에는 ‘분명한, 확실한’이라는 뜻의 obvious
가 적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