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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석]

남: Maria, 이 일과 사진들 좀  주실래요?

여: 조연 역할을 맡을 남자 배우 한 명을 골라야 해요. 가 좋으세요?

남: 쎄요, 모두들 괜찮은 것 같네요... 하지만 넥타이를 맨 남자가 어때요? 

여: 아니요. 그 역할은 좀더 어 보이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남: 그럼, 아주 긴 머리를 한 남자는 어때요? 

여:  그 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연기 경력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없는 남자는... 이 역을 맡기에는 무 강인한 것 같아요.

남: 그럼 두 사람 남았네요. 하지만 콧수염이 있는 남자는 그 역을 맡기에는 무 

나이 들어 보여요.

여: 그래요,  나머지 사람이 좋아요. 왜냐하면 어려 보여서 그 역을 맡기에 좋을 

거 요. 게다가  그의 미소가 좋아요.

남: 알겠어요. 그에게 화를 해서 오디션을 받도록 알려 게요.

[풀이]

넥타이를 맨 남자, 긴 머리를 한 남자, 머리가 없는 남자, 콧수염이 있는 남자는 주

어진 역에서 배제되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서 언 되는 마지막 남은 사람인 미소를 

지으며 좀더 어려 보이는 사람이 선택됨을 알 수 있다. 

[Words & Phrases]

support 조연하다, 조역을 하다   tough 강인한   mustache 콧수염   

2. 

[해석]

남: 안녕, Susan. 무슨 일 있니?

여: 어제 쟁이한테 갔었어. 

남: 그녀에게 무엇을 물어 봤는데?

여: 쎄, 멋진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질 수 있을지 어떨지를 물어봤어.

남: 그녀가 뭐라고 했는데?



여: “분명히 그럴 겁니다!”라고 말했어. 실은 이미 내가 그와 친해졌다고 말했어.

남: 그래서 오늘 행복해 보이는구나. 

여: 하지만 그가 아직 데이트를 하러 가자고 청하지를 않았어. 

남: 아마도 그는 네가 거 을 할까  걱정이 될 거야.

여: 그럼 그는 나에게 요청을 할 때까지는  모르겠구나.

남: 그 지. Susan, 그래서 오늘밤에 나와 함께 화를 보러 가고 싶은 거니?

여: 마침내 구나! 난 항상 네가 나에게 나가자고 요청하기를 바랐었지. 

[풀이]

화의 상 방인 남자와 사귀고 싶어서 쟁이에게 갔는데 쟁이에게서 좋은 말을 

들었고, 상첨화로 여자가 생각하고 있는 남자가 화를 보러가자고 제안하고 있

으므로 여자는 기쁜(pleased) 심정임을 알 수 있다.

[Words & Phrases]

fortune-teller 쟁이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다   absolutely 정말 (그렇다), 그렇

고 말고   be friends with ～와 친해지다

3. 

[해석]

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많은 방법 에서 는 신문을 선호합니다. 제가 좋아하

는 신문과 기사를 택할 수 있고, 언제 는 어디에서 읽을지를 선택할 수 있고, 

최근 정보를 어디서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와 련 없는 고들은 

무시해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야 하는 것을 말해 주는 TV 앞에 수동 으

로 앉아 있기 보다는 신문 독자로서 는 정보를 능동 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

다. 는 정보의 습득을 스스로 조종함으로써 다른 매체보다는 신문을 통해 뉴

스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풀이]

남자는 정보의 습득과 취사선택이 쉽다는 측면에서 다른 매체보다 신문을 선호한다

고 말하고 있다. 

[Words & Phrases]

purchase 구입하다   current 지 의, 재의   advertisement 고   be relevant 

to ～에 련되다   actively 능동 으로   acquire 습득하다   passively 수동 으로  

manage 처리하다   media 매스미디어, 매체

4. 

[해석]

여: John, 책으로 컵들을 포장할 수는 없어요.

남: 신문지를 많이 이용해서 컵들을 포장했어요. 괜찮을 거 요.

여: 아니에요, 난 그 컵들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험도 없었으면 해요.



남: 그런데 그것들을 어디에 둘까요?

여: 여기요. 이 상자 안에 넣고, 상자 에 “깨지기 쉬운 것”이라고 쓰세요.

남: 알았어요, 하지만 테이 와 상자가 모자라네요.

여: 그래요. 차로 가게에 가서 테이 를 좀 사오는 게 어떨까요? 거기에서 상자도 

좀 거  얻어올 수 있잖아요.

남: 알았어요. 가게에서  다른 필요한 것이 있나요?

여: 아니요, 그게 부에요. 지갑을 잊지 말고 가져가세요.

[풀이]

이삿짐을 포장하던 에 테이 와 상자가 모자란데, 여자는 남자에게 테이 를 사

오라고 부탁(Why don't you drive over to the store and buy some tape?)하고 있

다. 한편 상자는 가게에서 거  얻어오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Words & Phrases]

pack 포장하다   wrap 포장하다   take a chance 험을 무릅쓰다   fragile 깨지

기 쉬운   run out of 다 써버리다

5. 

[해석]

여: Dad, 오늘 공원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가실 거 요?

남: 비 때문에 취소될지도 몰라.

여: 그럼, 쇼핑은 갈 수 있을까요? 다음 수요일이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어머니께서 

여름용 모자를 원하시거든요.

남: 괜찮은데. 시내에 가서 엄마에게  모자를 사자.

여: 좋아요. 그리고 나서 시내에서 심을 먹을 수 있을까요?

남: 알았어. 새로 문을 연 국식 음식 에 가자. 

여: 좋아요! 그리고 궁 한 게 있는데요... 철도 박물 에는 언제 갈 수 있나요? 

를 곧 거기에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남: 다음주 할머니 에 가는 길에 거기에 갈 거야. 

여: 아빠, 고마워요. 

[풀이]

여자의 말(Can we have lunch downtown after that?)에 한 남자의 응답(Okay. 

Let's go to the new Chinese restaurant.)에서 선물을 산 후 두 사람이 갈 곳을 알 

수 있다. 

[Words & Phrases]

cancel 취소하다   due to ～ 때문에   promise 약속하다   on one's way to ～로 

가는 길에

6. 



[해석]

여: 오늘밤 는 수년 동안 이 회사와 함께 해온 한 남자분에 해 몇 말 을 드리

려고 합니다. 그 분은 훌륭한 지도자이고, 창의 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

니다. 그 분은 목표를 향해 헌신 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 분은 2004년에 연구

을 이끄시면서, 지 까지 가장 성공한 희 제품 의 하나를 시장에 내 놓으

셨습니다. 희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이 이 부

서를 이끄실 필요가 있다는 은 분명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

분의 새로운 국제 담당 리자이신 Adam Lee를 무 로 모시게 된 에 해 

스럽게 생각합니다.

[풀이]

마지막 부분(Therefore, ladies and gentlemen, I am proud to call to the stage 

your new International Manager, Adam Lee.)을 통해 여자가 새로 부서를 맡게 되

는 사람에 해 발표하고(to announce)있음을 알 수 있다.

[Words & Phrases]

creative 창조 인   selflessly 헌신 으로   goal 목표   head ～을 이끌다. ～의 

장(長)이 되다   research 연구   launch (상품 따 를) 시장에 내다   to date 지

까지   division 부문, 부서

7. 

[해석]

남: 어요, 손님의 런던행 비행기편은 다 습니다. 제가 도와 드릴 일이  있습

니까?

여: 아직 숙박 시설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 괜찮습니다. 에 거기에 가 보신 이 있습니까?

여: 아니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극장들이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호텔을 하나 찾아

주시겠습니까? 거기에서 뮤지컬을 몇 편 볼 계획이거든요.

남: 알겠습니다. 여기에 Park West 호텔이 있습니다. 걸어서 가실 수 있는 거리

요. 객실료는 세 을 포함해서 1박에 100 운드입니다. 

여: 제 산보다 조  비싸네요. 좀더 렴한 호텔을 찾아 주시겠습니까?

남: 여기 하나 있네요. Hampton 호텔입니다. 거기에서는 1박에 75 운드로 체류하

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군요. 이용하실 수 있는 방이 없네요.

여: 그럼, Park West 호텔에서 2박할 수 있는 방을 약해 주세요.

남: 알겠습니다, 다 습니다.

[풀이]

남자가 처음에 말한 Park West 호텔은 1박에 100 운드라 비싸서, 조  렴한 

Hampton 호텔을 찾아냈지만 그 호텔에는 이용할 수 있는 방이 없다. 결국 여자는 

처음에 말한 Park West 호텔에서 2박을 하기로 했으므로 200 운드를 지불하게 된



다.

[Words & Phrases]

all set 비가 되어, 비 완료   accommodation 숙박 시설   district 지역, 지구   

within walking distance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내에   rate 요    available 이

용할 수 있는   reserve 약하다

8. 

[해석]

여: 실례합니다, 이 버스가 시내로 갑니까?

남: 아니요. Rosedale까지만 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남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 Rosedale에서 시내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남: 쎄요, 31번이나 16번 버스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그 버스 모두 제가 방향

을 바꾸는 곳에서 시내로 갑니다. 

여: 어느 버스가 더 나을까요? 는 그  가 보는 거라서, 경치가 좋은 노선을 택하

고 싶거든요.

남: 31번 버스는 Memorial 가(街)로 갑니다. 강변이지요. 아주 멋진 곳이지요. 는 

그 길로 드라이 를 하곤 했지요.

여: 이 도시에서는 얼마동안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남: 이제 17년이 되네요. 이곳이 손님께서 내리실 정류장인 Rosedale입니다. 여기 

갈아타는 표를 가져가세요. 이것이 있으면 다음 버스에서 요 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31번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 감사합니다. 성가시게 해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남: 아닙니다. 는 승객 분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풀이]

버스 안에서 나 는 화로서, 여행자 입장의 승객인 여자가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

편에 해 버스 기사인 남자에게 물어보고 있는 상황의 화이다.

[Words & Phrases]

head ～쪽으로 향하게 하다   transfer 갈아타다, 갈아타는 표   turn around (반

쪽으로) 방향을 바꾸다   scenic 경치가 좋은   bother 귀찮게 하다

9.

[해석]

남: 비 나요?

여: 네, 거의 다 어요. 어머니께 보낼 이 우편엽서에 붙일 우표가 필요해요.

남: 호텔에서 사지 그랬어요? 아무튼 아래층에 우표를 는 자동 매기가 있어요.

여: 어디에요?

남: 비행기가 도착해서 사람들이 나오는 층이에요. 에스컬 이터 근처에요. 그리고 



기념품 가게 바로 에 우체통이 있어요. 

여: 바로 갔다 올게요.

남: 안돼요, 여보. 우리는 정말 서둘러야 해요. 우리가 탈 비행기가 5시 15분에 떠나

요. 그리고 곧 탑승이 시작될 거고요.

여: 오래 걸리지 않을 거 요. 탑승구에서 볼게요. 

남: 알았어요, 17번 탑승구 요.

여: 거기로 바로 갈게요.

[풀이]

화 의 ‘It's on the arrival level, Our flight leaves at 5:15 and the boarding 

will begin soon, I'll meet you at the gate, it's Gate 17’ 등의 표 을 통해 공항에

서 나 는 화임을 알 수 있다.

[Words & Phrases]

stamp 우표   downstairs 아래층에   level  (건물 따 의) 층   right next to ～의 

바로 에   souvenir 기념품   in a hurry 히, 서둘러   boarding 탑승   gate 

(공항의) 탑승구

10. 

[해석]

여: 안녕, Bill. 어떻게 지내니? 

남: 안녕, Sarah. 멋진 여름을 보내고 있어, 고마워. 

여: 이 , 이번 가을에 좀 한가하니? 

남: 물론. 왜? 

여: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사 일을 그만 두고 아이들 책을 쓰기 시작했거든. 

남: 와! 멋지구나. 축하한다! 

여: 고마워. 잘 되어가지만, 삽화가 좀 필요해서. 나는 언제나 네가 재능 있는 술

가라고 생각해 왔거든. 나를 좀 도와주겠어? 

남: 음, 물론 그 이야기를 먼  읽어야 하겠군. 그 지만 정말로 심이 있어. 

여: 잘 군. 다음 주에 내 출 업자와 만나지 않을래, 음, 수요일 2시경에? 

남: 물론이지. 내 화집을 비해서 그때 만나자. 

[풀이]

여자는 남자에게 자신의 동화책에 들어갈 삽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Words and Phrases]

quit 그만두다 illustration 삽화 talent 재능 definitely 틀림없이 publisher 출 업자 

portfolio 화집 

11. 

[해석]



( 화벨이 울린다.)

여: 고객 서비스부의 Jennifer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제 화요  청구서에 궁 한 이 있어서요. 

여: 알겠습니다. 청구서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남: R505101입니다. 

여: 잠깐만요. 네,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남: 음, 지난달 LA에 사는 이한테 한 번 화했는데요. 25일 월요일이었고, 10분 

정도 통화했어요. 

여: 네. 맞습니다, 고객님. 그리고 우리 기록에 따르면 고객님께서 30일 토요일에도 

같은 번호로 10분정도 통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 정말이요? 

여: 네, 고객님. 

남: 죄송합니다. 그 통화를 잊었군요. 청구서가 맞네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 천만에요, 고객님. 좋은 하루되세요. 

[풀이]

평일인 월요일에 10분을 통화했고, 주말인 토요일에 10분을 통화했으므로, 10달러와 

5달러를 더한 15달러가 청구 요 이다. 

[Words and Phrases]

customer 고객 bill 청구서 

12. 

[해석]

남: Jane, 이것은 내 할아버지의 사진이야. 할아버지가 가운데 계셔. 

여: 군인이셨니? 

남: 그래, 할아버지는 2차  때 독일에서 싸우셨어. 

여: 할아버지 뒤에 군용 트럭이 있네. 트럭을 운 하셨어? 

남: 아니, 사실, 할아버지는 조종사 어. 친구들과 트럭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계신 

거뿐이야. 

여: 와, 고 잘 생기셨네. 언제 제 하셨니? 

남: 베트남 쟁이 끝난 직후. 그리고 비행 교 으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셨어. 

여: 아직도 비행 교 이시니? 

남: 아니. 은퇴하셔서 지 은 미국 십자에서 자원 사를 하셔. 

여: 멋진 인생을 사시는 것 같구나. 

[풀이]

남자의 할아버지는 트럭 운 병이 아닌 비행기 조종사이셨다. 

[Words and Phrases]

photograph 사진 military 군 의 pose 포즈를 취하다 career 경력, 생애 flight 



instructor 비행교  volunteer 자원 사를 하다 

13. 

[해석]

① 여: 이 피자를 갖고 가실 건가요, 고객님? 

   남: 네. 여분의 냅킨도 주시겠어요? 

② 여: 이 비디오를 빌리는 데 얼마인가요? 

   남: 여료는 하룻밤에 2달러입니다. 

③ 여: 이 게임은 정말 어려워 보이는 군요. 

   남: 네,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④ 여: 돈을 하고 싶습니다. 

   남: 네, 부인. 이 입 표를 작성해 주세요. 

⑤ 여: 무겁겠군요. 도와드릴까요? 

   남: 네. 종이 상자를 열어 주시겠어요? 

[풀이]

남자가 다트 게임을 하는데, 쩔쩔매고 있는 그림이다. 

[Words and Phrases]

rental fee 여료 deposit 맡기다, 하다 fill out 작성하다 deposit slip 입 표 

container 용기, 그릇 

14. 

[해석]

남: Veronica, 오래간만이다. 

여: Mike, 만나서 반가워. 작년에 졸업한 이후로 보지 못했구나. 

남: 그래. 어떻게 지내니? 

여: 정말 바빴어. 는 어때? 

남: 여 히 바빴어. 어, 네가 소방 이 되기 해 시험을 본다고 들었어. 

여: 그래.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 할 거야. 

남: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들었어. 

여: 필기시험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체 건강 테스트는 잘 모르겠어. 

남: 이것이 최선의 직업 선택이라고 확신하니? 

여: 그래, 나는 도 인 일을 하고 싶어. 

[풀이]

남자는 소방 이 되려는 여자에게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은지를 물었다. 여자는 이

에 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Words and Phrases]

graduate 졸업하다 firefighter 소방  competition 경쟁 physical 육체의, 신체의 



fitness 건강, 타당성 

15. 

[해석]

남: Judy, 어제 무슨 화를 보았니? 

여: Dark City를 보았어. 액션 화야. 

남: 어, Mark Williams가 나오는 화? 

여: 그래.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더 폭력 이었어.  

남: 네가 액션 스릴러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에게조차 무 지나치다는 

뜻이니? 

여: 그래. 특히 요즘 화가 무 폭력 이 되어가는 것 같아. 

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화가 사회의 폭력성의 정도에 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여: 마치 “닭이 먼 냐 계란이 먼 냐?”와 같은 어려운 질문이구나. 

남: 나는 화와  매체가 사회에 향을 다고 생각해. 

[풀이]

남자는 여자에게 화의 폭력성과 사회의 폭력성의 계에 해서 물었는데, 여자

가 답을 주 했다. 남자는 이에 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것이다. 

[Words and Phrases]

violent 폭력 인 thriller 스릴러 

16. 

[해석]

남: Susie가 그러는데, 네가 이번 휴가 때 이집트에 간다고 하더라. 

여: 그래, 일주일 동안 그곳을 여행할 거야. 

남: 그곳에서 무엇을 할 거니?

여: 음, 알다시피 내 공이 고고학이잖아. 피라미드와 책에서만 읽었던 다른 명소

들을 보고 싶어. 

남: 구와 같이 여행하니?

여: 그래, 학  동료 세 명. Mike, 같이 가지 않을래? 네 아랍어를 써볼 수 있잖아. 

남: 음, 시간은 문제가 안 되는데, 돈이 문제야.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여: 인터넷에서 좋은 거래를 찾았어. 왕복 비행기 표가 700달러 밖에 안하고, 호텔

은 하룻밤에 30달러에 불과해. 

남: 음, 좋을 것 같군. 

여: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 

[풀이]

여자는 남자에게 여행을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자신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



고 권할 것이다. 

[Words and Phrases]

major 공 archaeology 고고학 deal 거래 round-trip ticket 왕복표 

17. 

[해석]

남: Alex는 채소 재배업자의 아들이다. 매일 그의 아버지는 채소 배달을 도우라고 

그를 부르곤 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했다. Alex의 16번 째 생일

이 다가오고 있었으며, 그는 정말로 새 컴퓨터를 갖고 싶었지만, 아버지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Alex는 매일 녁 새 컴퓨터가 나온 신문을 뒤 거렸

다. Alex의 생일날, 여느 때처럼 아버지는 도와달라고 그를 불 다. 그런데 그날은 

트럭의 뒤에 새로운 것이 있었다. 신형 컴퓨터 다. 아버지가 자신을 해 한 일에 

감동을 받은 Alex는 무엇이라고 말했겠는가? 

Alex: 아버지, 는 아버지께서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신  알았어요.

[풀이]

컴퓨터가 갖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컴퓨터를 생일 선물로 사  아버지에

게 할 말로 ②가 가장 할 것이다. 

[Words and Phrases]

vegetable 채소 deliver 배달하다 burden 부담을 주다 touched 감동받은 

18. 

[해석] 

한 여행자가 밤 늦게 여인숙에 왔다. 쓸 수 있는 방은 하나뿐이었고, 주인은 그에게  

방의 손님이 잠을 깊게 못 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한다고 말

했다. 그래서 그는 잠잘 비를 할 때 조용히 하기 해 온갖 노력을 기울 지만, 

그는 실수로 신발 하나를 떨어뜨려 밤의 막 속에 요란한 소리를 내고야 말았다. 

아니나 다를까, 이 소리는 방 남자를 깨웠고 새 손님은 그가 뒤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는 용  다른 신발 한 짝을 조용히 벗고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녘

에 그는 벽을 쿵쿵 치며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언제 다른 신발 한 짝을 벗을 거

요?”

[풀이] 

여행자가 방 손님의 잠을 깨웠으므로, 잠을 못자고 뒤척이는 것은 방 손님이다. 

즉, ④의 him은 the man next door를 가리킨다. 

[Words and Phrases]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crash 요란한 소리를 내다 toss and turn (잠을 못자고) 

뒤척이다  manage to (do) ~ 용  ~하다   pound 마구 치다



19.

[해석] 

모든 동물들 가운데서 그들은 가장 하게 인간의 모험과 진보를 함께 했다. 수

천 년 동안 그들은 인간의 삶을 규정지은 즐거움과 험과 힘든 일에 참가해왔다. 

어떤 지역에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그들은 사람들이 더 비옥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도왔다. 그들은 사람들을 사냥터에, 폴로 경기에, 그리고 경주에 데려다 주었

다. 1900년  반까지만 해도 그들은 일상생활의 요한 일부 다. 산업 명 후 기

계가 그들이 하던 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수는 감했다.

[풀이] 

사람들이 더 비옥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돕고, 사냥터에, 폴로 경기에, 그리고 

경주에 데려다 주는 동물은 말이다.

[Words and Phrases] 

progress 진보 participate in ~ ~에 참여하다 scarce 부족한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 명

20. 

[해석] 

지난 몇 십년간, 아시아의 빙하는 놀랄 만한 속도로 녹고 있다. 국의 연구원인 

Yao Tandong에 따르면 티베트 고원과 주변 지역에서 매년 빙하가 녹아 흐르는 물

은 40년 보다 략 20% 더 늘어났다. 그 물의 일부는 아시아의 강으로 흘러들어

가 홍수를 증가시키고 수인성 질병을 퍼지게 한다. 조만간에 그 문제는 역 될 것

이다. 세기 말 무렵에는 티베트 고원의 빙하의 60%가 사라질 것이라고 Yao는 

견한다. “일단 강이 어들고 결국 사라지면, 오아시스가 말라버리고 더 이상 도시

가 없을 것이다.”

[풀이] 

마지막 부분에 의 목 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즉, 빙하가 녹아 결국에는 도시

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Words and Phrases] 

decade 10년간 glacier 빙하 researcher 연구원 roughly 략 runoff 땅 를 흐르는 

물, 유거수(流去水)   plateau 고원   waterborne 수인성의  

21.

[해석]

이 빈번하게 선수의 수가 다르게 하면서 경기를 한다는 에서 아이스하키는 주

요 스포츠 에서 특이하다. 그 스포츠에서 이 용인되는 규칙을 넘어서는 다양

한 신체  방해에 해서는 벌칙이 주어진다. 그러한 벌칙은 페 티 박스라 불리는 

고립된 장소에 해당 선수를 보내는 데, 그 다음에는 반칙한 은 한 명의 선수가 



은 채로 경기를 해야 한다. 들이 다른 수의 선수들로 경기를 하는 이 기간은 

워 이라 불리며, 수가 더 많은 에게는 좋은 득  찬스가 된다. 

[풀이] 

(A): teams 다음에 이 나오므로 “~라는 에서”라는 의미의 을 이끄는 in that 

구문이 나와야 한다.  

(B): 문맥으로 보아 “부족한”이라는 말이 나와야 하므로 형용사 short가 나와야 한

다.

(C): score는 “득 하다”는 뜻이므로 "득 하는 기회"라는 말이 나오려면 재 분사 

scoring이 나와야 한다.

[Words and Phrases] 

penalty 반칙의 벌 physical 신체의 violation 방해, 반 permissive 허용된 offender 

반자      

22. 

[해석] 

는 한 출 사에서의 새로운 자리를 수락했습니다. 이 결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으

며 많이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장에 나올 마지막 날은 7월 31일인데, 이는 

제가 이 자리를 제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 결정에 

해 어떤 질문이라도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직장을 

바꾸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회사와 함께 한 제 경험은 매

우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귀하와 회사에 계속되는 성공을 기원합니다.

[풀이] 

I hope that ~이하 에서는 앞으로 이루어 질 것을 바라는 것이므로 ④ to go는 

will go가 되어야 한다.

[Words and Phrases] 

publishing company 출 사 replacement 후임자 transition 변천, 추이 rewarding 

보람있는, 가치 있는 

23. 

[해석]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나 동시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 모순된 

속담  어느 것을 믿을 것인가? 둘 다를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 다른 맥락에

서, 두 속담 모두 다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 지 않다면, 

그 속담들은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많은 속담들이 잊 질 것이다. 만

약 하려는 일이 쓰 기 기 같은 숙련이 필요 없는 많은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라

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이다. 그러나 그 일이 요리나 작문 같은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가 되는 것이다. 



[풀이] 

두 가지 모순되는 속담이 상황에 따라 모두 진실이 된다는 것이 의 요지로 결국 

많은 속담이 잊 질 것이라는 말은 의 흐름과 계가 없다.

[Words and Phrases] 

broth 고깃국  contradictory 모순된 eventually 결국에는 trash 쓰 기 

24.

[해석] 

바다 물고기를 가정의 수조에서 기를 만한 좋은 이유가 있다. 바다 물고기는 다양

하며 아름다운 색깔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상과 행동은 아주 매혹 이

다. 그러나 바다 물고기는 수족 에서 해수의 질과 온도를 안정 으로 유지하는 것

이 어렵기 때문에 숙련된 민물고기 사육가에게도 도 인 일이다. 민물 고기와 달

리, 많은 바다 물고기는 물의 질과 온도의 변화에 내성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바다 

물고기를 집안 수조에서 기르는 것은 더 많은 감시와 세세한 것에 한 주의가 필

요하다.

[풀이] 

바다 물고기를 수족 에서 기르기 어려운 이유는 물의 질과 온도에 응하는 어렵

기 때문이다. 이 말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바다 물고기는 내성이 거의 없다는 말이 

된다. 

[Words and Phrases] 

marine 바다의 aquarium 수족  diverse 다양한 aquarist 수족 원, 어류 사육가 

challenging 도 인 variation 변화, 변동 temperature 온도

25. 

[해석] 

비록 인류가 오래 에 기호로부터 말로 환했을지 몰라도, Stokoe와 Armstrong

은 사람들이 수화를 원시 인 것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 로 

생각하기를 바란다. Stokoe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화에서의 내가 할 일은 사람

들에게 청각장애인들이 동등한 교육만 받는다면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며 추상 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할 수 없

다는 이유로 생기는 그들에 한 편견은 청각장애인에 한 온갖 종류의 잘못된 

단을 래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어가 몸짓 상태로 시작되었던 시기에 단히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그러한 태도를 조  바꿀 수 있을 것입니

다. 최 의 언어는 목소리 언어가 아니라 기호 언어 을 지도 모릅니다.” 



[풀이] 

마지막 문장에서도 최 의 언어는 음성 언어가 아니고 기호의 언어 을 거라고 주

장하는 것으로 보아, 빈칸에는 몸짓 언어가 나와야 한다.

[Words and Phrases] 

shift 바 다 sign language 수화 primitive 원시 인 abstract 추상 인 prejudice 

편견  era 시 , 시기 

26. 

[해석]

철학자 Schopenhauer는 추운겨울에 생존하려 애쓰는 고슴도치의 를 제시했다. 그

들은 따뜻해지려고 한데 몰리지만, 그들의 날카로운 바늘이 서로를 다치게 해서, 물

러선다. 그러나 그러면 그들은 춥게 된다. 그들은 얼어붙지 않고 다른 고슴도치들에 

의해 다치지 않으려고 근과 간격을 계속 조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동

체의식을 갖기 해 서로에게 근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의 독립을 유지하기 해 

서로에게서 간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양면성은 인간의 처지를 반 하는데, 

우리는 생존하기 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는 개체로서 생존하기를 원

한다.

[풀이] 

생존을 해 근과 간격을 조 하는 고슴도치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생존을 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살기를 원한다(want to 

survive as individuals)고 말할 수 있다.

② 모두 같고 모두 다르다 ③ 다른 공동체에 해 학습할 필요가 있다  ④ 미

래에 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⑤ 서로에게 근해야 한다

[Words and Phrases] 

philosopher 철학자 survive 생존하다 huddle together 한데 몰리다

needle 바늘 pull away 물러서다 adjust 조 하다 closeness 근

distance 거리, 간격 keep from -ing -하지 않게 하다 likewise 마찬가지로

community 공동체 preserve 유지하다 independence 독립 duality 이

성 

reflect 반 하다

27. 

[해석] 

원호안에 모든 것이 있다

형 으로 치켜 던질 때처럼 공이 에서 떨궈 질 때 공과 바구니 상부와의 계

형 으로 어깨 로 손을 들어던질 때처럼 공이 비스듬하게 들어갈 때 공과 바구

니 상부와의 계



  한때 로 농구선수 던 Rick Barry는 “자유투”를 던질 때 치켜 던지는 스타일로 

유명했다. Barry는 열 번의 시도에서 아홉 번을 쉽게 넣었지만, 어깨 로 손을 들

어 던지는 다른 이들은 훨씬 못미친다. 그의 정확한 자유투의 비결은 공이 그리는 

원호에 있다. “ 형 으로 어깨 로 손을 들어 던지면 바구니안으로 각도때문에, 

공이 들어가는 창이 좀 더 작게 된다,”라고 한 물리학 교수인 Brancazio가 말한다. 

“만약 공이 에서 으로 바구니에 들어가면, 치켜 던지는 것의 특징인 높은 원호

를 그리며 던져질 때처럼, 성공 인 슛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진다.”

[풀이] 

자유투의 성공률이 높은 Barry의 underhand throw(치켜 올려 던지기)방식의 장

을 물리학자가 이론 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Barry처

럼 치켜 올려 던지는 방식이 ‘슛에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말이 하다. 

① 경기에 승리할 가능성이 더 어진다 ② 높은 원호를 그릴 가능성이 더 

어진다

③ 공을 빠르게 던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 ⑤ 공을 어깨 로 던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

[Words and Phrases]

arc 원호 relationship 계 typical 형 인 at an angle 경사지

게

be famous for -로 유명하다 sink 넣다, 가라앉히다 fall short 못미치다

accurate 정확한 angle 각도 physics 물리학 characteristic 특징

28. 

[해석] 

공  안정에 한 단기간의 염려 때문에 기름 값이 최고치이다. 정치 인 안정으로, 

가격이 다시 하락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 으로는 렴한 기름의 끝이 다가왔다고 

지질학자들은 말한다. 1960년  이래로, 새로운 유정이 발견되는 비율은 감소해왔고 

그래서 아마도 규모 유 은 남아있지 않다. 과거에는 기름 회사들이 좀 더 쉽게 

채굴하는 곳으로 옮기기 에 한 유정에서 50%정도의 기름을 퍼 올렸다. 기름이 풍

부하게 되면서, 압박은 이 검은 황 을 열 새로운 기술을 찾는 것이다. 

[풀이] 

새로운 유정의 발견이 차 감소되어 기름 값이 상승하는 것이 세라는 것이 이 

의 반 인 내용인데, 마지막 문장에서 기름이 ‘풍부하게(abundant)’된다는 내용

은 흐름상 어색하다. abundant를 short로 고쳐야 옳다. unlock this black gold는 ‘기

름을 찾아내다’를 비유 으로 표 한 것이다.

[Words and Phrases] 

at record high 최고치 short-term 단기간(의) concern 염려



security 안 , 안정 supply 공 (<-> demand 수요)

political 정치 인 stability 안정 geologist 지질학자

discover 발견하다 decline 감소하다 massive 규모의

abundant 풍부한 unlock 열다, 넘치게 하다

29. 

[해석]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것에 해 염려한다. 약간의 걱정은 감각을 민하

게 하지만, 무 지나친 것은 사람을 단히 불안하게 만들고 명확한 사고를 힘들

게 한다. 비를 해서 시험 걱정을 조 할 수 있다. 시험보기 한참 에 공부할 것

을 철 히 복습하도록 하라. 이것은 정보를 강화하는 것을 도와  뿐만 아니라, 여

러분의 자신감을 부양하기도 한다. 시험보기 날 푹 잠을 자고 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하면 기민함을 증 시키고 긴장을 이완하도록 도와 다. 

[풀이] 

(A)는 ‘ 비된’의 뜻으로 prepared가 하다. preferred는 ‘선호되는’의 뜻이다. (B)

는 ‘자신감’의 뜻으로 쓰임 confidence가 하다. conference는 ‘회담, 회의’의 뜻이

다. (C)는 문맥상 ‘증진시키다’의 뜻으로 쓰인 enhance가 하다. enclose는 ‘에워

싸다, 동 하다’의 뜻이다.

[Words and Phrases] 

anxious about -을 염려하다 sense 감각 nervous 불안한 anxiety 근심

prefer 선호하다 prepare 비하다 review 복습하다 t h o r o u g h l y 

철 히 in advance of - 에 confidence 자신감 conference 회담, 회의

nutritious 양가있는    alertness 기민함

30. 

[해석] 

  paradigm이란 단어는 그리스 단어 paradeigma에서 유래하는데, 그것은 유형을 의

미한다. 원래 그것은 과학 용어 지만 오늘날, 인식, 가정, 이론, 혹은 참조의 틀을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사용된다. 그것은 토의 지도와 같다. 정확한 범례는 설명해

주고 안내해 다. 그러나 부정확하면 해를 끼칠 수 있다. 를 들어, 역사책은 

George Washington이 목이 감염되어 죽은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는 아마도 출

로 죽었다. 그 당시 범례가 나쁜 것이 핏속에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의사는 

24시간의 기간동안 그로부터 수 인트의 액을 뽑아냈다.

[풀이] 

빈칸 (A)에는 바로 앞에 범례(paradigm)가 정확하지 않아 해가 되었던 ‘ 시’의 내

용을 이끌고 있으므로 ‘For instance’가 하고, 빈칸 (B)에는 마지막 문장의 주

에서 의사가 피를 많이 뽑아낸 이유가 피속에 나쁜 것이 있다는 잘못된 paradigm 



때문이라는 ‘이유’의 속사가 와야 하므로 Since가 하다. 

[Words and Phrases] 

stem from -에서 유래하다 pattern 유형 originally 원래 scientific 과

학 인 term 용어 perception 인식 assumption 가정 theory 이론

frame 틀   reference 참조 territory 토 accurate 정확한

harmful 해로운   infection 감염 bloodletting 출 pint 인트(액량의 

단 )

31.

[해석] 

  우리 모두는 실수를 범하고, 도발 인 동료들을 처리해야 하고, 호 시키려 애쓰

는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 때때로 무나 압도 이어서 당신이 그 상황을  이

해하지 못한다. 작은 고통이 단해 보이고, 그리고 요한 것들이 하찮은 것처럼 

한편으로 치워진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나무 때문에 숲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거기에 묻 , 잎사귀속에 덥 있는 것이다. 여기 해야 할 것이 있다. 그 

로 올라와라. 그 로 한참 올라와서 땅에서 10,000피트 떨어진 것처럼 느끼도록 하

라. 그러면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솎아내는 내는데 필요한 통찰을 갖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인생에서 진정으로 요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풀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문제에 직면할 때 그 상황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실에 가두어졌기 때문이므로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와 넓은 시야를 갖고 바

라보면 인생에서 요한 문제를 알게 되는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내용이다. 

[Words and Phrases] 

deal with -을 다루다 challenging 도발 인 colleague 동료   turn around 호

시키다

at times 때때로   overwhelming 압도 인 monumental 기념비의, 단한

insignificant 하찮은 insight 통찰 matter 요하다

32.

[해석] 

  2003-2004년 Fisher 장학 을 받게 된 것은 진정 입니다. 이 장학 을 수여

받는 것으로 선발된 것에 는 우쭐해져 있습니다. 는 화학이 흥미 있는 분야이

고, 기회로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는 여기 Roanoke 학에서 화학을 공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는 화학 산업이나 아마도 교육 분야에서 경력을 시작하기

를 고 합니다. 재정 인 지원 덕택에 는 훌륭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되었

습니다. Roanoke 학의 학인들을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풀이] 



의 반부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기뻐하는 심경을 ‘I am flattered to have been 

chosen to receive this scholarship.’이라 표 하고 후반부에서 재정  지원 덕택에 

상 에게 훌륭한 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감사해하고 있다. 

[Words and Phrases] 

honor , 명 scholarship 장학 flattered 우쭐해하는 c h e m i s t r y 

화학  be proud of -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look forward to -ing -을 고 하다  

career 직업, 경력   financial 재정 인    academics 학인

33.

[해석] 

  만약 당신이 불꽃 튀는 기 모토나 복사기 근처에 있어 본 이 있거나, 천둥이 

심하게 치는 곳에 있었다면 아마도 오존의 냄새를 맡았을 것이다. 그 냄새는 분명

하지만, 묘사하기는 힘들다. 오존은 보통의 이가 원자 분자(O2) 형태에서 삼가 원자

의 형태(O3)로 재배열을 거친 산소이다. 그 반응을 요약하는 간단한 화학  방정식

은 3O2 + Energy -> 2O3이다. 이 반응이 일어나기 해서는 에 지가 추가되어야

만 하는데, 그것은 기 불꽃이나 번개로 부터 산소가 방 을 받기 쉬울 때 오존이 

생긴다는 사실을 설명해 다.  

[풀이] 

이 은 산소에 에 지가 가해져서 오존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오존

의 생성과정’이 주제로 하다.

[Words and Phrases] 

spark 불꽃이 튀다 severe 격심한 odor 냄새 unmistakable 분명한

describe 묘사하다 undergo 겪다 rearrangement 재배열 normal 보통의, 정상

인  diatomic 이가원자의 molecule 분자 triatomic 삼가원자의 chemical 화

학의   equation 방정식 summarize 요약하다 reaction 반응 account for 

-을 설명하다   be subjected to - 받기 쉽다   discharge 방

34.

[해석]

역할이론은 소비자의 행 가 연극의 연기와 유사하다는 을 취한다. 사람들은 

다양한 역할의 연기를 하면서 그들이 출연하는 “연극”에 따라 때로 구매에 한 결

정을 바꾼다. 그들이 자신의 한 역할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평가하기 해 사용하는 

척도는 다른 역할에서 사용되는 척도와 상당히 다를 것이다. 부모가 10  자녀를 

해 옷을 고르는 상황과 같이 상품의 구입자와 사용자는 같은 인물이 아닌 경우

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제 3자가 실제로 어떤 상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않

고 그 상품을 사거나 사지 말라고 권고를 하며 향을 미치는 존재로 행동할 수도 

있다.



[풀이]

소비자들은 연극배우가 극에 따라 연기를 바꾸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소비 행 를 

바꾼다고 말하며 그 구체  사례를 제시한 이다. 따라서 ②(다양한 역할에서의 소

비자들의 행동)가 의 주제로 하다.

① 상품과 서비스의 추천  ③ 상품과 서비스의 질 ④ 10  청소년의 구매력 ⑤ 소

비 행 의 미래

[Words and Phrases]

role theory 역할 이론  consumption 소비, 구매  depending on ~ ~에 따라  

criterion 척도, 기  (복수형: criteria)  evaluate 평가하다  purchaser 구매자  

influencer 향을 미치는 사람  recommendation 추천, 권고

35.

[해석]

① 운동한 환자들  로그램을 마친 후 상태가 악화된 환자들의 비율이 가장 낮

았다.

② 이 로그램은 참여한 환자들의 80% 이상에게 통증을 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③ 통증이 악화되거나 아무 변화가 없었던 환자들은 당한 통증 감소를 느낀 환자

들보다 비율 면에서 높았다.

④ 당한 통증 감소를 느낀 환자들보다 근소한 통증 감소를 느낀 환자들이 더 

었다.

⑤ 이 로그램에서 통증의 한 감소를 느낀 환자들이 다른 모든 환자들보다 수

으로 많았다.

[풀이]

통증이 악화된 환자들은 3%이고 아무 변화가 없었던 환자들은 12%이므로 이 둘을 

합치면 당한 통증 감소를 느낀 환자들(15%)과 비율이 같아진다.

[Words and Phrases]

therapy 치료  participate 참여하다  moderate 당한, 알맞은  slight 근소한  

significant 한, 한  outnumber 수 으로 우세하다  participant 참여자

36.

[해석]

조각가인 Diane Mason은 병아리, 토끼, 다람쥐, 새들과 어울려 살며 일리노이주의 

시골에서 성장했다. Mason은 어린 소녀 시 에 인형을 그리 많이 좋아하지 않았지

만, 자신이 좋아하는 병아리에게 작은 옷을 입히기를 좋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 희들이 매우 인내심 있는 병아리를 가진 거죠”라고 그녀는 웃으며 말한다. 학



에서 Mason은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동물행동학을 공했다. 오늘날 동물에 

한 그녀의 애착은 그녀의 술 인생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동

상 조각품에 동물에 한 자신의 지식을 해학과 결합시킨다. “일부 사람들은 술

이 열망과 련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지만 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  웃음을 일

으킬 만한 작은 무언가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풀이]

she didn't care much for dolls as a little girl이라는 구 을 통해 Mason은 인형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녀가 좋아한 것은 인형에 옷 입히는 것이 

아니라 병아리에게 옷 입히는 것이었다.

[Words and Phrases]

rural 시골의  recall 기억하다, 상기하다  care for ~ ~를 좋아하다  be fond of 

~ing ~하는 것을 좋아하다  miniature 소형의, 축소된  ethology 동물행동학, 행동생

물학  anxiety 열망, 갈망, 걱정

37.

[해석]

고  국에서는 사람들이 윗사람 앞에 보습을 보여야 할 때 무릎을 꿇고 머리가 

바닥에 닿게 했다. ‘고두(叩頭)’ 의식은 종교 의식에서 사람들이 성직자에게 부탁을 

하러 올 때 는 외국 정부의 리가 국 황제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흔하게 사용

되었다. ‘고두’라는 말은 두 개의 국말, 즉 ‘부딪치다’를 의미하는 동사와 ‘머리’를 

의미하는 명사가 결합하여 생겨났다. 제국 리들이 국의 황제에게 고두하는 

것을 반 했지만 그들은 그 말에는 반 하지 않아서 1800년  에 ‘고두’는 다른 

사람에 한 존경심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어 단어가 되었다.

[풀이]

국 사람들이 ‘고두’를 거부했을 지라도 그것이 어 단어가 되는 것은 반 하지 

않아 1800년  에 kowtow가 어 단어가 되었다고 마지막 문장에 언 되어 있

다.

[Words and Phrases]

present 나타내다, 모습을 보이다  superior 윗사람  keel down 무릎을 꿇다  bump 

부딪치다  kowtow 고두(하다)  religious 종교 인 make a request of ~에게 부탁

하다  priest 성직자  emperor 황제  resistant 항하는, 반 하는  object to ~ ~에 

반 하다

38.

[해석]

정신이 수행하는 일부 과정은 노화가 진행되는 동안 약간 속도가 느려진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과 정보의 학습이라는 에서 나이든 사람들은  불리한 입장이 



아니다. 최근의 한 연구 결과 노화는 당신이 일정한 기간에 배울 수 있는 자료의 

량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 지고 있다. 그리고 일단 자료를 학습하면 

당신은 은 사람들만큼 잘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교육을 잘 받을수록―그리

하여 새로운 것을 계속 더 많이 배워갈수록―당신이 고도의 인지  수행력을 유지

할 가능성은 보다 높아질 것이다.

[풀이]

노화는 학습량에 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설명함으로써 나이가 들어도 

학습 능력은 쇠퇴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다.

[Words and Phrases]

process 과정, 처리  at no disadvantage  불리하지 않은  absorb 흡수하다, 배

우다  retain 간직하다, 보유하다  educated 교육 받은, 숙련된  likelihood 가능성  

cognitive 인지 인

39.

[해석]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00퍼센트 보장을 바란

다. 불행하게도 100퍼센트 보장에 한 욕구는 비교  안 하고 편안한  세계

의 몇 가지 세력에 의해 강화된다. 화와 텔 비  로그램들은 모든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그리고 삶은 안 하고 경이롭다는 환상을 확증시킨다. 우리

는 불확실성이 삶의 일부라는 진리를 직시하기를 원치 않는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비난받을 사람을 찾는 경향은 사고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

는 의학, 수송체제, 음식,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이 100퍼센트 안 해야 한다고 요

구한다. 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풀이]

인들은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100퍼센트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

를 가지고 있고 매체들이 이를 조장한다고 있다고 말하면서 인생에서 완벽한 

확실성은 있을 수 없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Words and Phrases]

assurance 보증, 확신  guarantee 보증  relatively 비교 , 상 으로  confirm 확

인하다, 확증하다  illusion 착각, 환상  imply 암시하다, 의미하다

40.

[해석]

Big Friendly Giant는 올바로 말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는 뜻을 보이자 Sophie는 

자발 으로 그에게 매일 가르침을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철자법과 문장 쓰는 방법

까지 가르쳤는데, 그는 뛰어난 학생임이 명되었다. 시간이 날 때 그는 책을 읽었

다. 그는 엄청난 독서 이 되었다. 그는 Charles Dickens와 Shakespeare의 모든 작



품 그리고 정말로 수천 권의 책을 읽었다. 그는 한 자신의 과거 인생에 한 에

세이를 쓰기 시작했다. Sophie가 그 에세이의 일부를 읽었을 때, 그녀는 “이 에세이

들은 매우 훌륭해. 아마도 네가 언젠가는 진정한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라고 

말했다.

[풀이]

주어진 문장은 Big Friendly Giant가 쓰기를 시작한 사실을 담고 있다. 이는 말을 

올바로 하는 것을 배우고 책을 많이 읽고 나서 이루어진 일임을 이해한다. 마지막 

문장의 some of them의 them이 Big Friendly Giant가 쓴 에세이(essays)임을 악

하면 주어진 문장이 ⑤에 와야 함을 알 수 있다.

[Words and Phrases]

properly 올바로  volunteer 자진하여 ～하다  turn out to be ～ ～임이 명되다  

tremendous 엄청난  literally 정말로, 사실상

41.

[해석]

여러 곳에 계산기, 컴퓨터, 심지어 기마  없었던 1900년의 일반  작업장을 생각

해보라. 미래에 살게 될 사람들이 2005년을 되돌아 볼 때, 그들은 우리가 어떤 도구 

없이 생활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인가? 아직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어떤 장치

가 일상화될 것인가? 미래와 미래에 있게 될 변화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응능력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당신이 하는 일은 20년 후에 

같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오로지 당신이 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 지 

않으면 정상에 서지 못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풀이]

오늘날 필수품을 1900년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했듯이 우리가 재 사용하지 않지

만 미래에 필수품이 될 도구와 장치가 있다고 말한 후 미래에 있을 변화와 신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요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따라서 ④(항상 미래에 있게 될 일

을 생각하라.)가 의 제목으로 하다. ① 보통 수 이 되려는 충동을 억제하라 

② 당신의 능력에 해 솔직하라. ③ 당신과 정반 되는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으

라. ⑤ 행동하기 에 먼  신 히 생각하라.

[Words and Phrases]

calculator 계산기  look back on ～ ～를 되돌아보다  marvel 경탄하다  

commonplace 평범한, 일상 인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논하다  flexibility 융

통성, 응능력  embrace 껴안다, 환 하다, 받아들이다  innovation 신

42.

[해석]

우리들의 성공은 직업과 소득에 의해 측정되어 왔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표 보다 



상 에 있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해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오랫동안 일하고 있

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돈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과 참된 삶을 희생시켜 왔다

고 결론을 내리고 그들의 노동 시간과 수입을 일 것을 선택한 오스트 일리아 사

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는 ‘downshifting(생활 속도 늦추기)’라고 명명되

었다. 최근 10년간 30～59세의 오스트 일리아 사람들  거의 4분의 1정도가 생활 

속도를 늦춰왔다. 생활 속도를 늦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

로 소득과 여가시간의 정한 균형이다.

[풀이]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은 과거의 성공 척도 으며, 최근 오스트 일리아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해 노동 시간 단축과 소득 감소를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①(새로운 삶의 방식의 도래)가 제목으로 하다. ② 돈을 

약하는 실용 인 방법 ③ 오스트 일리아의 부유층의 증가 ④ 회사 규모를 이

는 것의 요성 ⑤ 과거 10년간의 성과

[Words and Phrases]

sustain 유지하다  conclude 결론 내리다  pursuit 추구  downshift 속기어로 바

꾸다, 생활 속도를 늦추다  decade 10년

43. 

[해석] 

나는 거의 30분 동안이나 강의를 하고 있다. 그 때 나는 학생들이 천장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린다. 한 학생은 손수건을 더듬어 찾고, 다른 학생은 자리에서 

이동하고,  다른 학생은 자신의 생각에 몰두해 미소를 짓고, 기타 등등이다. 이것

은 그들의 주의가 산만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첫 

기회를 이용하여 나는 농담을 던진다. 150명의 학생들 얼굴에 큰 웃음이 번지고, 

이 밝게 빛나고, 우 와 같은 웃음소리가 짧은 순간 들린다. 나도 역시, 웃는다. 그

들의 심은 다시 되살아나고 나는 강의를 계속해 나간다.

[풀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주의가 산만해지고 딴 짓을 하기 시작하는 따분한(dull) 분

기 지만, 필자가 농담을 던진 이후로 활기찬(lively) 분 기로 바 었다. 

[Words and Phrases]

lecture 강의하다         feel for～ ～을 더듬어 찾다      shift 이동하다

distracted 산만한         take advantage of～ ～을 이용하다

grin 씩 웃음          thunder 우 , 천둥     audible 들을 수 있는

refreshed 새로워 진

44.

[해석]



나는 어떤 어린 소년이 텔 비 에서 “만일 내가 통령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텐데.”라고 말하는 것을 들

었다. (C) 이 말이 멋지게 들리기는 하지만, 그런 정책은 완 한 멸에 이를 것이

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

날까? (B) 어느 구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려고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돈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삶 그자체도 역시 그런 식이다. 당신이 그 속

에 쏟아 넣는 것만큼의 가치가 있다. (A) 다시 말하자면, 가치 있는 삶은 당신이 자

발 으로 노력을 쏟을 때만 가능하다. 아무 것도 없는데서 무언가를 얻는 일은 결

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풀이]

(C)의 this는 주어진 에 나오는 소년의 말을 가리키고, (B)의 내용은 (C)에서 던

진 질문에 한 답이며, (A)는 (B)에서 한 말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다. 

[Words and Phrases]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be willing to～ 기꺼이 ～하다

put forth (힘 등을)발휘하다      meaningless 의미 없는    policy 정책

disaster 재난, 참사

45.

[해석]

오늘 나는 아내의 책을 사러 서 에 들어갔다.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사실을 

알고, 몇몇 사람들이 나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  한 명에게 내 서명

을 하다가 나는 갑자기 “controlled”의 철자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l’자가 하난가 둘인가? 내가 철자를 잘 못 쓰면, 내가 떠나자마자 사람들이 알아 

낼텐데. 그러나 물어 본다면, 모든 사람들은 나를 비웃을 거야!” 그 순간 나는 말 

그 로 땀이 비오듯 했다.

→ 오늘 나는 서 에서 몇 권의 책에다 서명을 하다가 정말로 당황했는데, 왜냐하

면 내가 순간 으로 어떤 단어의 철자에 헤서 혼동을 했기 때문이었다. 

[풀이]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자가 ‘controlled’라는 낱말에 ‘l’이라는 철자가 한 번 들어가는

지 두 번 들어가는지 혼동을 해,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했었다는 내용이다.

[Words and Phrases]

recognize 알아보다     laugh at 비웃다    literally 문자 그 로

momentarily 순간 으로     

46-48

[해석]



(A) 내가 학교에 다닐 때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Shawn이라는 은이었다. 그는 

낱말을 사용하는데 매우 능숙했다. 어 수업 시간에, 에세이를 써야할 때마다, 그

는 항상 최고의 수를 받았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한 아주 재미있었

다. Shawn이 무엇을 하건, 나 역시 그것을 하기를 원했다. Shawn이 쓰기를 직업

으로 추구하기로 결심했을 때, 나도 같은 선택을 했다.

(C) 하지만, 나에 한 아버지의 꿈은 내가 외과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같

이 앉아 그것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나는 그에게 말했다. “아니오.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의학에는 흥미가 없어요. 언젠가 훌륭한 작가가 되고 싶어요.” 얼마 후

에, 나의 열네번 째 생일에 아버지는 나에게 읽을만한 몇몇 한 문학작품들을 

나에게 주었는데, 그 에는 W. Somerset Maugham의 Of human Bondage와 

Sinclair Lewis의 Arrowsmith, 그리고 Lloyd C. Douglas의 Magnificient Obsession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비록 그 때 그가 말하지 않았지만, 이 책들은 모두 의사들에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무나 깊은 인상을 주어서 나 자신도 그것이 되

어야 겠다는 욕구를 나의 마움 속에 불러일으켰다. 

(B) 외과의사가 된다는 것이 나에게는 인간의 정신을 탐구하기 시작하는 이상 인 

방법이 될 것처럼 보 다. 나는 인체의 신비를 이해함으로써 아마도 언젠가는 혼

의 수 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일 내가 Shawn을 만나지 않았더

라면, 나는 문학과 쓰기에 한 나의 사랑을 발달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나는 기자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지  

그 게 철 히 사랑하는 인생에 나를 이르게 한 Shawn과 나의 아버지 모두에게 고

마워하고 있다.    

[풀이]

46. Shawn이라는 친구의 향으로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부분이 (A)이며, 아버지의 

반 에 부딪히고 아버지가 생일날에 사다  책들을 읽으며 깊은 향을 받아 의사

가 되기로 마음을 바꾼 부분이 (C)이며, 재 무나 사랑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

도록 해  두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있는 부분이 (B)이다. 

47. 아버지가 사다  책들이 모두 의사들에 한 내용이었으므로 그 책들을 읽고 

필자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났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이란 ‘의

사(a doctor)’를 가리킨다.

48. 아버지가 사다  생일 선물로 인해 필자의 꿈이 작가에서 의사로 바 었으므

로 ④는 의 내용과 일치한다. 

[Words and Phrases]

be skilled at～ ～에 능숙하다      pursue 추구하다    career 직업

physician 외과의사     explore 탐구하다     journalist 기자

appreciate 감사하게 여기다       medicine 의학       literature 문학(작품)

bondage 속박, 굴종       magnificient 웅장한, 장엄한     

obsession 강박 념, 망상     impression 인상    spark 불러일으키다. 화시키다



 

49-50

[해석]

(A)나에게는 자신이 책을 쓸 수 없다고 우기면서 그의 성인 시  부분을 보낸 한 

친구가 있다. 이것은 나를 매우 혼란스럽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재주가 좋을 

뿐 아니라 기사나 한 개의 장정도 되는 길이의 을 아주 편안하게 썼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책이란 일련의 재미있는 장들을 연속해서 모아 놓은 데 불과

하다고 생각해 보라고 요청했다. 이것이 나에게는 분명했지만, 그는 그것을 그러한 

으로는 결코 생각해 본 이 없었던 것이었다. 신에 그는 책을 쓴다는 것은 

무나 큰일이라는 완고한 생각에 집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간단한 생각의 환

이 엄청난 차이를 낳았다. 2년 뒤에 그는 그의 첫 책을 끝냈다. 

(B)거 한 트럭이 고가도로 아래에 걸렸다. 그 트럭이 무 커서 이용 가능한 틈새

가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를 짜내기 해 경찰이 최고의, 리하고, 보수가 

비싼 엔지니어들을 불러왔다. 그들은 컴퓨터, 클립보드, 그리고 계산기까지 함께 가

져왔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그 문제를 토론했다. 그들은 에 있는 고속도로를 손

상시키지 않고 트럭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무

나 복잡해 보 다. 그때 약 7살쯤 된 어린 소년이 그 남자들에게 걸어왔다. “실례합

니다, 선생님,”이라고 그 어린 소년이 공손한 어조로 말했다.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

보는 게 어때요?” 어린 소년의 입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풀이]

49. (A)에서는 책을 쓴다는 것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재미있게 쓴 작은 들을 모

아 놓은 것이라는 생각의 발상이, (B)에서는 고가도로에 끼인 트럭을 빼내기 해 

타이어의 바람을 뺀다는 생각의 발상이 요한 결과를 낳고 있다. 

50. (A)에서 필자의 친구는 생각을 바꾸어 책을 완성했고(finished), (B)에서 어린 

아이의 말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었다.(solved)

[Words and Phrases]

insisit 주장하다, 우기다 puzzling 혼란스러운  

nothing more than～에 불과한, ～에 지나지 않는

a series of 일련의      sequence 순서, 차례    terms , 측면

stubborn 완고한     project 계획, 사업    shift 환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다          

get stuck 걸리다, 오도 가도 못하다   overpass 고가도로  

clearance 빈틈, 틈새  figure out 알아내다      freeway 고속도로

respectful 공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