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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 너 Sally 알지, 그렇지?

남: 응, 예전에 한 번 만난 적이 있지만,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

여: 그 애가 저기 있어. 저 키 큰 여자애 말이야.

남: 안경 쓴 애 말이니?

여: 아니, 그 애는 안경을 안 썼어.

남: 알겠다. 안경 안 쓴 키 큰 여자애?

여: 맞아.

　정답: ②

the tall girl without glasses는?

2. 남: 실례지만 아가씨, 한 치수 더 큰 걸로 입어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좀 작네요.

여: 물론이죠. 사이즈가 12였죠. 그렇죠?

남: 예.

여: 여기 있어요. 13이예요.

남: 감사합니다.

　정답: ②

Here you are.: 여기 있어요.

3. 남: Nancy 좀 바꿔주시겠어요?

여: 전데요.

남: 안녕. 나 George야. 오늘 오후에 수영가는 게 어때?

여: 좋아! 몇 시에 갈까?

남: 글쎄…. 30분 후에?

여: 좋아. 지금 몇 시지?

남: 1시야.

　정답 ③

남자가 오후에 수영을 가자고 제안한다. half an hour later에 보

자고 하였는데, 현재 시각이 1시이므로 두 사람이 만날 시각은 1시

30분이다.

How about ～ing?: ～하는 게 어때?

4. 여: 도와드릴까요?

남: 이 소포를 L.A.로 보내고 싶은데요.

여: 알겠습니다. 저울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10파운드네요. 어떻게

보내실 거요?

남: 항공우편으로요.

여: 다른 것 필요하신 것은 없나요?

남: 우편 엽서 5장 주세요.

여: 모두 16달러입니다.

　정답: ④

send this parcel, scales, air mail, postcards 등으로 보아 우

체국 내의 광경이다.

parcel: 소포, 꾸러미 scale: 저울 weigh: 무게가 (얼마) 나

가다 postcard: 우편 엽서

5. 남: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여: 가족 사진을 찍고 싶은데요.

남: 알겠습니다. 스튜디오로 가시죠. 모두 앉아 주세요.

여: 사진 찍을 때 어떤 포즈가 좋을지 알려주시겠어요?

남: 벽에 있는 사진의 포즈는 어떻습니까?

여: 오, 좋은데요.

남: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치-즈하세요!

　정답: ⑤

6. 남: King 백화점입니다.

여: 여보세요. Hymes씨세요? 전 Mary Brown이예요. 죄송하지

만, 오늘 출근하지 못하겠어요.

남: 저런, 무슨 일이예요?

여: 열이 있고 목이 아파서요.

남: 오, 거 참 안됐군요. 빨리 낫길 바래요.

여: 고맙습니다.

남: 몸조리 잘 하세요.

　정답: ⑤

“I'm sorry, but I can't come to work today.”라는 여자의 대

화로 보아 결근을 알리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fever,

sore throat, take care 등에서도 대화의 내용을 엿볼 수 있다.

take care: 몸 조심해

7. 여: 새로 생긴 식당에 가봤어요?

남: 아뇨, 그런데 가보고 싶군요. 당신은 가봤어요?

여: 예, 며칠 전에 가봤어요. 아주 형편없더군요.

남: 그렇게 나빴어요?

여: 괜히 돈 낭비하지 마세요. 음식은 너무 짜구요. 서비스도 엉망이

에요.

　정답: ①

새 식당에 다녀온 여자의 견해에 따르면 food, service 모두 끔찍

하다.

awful: 무서운, 지독한, 심한 salty: 짠

8. 이 경기들은 매우 인기 있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이다. 그것들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달리기가 유일한 종목이었다. 근대

경기는 1896년에 시작되었다. 이 경기의 목적은 세계 평화를 증진시

키는 것이다. 4년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운동 선수들은 많은 종목에

서 경쟁하기 위하여 만난다. 이 경기는 세계 도처의 다른 도시에서



개최된다.

　정답: ③

game이면서 Greece에서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경기 종목이

running뿐이었고, world peace를 위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것

은?

promote: 증진시키다 athlete: 운동 선수, 경기자

9. A: 실례합니다. Bob Scott 씨 댁이 어디죠?

B: Bob Scott 씨 댁이라요? 왼쪽에서 세 번째 집입니다.

　정답: ②

10. 한번은 수표가 은행으로부터 백만장자에게로 되돌아왔다. 그것

에는 ‘잔고 부족’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 도장의 바로 밑에는

잉크로 쓴 은행의 알림글이 있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당신이

아니고 우리’

　정답: ④

(D)의 it는 imprint(인쇄물)를 가리키며, ‘….라로 쓰여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수동이 되어야 할 것 같지

만, appear는 ‘…처럼 보이다’라는 뜻의 자동사이므로, 수동태가 불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냥 It appeared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된다.

check: 수표 stamp: ～에 도장을 찍다 imprint: (찍은) 자국

insufficient: 부족한, 불충분한 notation: 주석 read: ～이라

고 씌여 있다.

11. (A) 어느 날 Tom은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도중 우연히 Mary

를 만났다. 그녀는 우울해 보였다. Tom은 그녀가 다음 주에 있을 수

학 시험을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 과목을 좋아했지

만, 시험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는 않았다. Tom은 그녀에게 용

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리고 Mary는 Tom에게 고마워했다.

(B) Tom: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구나. 무슨 일 있니, Mary?

Mary: 난 좀 걱정돼.

Tom: 무엇이?

Mary: 수학 시험이 있어.

Tom: , Mary.

Mary: 정말 고마워.

　정답: ⑤

(A) 서술문에 'She liked the course'라고 나와 있다.

12 　정답: ③

③은 ‘그렇게 낙담하지 마.’라는 표현으로 맞는 답인 듯하지만, 문

법적으로, ‘낙담하다’라는 표현이 맞으려면, discouraging이

discouraged로 바뀌어야 한다.

get down: ～를 낙담시키다 negative: 부정적인, 반대의

13. 내 동생이 어제 아팠다. 난 그 애에게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다. 왜냐 하면 병이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동생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난 그에

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난 그에

게 더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정답: ②

(과거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후회를 현

재 하고 있으므로(regret), 과거의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의 의

미를 지닌, ‘should have+p.p’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pay attention to: ～에 주의에 기울이다 seem to: ～처럼 보

이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had better+동사 원형: ～

하는 편이 낫다

14. A: Hawaii에서 방금 돌아오셨습니까?

B: 예. 그 곳은 지금 아름답겠군요. 6월과 7월은 항상 좋고, 날이 덥

죠. 방문하기에는 가장 좋은 계절이죠.

A: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비가 전혀 오지 않죠. 그렇죠?

B: 아마 놀라실 거예요. 사실은 11월부터 2월까지는 비가 아주 많이

오죠. 만약 겨울에 그 곳에 가신다면 우산을 꼭 가지고 가셔야 합

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호텔측에서는 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을

테니까요. 그들은 그것을 비밀로 하고 싶어합니다.

　정답: ③

15. ▷ 이것은 생각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들을 형성한

다.(S. Podair)

▷ 문학은 의미로 가득찬 이것이다.(E. Pound)

▷ 이것은 사람을 다른 동물로부터 구별짓게 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동물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T. Szasz)

▷ 이것은 단지 의사 소통 수단 뿐 아니라, 공유된 사고의 표현이기

도 하다.(E. Burr)

　정답: ⑤

shape: 형성하다, 모양 is charged with: ～으로 가득차다

separate: 구별하다, 분리하여 생각하다 reduce: (～한 상태에)

빠뜨리다, 줄이다 share: 공유하다 assumption: 생각, 가정

16. 나는 종종 ‘매장된 햇빛’이라 불리운다. 이는 내가, 성장에 태양

이 필요한 식물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나의 많은 유

용성 때문에 ‘매장된 황금’이라고도 불리운다. 나는 손톱 광택제, 아

스피린, 유명 가수들의 레코드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나의 최우선적

사용은 열을 내는 것이었다. 오늘날 나는 여전히 특별히 공장에서 이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답: ③

제일의 사용처가 heating임이 key. 석탄은 지질 시대의 식물이

퇴적하여 형성된 것으로 예전에는 에너지원으로만 주로 사용되었지

만, 현재에는 그 밖의 용도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form: 형성하다 fingernail: 손톱 polish: 광[윤]을 내다

17. 유치원생인 Timmy는 TV에서 방영되는 칼춤을 아주 좋아한다.

하루는 그가 칼을 가지고 학교에 갔다. Timmy가 칼을 가지고 온 것

을 보고 놀란 선생님은 소리쳤다. “칼이잖아! 도대체 왜 미술 시간에

칼이 필요하지?” “글쎄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우리가 모두 how to

draw를 배울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답: ②



draw의 두 가지 뜻, ‘그림을 그리다, ～을 당기다’ 사이에서 일어

난 happening이다. 미술 시간임을 보아 선생님은 ‘그리다’를,

sword dance show를 좋아하는 Timmy는 ‘칼을 뽑다’의 의미로 이

해했다.

sword: 칼 startle: 깜짝 놀라게 하다

18. A: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B: 예.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차가 갑자기 멈추었어요. 그

리고 다시 시동을 걸 수 없군요.

A: 아마 기름이 다 떨어진 듯 싶습니다.

B: 나는 어젯밤에 기름을 채웠고, 멀리 운전을

하지도 않았어요.

　정답: ①

기름이 떨어진 듯하다는 A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럴 리 없다는 나

름대로의 근거를 B가 말하고 있음으로 보아, A의 의견에 반대하는

내용인 ①이 들어가야 한다.

somehow: 웬일인지, 아무튼 run out of: ～이 동나다 fill

up: 채워 넣다

19. 우리가 조용히 자신을 평가할 상황은 많이 있다. 예를 들자면,

크게 대답할 기회가 없거나, 주제가 공개적으로 대답하기에는 너무도

민감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에는 말하여진 응답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평가하는지에 대해 우리를 더욱

자각하게 만듦으로써, 평가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답: ④

빈 칸의 앞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조용히 자신을 평가하

는 것에 대해, 빈 칸 뒤의 상황은 spoken response, 즉 밖으로 표현

된 것을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빈 칸에

는 상반된 서술을 연결시켜줄 말이 들어가야 한다.

evaluate: 평가하다 respond: 대답하다, 반응하다

sensitive: 민감한 process: 과정 accordingly: 따라서, 그러므

로 at other times: 때로는, 어떤 때에는 behind the times:

시대에 뒤쳐져

20. 몇몇 작가들은 독자를 감동시키기 위하여 긴 단어를 많이 사용하

여 지적인 것처럼 들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것은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고심하면서 읽어야 할 필요

가 없는, 명료한 글을 읽기를 더 좋아한다. 그들은 작가가 그 일을 해

주기를 원한다. 만약 작가가 의미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

야 한다면 그들은 조급하게 될 것이다.

　정답: ③

독자를 감동시키려고 더 긴 단어를 사용해 지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반론이 나타나 있는 글이다. 독자들은 오히려

쉽게 이해되는 책을 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답은 ③이다. 여기

에서 This는 to impress the readers 이하를 가리킨다.

 impress: ～에게 인상을 주다 sound:～처럼 들리다, ～하게

생각되어지다 intellectual: 지적인 prefer to+동사 원형: ～하

는 것을 더 좋아하다 spend time ～ing: ～하는 데 시간을 보내다

impatient: 성급한, 참을성이 없는

21.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떠한 생물체도 완전히 고립되어 살아갈 수

없다. 동물은 식량 공급을 위해, 다른 살아 있는 동물, 궁극적으로는

식물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리고 호흡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식물의 활동에 의존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두 관계는 제쳐

두고라도, 그것은 주위에 있는 다른 동․식물에 직․간접적으로 무수

한 영향을 받는다.

　정답: ④

앞의 두 문장을 살펴보고, tow basic 다음에 들어갈 말을 한 단어

로 표현한다면, it(an animal)과 다른 동․식물간의 ‘관계

(relationships)’가 정답이 된다.

isolation: 고립 be bound to: ～해야만 한다 depend on:

～에 의존하다 ultimately: 궁극적으로 oxygen: 산소

respiration: 호흡 indirectly: 간접적으로 countless: 수많은

22.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자 공학적인 기적을 발명하느냐에 상관없

이, 우리는 독서가 필요할 것이다. 책들은 형식이 변화될 수 있다. 그

것들은 플라스틱 디스크나 비디오 디스플레이가 될 수도 있다. 그러

나 독서술은 이전보다 더욱 필수적이 될 것이다. 우리는 독서가 필요

로 하는 날카롭고, 명료한 사고력과 같은 종류를 잃을 수 없다. 어느

교육자가 말했듯이 “아무리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우

린 여전히 사고하며 읽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답: ⑤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 매체가 변하더라도, 독서는 sharp, clear

thinking을 주므로, the art of reading(독서술)은 더 필수적이라

는 것이 윗글의 요지이므로, 빈 칸에는 이를 나타내는 ‘사고하며 읽는

방법’이 적당하다.

electronic: 전자 공학의 wonder: 기적 essential: 필수적인

cannot afford to+동사 원형: ～할 수 없다 require: 필요로 하

다

23. 사람과 동물이 서로에게 점점 익숙해질수록 친절과 이해가 한편

에서 천천히 발전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뢰감이 생겨난다. 양쪽은

그것에 의해 이익을 본다. 한 동물원 관리자는 “결국은 동물원이 대부

분의 사람들이 영원히 볼 유일한 ‘황야’입니다.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

하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하는 한편, 그것은 인류 그 자체를 위해 귀중

한 일을 합니다.”라고 말한다.

　정답: ②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생겨나는, 상호간 바람직한 kindness와

understanding에 대해 서술한 첫 문장을 볼 때, it(zoological

garden)는 동물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유익하다라는 의미가 되어

야 한다.

get used to: ～에게 익숙해지다 one..., the other: (둘 중)

하나…, 다른 하나 gain: 이득이 되다 director: 관리자

wilderness: 황야 zoological garden: 동물원 humanity: 인

류, 인간

24. 어떤 사람들은 ‘즐거움을 위한’ 독서(직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

어 있지 않은 것이나, 금방 실용화할 수 없는 것)는 시간 낭비라고 느



낀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책을 읽으며 몇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비생

산적인 꿈이다. 예를 들면, 그들은 독서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 어떤

경영자들은 흔히 “나는 전문적인 서적에는 뒤쳐지지 않지만, 책을 읽

을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들의 어조는 독서할 시간이

있는 사람은 어쨌든 한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정답: ③

멀리 가지 않더라도, 바로 앞 문장에서 전문 서적은 읽을 수 있으

면서도 (즐거움을 위한)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견해로서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찾으면 된다.

connect: 연결하다 practical: 실용적인 unproductive: 비

생산적인 imply: 암시하다, 의미하다 secretary: 비서

25. 7월분 대금 청구서 지불로서 수표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

니다. 저희가 했던 일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금 청구서는 자동으로 순서대로 계속 발송되고, 종종 대

금 청구서와 우편물 속에 있는 (독촉) 편지가 엇갈립니다. 당신의 경

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의 수표는 정확하게 정산되었고 당신의 구좌는 지불 완납되었

습니다.

　정답: ②

두 번째 문장, accept our sincere excuses에서 답이 드러난다.

check: 수표 sincere: 진심의 collection: 수금, 모집

proceed: 나아가다 automatically: 자동으로 occasionally:

때때로 apparently: 보기에, 명백히 account: 구좌

26.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복지 국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유명

한 특징을 얻어왔다. 사람들은 국립 병원에서 태어나서 국립 탁아소

에 간다. 그들의 모델은 5가지 주요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은

대학에 다니기 위해서 국가 보조금을 받고, 실직했을 경우에는 국가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그들은 삶을 국립 양로원에서 마감하게

된다.

　정답: ③

전체 글이 복지 국가(welfare state)에 대한 설명문으로, 그 구체

적인 내용이 서술되어 있지만, ③만은 이와 동떨어진 문장이다.

welfare state: 복지 국가 earn: 얻다 characterization:

특징을 나타냄 cradle: 요람 state-run: 국영의 day-care:

(취업 전의 아이를 맡는) 보육의 grant: 국가 보조금, 허가

27. 연설해야 할 때, 당신은 겁먹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걱정

할 필요는 없다. 우선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청중에 대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라.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당신

의 주제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연설의 목적을

물어보아라. 어디서든 가능하면 간단한 표현을 쓰도록 하라. 당신의

청중과 일대일로 접촉하도록 내내 개성을 나타내도록 하라.

　정답: ①

to be that bad가 가리키는 것이 be terrified임을 알면 간단한

문제이다.

give a speech: 연설하다 subject: 주제 wherever

possible: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personality: 개성, 인격

come through: 끝까지 해내다, 성공하다

28. 대부분의 자전거 사고는 부품 고장, 날씨 조건 그리고 운전자의

부주의에 기인하다.

(C) 첫째로, 자전거의 서로 다른 많은 부품들이 결함이 생겨 자전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A) 예를 들면, 만약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좋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멈출 수가 없다. (B) 비슷하게, 약한 불빛

은 밤에 운전자가 보는 것을 어렵게 한다.

　정답: ⑤

자전거 사고에 대한 개괄적인 원인에 이어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루

어진 글이다. 이런 문제에서는 부사구[어]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To

begin with로 시작하는 (C)에선 부품 고장이 언급되어 있고, 그에

이어 (A)에서는 구체적인 예(for example)로서 brake 고장을 들고

있다. 그리고 (B)에서는 그와 비슷한 정도(similarly)로서 weak

light 역시도 문제가 된다고 첨언하고 있다.

equipment failure: 부품 고장 defective: 결함이 있는

29. 나는 여전히 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어젯밤 너와의 대화는

아주 좋았었고, 금요일에 네가 여기 온다는 것은 더욱 더 좋았었다.

난 여전히 커다란 구름 위를 걷고 있고, 역에서 너를 만날 때 나를 둘

러싼 행복의 빛 때문에 나를 볼 수 없더라도 놀라지 말아라. 가족 모

두가 너를 만나고 싶어한단다. 금요일에 너를 볼 때까지 손꼽아 기다

리겠다.

　정답: ①

만남에 대한 기대로 가득찬, 은유가 풍부한 글이다.

30. 내가 소녀였을 때, 나는 부모님의 태도와 나의 태도 사이의 차이

점에 대해 결코 논쟁해 본 적이 없었다. 나의 아버지가 어떤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리시면 늘 그것으로 그 문제의 끝이었다. 토론으로 당

신의 마음을 바꾸신 적은 거의 없었고, 의견의 불일치도 참지 못하셨

다. 그러나 오늘날의 부모와 자식의 상황은 다르다. 나의 남편과 나

는 주어진 상황에 대해 우리 자식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

는 것 사이의 심한 차이점에 대해 논쟁해야만 한다. 우리는 세 딸 모

두와 의견 불일치를 겪어 왔다.

　정답: ④

빈 칸 (A)의 다음 문장, 토론으로도 아버지의 마음을 바꿀 수 없

고, 의견 불일치도 못 참으신다는 것으로 보아, 한 번 판단을 내리면

그것으로 end임을 알 수 있다. (B) 역시 바로 앞의 문장을 보면 We

와 의견 불일치를 겪어 왔음을 알 수 있다.

deliver: (의견을) 말하다, 옮기다 issue: 논(쟁)점, 발행, 유출

disagreement: 의견 불일치 contend with: ～와 논쟁하다

31. 수년 간의 연구와 값비싼 실험 후에, 생물공학 방면의 전문가들

을 보유하고 있는 독립 연구소는 마침내 알약의 형태로 먹을 수 있는

자연 발생적인 물질을 발견해 냈다. 현재 그것은, 한 달에 10파운드

씩 감량하고 있는 수백만의 과체중 남녀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

다. OTAF를 만들어 내는 데 15년 이상의 연구와 200개 이상의 의

학적 문서 연구가 행해져 왔다.



　정답: ③

overweight, losing... ten pounds a month로 보아 체중 감량

제임을 알 수 있다.

experimentation: 실험 independent: 독립적인

laboratory: 실험실, 연구소 biotechnology: 생명공학

uncover: 밝혀내다 overweight: 과체중의 lose: 감소하다

document: 문서로 증명하다

32. 어떤 교수가 도덕적인 반대 때문에 사전에서 단어를 빼버린 편집

자의 부정직에 대해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했다. 한 개인의 도덕심이

학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극구 비난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

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다. “그런데 교수님. 그 단어가 뭐였습니까?”

교수는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더듬었다. “잘 모르겠군. 그 단어가 여

학생이 듣기에 적절할지….”라고 그는 말했다.

　정답: ⑤

교수가 얼굴이 달아오르고 말을 하지 못한 것은, one's personal

morality가 scholarship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주장에 위

배되는 행동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수는 알면서도 말

을 하지 못하고 있다.

dishonesty: 부정직 omit: 빠뜨리다, 생략하다 objection:

반대 morality: 도덕성 get in the way of: ～을 방해하다

scholarship: 학문 thunder: 극구 비난하다, 고함치다 flush:

(얼굴이 확) 붉어지다 falter: (말을) 더듬다, 비틀거리다

suitable: 적당한 female: 여성, 여자

33. 15년 전에 테니스화를 사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상점에

들어가면 아주 적은 선택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포츠

상점에 들어서면 수백 가지의 다른 모양에 놀랄 것입니다. 컴퓨터 프

린터도 비슷합니다. 처음 프린터가 상점에 나왔을 때 선택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는 엄청나게 많은 프린트 기술이 존재합니다.

→ 컴퓨터의 폭넓은 다양성은 오늘날의 테니스 신발 기술의 그것처럼

당신을 놀라게 한다.

　정답: ②

15년 전의 테니스화에 비해 오늘날에는 너무도 다양한 제품이 출

시되어 있는 것처럼, computer printer도 그러하다는 내용이다.

remember ～ing: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다 be amazed

at: ～에 놀라다 plethora: 과잉, 과다

34.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실망했을 뿐 놀라지는 않았다. 우선권은

잘 알려져 있었다. 즉 학업 성적과는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남학생에

게 돌아가고, 그러고도 남겨진 돈이 충분하다면 우수한 여학생에게

돌아간다. 남성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지만, 여성에 대한 교육은 사

치스러운 것이다. 결국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도록 운명지

어진 사람은 남성이다. 여성의 경우는, 글쎄, 상식 정도이면 아이를

기르는 데 충분하다나.

　정답: ⑤

여성 교육에 대한 성차별적인 현실을 알고 있는 그녀이기에, 글 서

두에서도 not surprised, 결코 놀란 것이 아니라고 반복해 말하고

있고, 그 이후 부분에서도 남성 위주의 사회 모습에 대해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disappointed: 실망스러운 priority: 우선권 regardless of:

～에도 불구하고 academic: 학구적인 luxurious: 사치스런

be destined to: ～할 운명에 처해 있다 measure: 범위, 정도

cf. in a measure: 어느 정도, 다소 common sense: 상식 be

sufficient for: ～에 충분한 bring up: (아이를) 양육하다

35. 바닷가는 이상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지구의 오랜 전 역사를 통

해 볼 때 그곳은 불안정한 곳이다. 영원한 리듬으로 조수가 밀려들

고 밀려갈 뿐 아니라, 해수면의 높이 자체도 결코 안정적이지 못하

다. 빙하가 녹거나 커짐에 따라 그것은 올라가기도, 내려오기도 한

다. 오늘날에는 좀더 많은 육지가 바다에 속할 수도 있지만, 내일은

덜 그럴 수도 있다.

　정답: ④

해안선의 진퇴,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이 보여주는 바다의 변화무쌍

함에 대한 글이다. ③과 ⑤는 단지 글에서 한번씩 언급된 부분적인

소재일 뿐이다.

edge: 가장자리 unrest: 불안정한 retreat: 후퇴하다

glacier: 빙하

36. 한 그룹은 예술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멕시코 문화의 찬양자로

서, 그들은 그들이 쓰고 있거나 그리고 있는 그 주제에 근접하기를

원한다. 또다른 그룹은 줄어든 수입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퇴직자

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긴 낮잠을 잘 수 있는 한가로운 생활 방

식을 좋아하고, 온화한 기후를 즐긴다. 세 번째 그룹은 화려한 야간

생활이 있는 휴양지에 매료되어 있다. Acapulco에서 그들은 밤새 놀

수 있고 따뜻한 바닷물에서 수영할 수 있다.

　정답: ⑤

서로 다른 기호와 특징을 지닌 세 그룹에 대한 서술과, 그 내용의

긍정성으로 보아, 이 글의 앞에는 Mexico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모

두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와야 한다.

be composed of: ～으로 구성되어 있다. consist of: ～으로

구성되어 있다 retire: 은퇴(한 사람) nap: 낮잠 temperate:

온화한, 적당한 resort: 휴양지

37. 남성의 옷은 매우 약간씩, 그들이 일하는 장소에 따라서 꾸준히

변화한다. 확실히 적절한 의복으로 여겨지는 것은 지역에 따라 차이

가 있다. 가장 큰 대변혁이 일어난 것은 바로 레저복과 스포츠 의류

이다. 작년에 팔린 스포츠 의류의 수는 1,250만에서 1,340만으로

증가했다. 이제 여성 패션에서의 변화를 보자.

　정답: ①

남성복의 변화가 서술되어 있는 글이다. 이제 여성복쪽을 살펴보자

는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대로 답이 나온다.

slightly: 약간 regional: 지역의 turn: (관심 등을) 돌리다

38. 식사 시간 동안 스트레스에 기여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음식의

소화를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식사 전에 음

료수를 마시거나 감사 기도 같은 식사 의식을 발전시켜 왔고, 이런

의식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몸을 음식물



을 흡수하기에 알맞은 상태로 만들어 준다. 그것들은 몸의 긴장을 풀

어주고 음식물 소화에 필요한 적절한 소화액을 분비시킨다.

　정답: ②

식사 의식이 발전하게 된 배경에 대한 글이다. 식사 의식이 결국

음식물을 잘 받아들이도록 우리 몸의 상태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interfere with: ～을 방해하다 digestion: 소화(작용)

evolve: 발전시키다 ritual: 의식 relax: 편하게 하다

39. Greenpeace는 자연 세계의 보호에 기여하는 국제적 비영리 조

직입니다. 우리의 활동은 주로 일반 기부금과 회비로 충당됩니다. 만

약 당신이 후원자가 되고 싶어하신다면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기부

금과 함께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Greenpeace에 대한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정답: ④

Greenpeace의 조직 소개, 자금 운영 방법 설명에 이어, 결국 후

원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 감사하다는 것 등으로 보아, 후원 회원

을 모집하는 광고글이다.

non-profit: 비영리 dedicate: 기여하다, 헌신하다

protection: 보호 fund: 자금을 공급하다 donation: 기부

membership: 회원 subscription: 기부금

40. 처음 3주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당신의 지시

에 따라 나는 매일 오전 10시 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잔디에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엄마, 엄마는 개가 여러 번 외출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개를 하루에 4번

씩 산책시켰습니다. 엄마도 생각나시겠지만, 저는 반대하면서도 개를

산책시켰습니다. 예, 저는 착한 아이니까요. 그러나 엄마의 총애하는

딸인 Susan이 여름 캠프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시간제 부모가 되어

야 했어요. 바로 그 때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죠.

　정답: ④

여름 캠프에 다녀온 것은 필자의 동생인 Susan이다.

run: (순조롭게) 진행되다 according to: ～에 따라서

instruction: 지시, 가르침 recall: 상기하다, 생각해 내다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41. 너무 느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동작은 어떠한가? 그 문제

는 저속 촬영 사진기의 사용으로써 해결되었다. 이 카메라에서는 찍

히는 동작의 종류에 따라, 초당 또는 분당 또는 심지어 시간당 한 번

만 찍도록 셔터가 장치되어 있다. 저속 필름이 초당 24 영상의 정상

속도로 투영되면, 콩의 싹이 땅 위로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저속

촬영 필름은, 너무 느려서 육안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많은 동작의

유형들에 대한 연구에 있어 유용하다

　정답: ⑤

저속도 촬영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너무 변화가 더뎌서 육안

으로 관찰하기 불가능한 것, 예를 들어 콩의 발아 같은 것도 저속 촬

영으로 관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motion: 움직임, 이동 too ～ to ...: 너무나 ～해서 …할 수 없

는, …하기에는 너무도 ～한 time-lapse: 저속도 촬영의 gear:

설치하다, 조정하다 depending upon: ～에 따라서 project: 투

영하다 unaided: 남의 도움 없이 cf. the unaided eye: 육안

42. 최근에 나의 아프리카 친구는 말했다. “당신 미국인들은 항상 개

인주의가 좋은 것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개인주의를 좋은 것으로 보

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자는 외로운 사람이라 느낍니다.” 한편

당신이 프랑스인과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당신 미국인은 전혀 개인

주의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개인주의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미국인에게 개인주의자는 자기 자신의 삶을 소중히 하는 사

람인 반면에, 프랑스인에게 개인주의자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다.

　정답: ①

아프리카인은 개인주의에 대해 부정적일 뿐, 개인주의가 심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또한 프랑스와 미국에서 말하는 개인주의는 그

의미가 다르므로, ⑤처럼 프랑스인의 개념으로는 미국인들은 전혀 개

인주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이도 정답이다.

individualism: 개인주의 individualist: 개인주의자

individualistic: 개인주의적인

43. 우리는 정말 최고의 대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아마도 그

렇다. 그러나 모든 교육자들은 약간의 과목을 더하거나 빼기도 할 것

이다. 그리고 어떠한 교과 과정의 목록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에게 좋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교수들은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 역시 자신들

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대학만이 교육받은 사람이란 무엇인지

를 정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 학생이 그

가 다니는 대학이 프로그램을 정정했을 때 항의했다.

　정답: ④

university programs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도 인정되어야 한다

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대학 프로그램을 약

간만 더하거나 뺀다는 것에서 그에 대한 대학 당국의 부정적 이미지

를 읽을 수 있고, 나아가 글의 후반부에서는 그에 대한 학생들의 권

리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subtract: 빼다 approve: 좋다고 인정하다, 찬성하다

protest: 항의하다 revise: 정정하다

44.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믿는다. 그들은

부유하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할 거라고 믿

는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나 지식, 건강에 가치를 두

고, 이러한 것들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나의 경우 행복이란 나

의 가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나의 부인과 아이들이 조화를 이

루고 산다면 난 행복하다. 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좋은 시간과 슬픈

시간을 함께 나누고 서로 의사 소통을 할 때 난 행복하다.

　정답: ③

필자에게 행복이란 가족 구성원들 모두과 잘 지낼 때를 말한다.

value: 높이 평가하다, 소중하게 여기다 tie to: ～에 묶여 있다

in harmony: 조화를 이루어

45. 처음으로 흑인역사주간을 축하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왜 우리가 한 그룹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업적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한 주일을 기념해야 하는가?” 이 대답은 매우 간단하



다. 왜냐 하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뛰어난 업적은, 그 거대한 의미

심장함에도 불구하고 도난당했거나 간과되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문화의 도가니이기 때문에 모든 미국인은 서로에 대해 알 필요가 있

고 다양한 인종 집단이 기여한 공적을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정답: ⑤

celebration: 축하 raise: (문제 등을) 제시하다 attention:

주목 outstanding: 두드러진, 현저한 overlook: 간과하다

despite: ～에도 불구하고 melting pot: 도가니 appreciate:

높이 평가하다 racial: 인종(상)의

46.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 않으면 서로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히말라야 기슭에서부터 내려오는 민담이 있다. 어떤 사람

이 눈먼 친구에게 흰색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다.

“글세, 그건 언덕 위의 눈과 같아.”라고 그가 말했다. 그러자 눈먼

사람이 “오, 그렇다면 일종의 젖은 색깔이구나.”라고 말했다. 그 사람

은 “아냐, 아냐, 그것은 목화나 양털과 같은 색깔이야.”라고 말했다.

“오, 알겠다. 그것은 틀림없이 솜같이 부드러운 색깔이야.” “아니야,

그것은 또한 종이 같아.” “그러면 그것은 깨어지기 쉬운 색이구나.”라

고 눈먼 사람이 말했다.

　정답: ①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다. 눈먼 사람과는 사물을 보는 경험을 공

유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눈에 대해 아무리 시각적인 설명을 해

도 그는 촉각으로 되물을 뿐 서로 의사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fragile: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47. 만약 희소성이 존재한다면, 개인들과 사회는 선택을 해야만 한

다. 이러한 선택은 ‘교환’을 포함하고, 그러한 교환 결과에 대한 인식

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당신이 쓸 돈 25달러를 가지고 있고, 양

자택일권을 교과서와 데이트로 좁혔다고 가정하자. 희소성은 두 가지

의 동시 구입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고, 책이나 데이트의 교환을 강요

하게 된다. 각각의 선택은 결과를 가진다. 교과서는 당신의 지식을

증대시킬 수 있고, 데이트는 즐거운 저녁을 의미할 것이다.

　정답: ①

희소성(scarcity)으로 인해 선택(choice)해야 하고, 이 선택시에

교환(tradeoff)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왜냐 하면 선택은 결과

(consequence)를 낳으니까. 결국 이성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내

용이다.

scarcity: 희소성 involve: 포함하다, (필연적으로) 수반하다,

필요로 하다 tradeoff: 교환, 흥정 necessitate: ～을 필요로 하

다 awareness: 자각, 인식 narrow: 좁게 하다 alternative:

양자 택일 prohibit: 불가능하게 하다, 금지하다 purchase: 구

입 impose: 강요하다, 부과하다 merriment: 명랑함, 흥겹게 떠

듦 rational: 합리적인

48. 외국어로 말하고 싶습니까? 이번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유익

한 밤이 될 것입니다. 지루한 강의와 전통적인 학습 방법을 잊으십시

오. 한 강의로 외국인과 사교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 주는 기

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개인적으로 유

익한 밤을 보내길 원한다면, 이 강좌를 놓치지 마십시오. 좌석은 제

한되어 있습니다.

　정답: ③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강좌에 대한 광고글이다.

profitable: 유익한 session: 수업, 회기, 학기 trick: 비결,

요령 shortcut: 지름길

[49～50]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불행한 사건들과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John은 주장했

다. “발전과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경험한 예견된 성장기의 위기가 있

다. 몇 가지 예로는, 어린이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것, 더 성장

하여 새 학교로 전학하는 것, 결혼, 또는 공무원 선거 등이 있다. 이

러한 사건들이 어린이와 부모 둘 다에게 위기의 발생을 촉진한다.”

“그러나 예견되지 않는 종류의 위기도 있다.”라고 Mary가 덧붙였

다. “이것은 자동차 사고, 해고되는 경우, 갑자기 병에 걸릴 경우, 법

적 소송에 걸릴 경우나 돈을 잃었을 때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원인

에 기인한다. 심각한 병은 관계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위기

를 가져온다. 그리고 부모의 죽음과 같은 감정적인 위기에 의해 병

자체가 유발될 수 있다.”

case: 실정, 사정, 진상 enrollment: 입학, 등록 transfer:

전학 hasten: 재촉하다 youngster: 젊은이, 어린이, (특히) 소

년 stem from: ～에서 유래하다 crash: 충돌 legal: 법적인

suit: 소송 concern: 관계하다, 걱정하다 emotional: 감정적

인

49. 　정답: ②

John과 Mary가 각각 위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John은 변화

와 성장의 과정에서의 예견된 위기를, Mary는 예견치 못한 위기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위기의 ‘유형(type)’에 대한 글이라 할 수 있

다.

50. 　정답: ①

loss of money는 예견치 못한 위기로서 Mary의 주장과 일치하고

promotion(승진)은 성장과 변화기의 위기로서 John이 말

하는 위기와 일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