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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석]

여: 아빠, 길 건너편을 보세요. 반 친구 Jane이 있어요.

남: 반 친구라고?

여: 예. 그 애는 대단히 유머가 넘치고 친절해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남: 그래? 어느 아이가 그 아이니? 머리띠를 매고 있니?

여: 아니에요. 머리를 양쪽에 묶었고 안경을 쓰고 있어요.

남: 줄무늬 셔츠를 입은 아이를 말하는 거니?

여: 아니에요. 그 사람 옆에 있어요.

남: 아, 알겠다. 그 애는 블라우스와 주머니가 달린 스커트를 입고 있구나.

여: 맞아요.... 어,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남: 이리로 그 애가 오는구나. 인사해야지.

[풀이]

양쪽에 머리를 묶고, 안경을 쓰고 있으며, 줄무늬 셔츠를 입은 사람 옆에 있다는

점, 그리고 블라우스와 주머니 달린 스커트를 입은 사람이라는 점으로 보아 ②번

사람이다.

[Words &Phrases]

headband: 머리띠 pigtail: (땋아) 묶은 머리 striped: 줄무늬의 traffic

light: 교통신호등

2.

[해석]

여: 이 과제물을 다 끝내지 못했어.

남: 어느 과제물을 말하는 거니?

여: 여기 국제자유무역에 관한 발표를 말하는 거야. 수 주일 동안 완성하려고 애를

써왔지만 다 못 끝냈어.



남: 녹초가 된 것 같구나.

여: 맞아. 최근에 상당히 열심히 해왔거든.

남: 너를 도울 수 있다면 좋겠구나. 이런 종류의 발표를 하는 것은 내 전공이거든.

여: 아, 그래? 그렇다면 한 시름 놓을 수 있겠구나.

남: 그래, 전혀 문제없어. 내가 너의 부탁을 들어 주어야 할 빚이 있거든. 너도 역시

과거에 나를 많이 도와주었잖아.

여: 내가 그 발표에 관한 모든 서류들을 가지고 있어.

남: 좋아. 지금 나에게 주렴.

[풀이]

여자가 과제물을 완성하지 못해 실망 또는 좌절된(frustrated)심경이었으나 남자가

자신감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여 고마워하는(grateful) 심경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①호기심이 있는→즐거운 ②침착한→부끄러운 ③안심한→짜증난 ④절망한→당황한

[Words &Phrases]

assignment: 과제물 presentation: 발표 lately: 최근에 specialty: 전문, 전

공 be a weight off one's mind: 한 시름 덜어주다 owe: -의 신세를 지다

3.

[해석]

여: 요즈음, 주차 걱정 없이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살 수 있는 쇼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으로 쇼핑하러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

리 이웃에 있는 재래시장으로 가는 것을 여전히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를 아시나

요? 우선, 거기에서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시장 사람들이 활발하기 때문에

나는 활기찬 기분이 들어요. 게다가,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와 함께 다니던 몇몇 상

점이 있습니다. 상점주인들은 다정하고, 사는 물건값을 심지어 나중에 지불할 수 있

도록 해줍니다. 내가 재래시장을 좋아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원할 경우 소량의 물

품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이유에 대해 계속 무한히 말할 수 있지만 직

접 가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풀이]

신선한 공기, 활기찬 분위기, 외상거래, 소량 구매에 관한 언급은 차례대로 있었으

나 가격 흥정에 관한 것은 이유로 언급되지 않았다.

[Words &Phrases]

one-stop shopping: 한 상점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다 살 수 있는 쇼핑 local

market: 지역 내에 있는 재래시장 breathe: 호흡하다 energetic: 활기찬, 원기

왕성한 amount: 양 go on: 계속 (말)하다



4.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남: Star 홈쇼핑입니다. 도와드릴까요?

여: 안녕하세요. 그저께 Extreme World II의 복사판을(→‘를’로 수정) 샀거든요. 그

런데 환불을 받고 싶어요.

남: 환불을 원하는 이유를 물어보아도 되겠어요?

여: TV에서는 매우 흥미롭게 보였지만 직접 해 보았을 때는 그다지 재미없었어요.

남: 손님의 컴퓨터에 그것을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여: 물론이죠, 설치했습니다.

남: 죄송합니다. 제품이 일단 설치되고 나면 환불해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 회사의

방침입니다.

여: 그래요? 제가 이곳의 회사 방침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남: 상자 표면에 쓰여 있습니다.

여: 어, 이런!

[풀이]

여자가 제품을 컴퓨터에 설치했다는 말과, 제품을 일단 설치했을 경우 환불이 안

된다는 남자의 말에 따라 ③(컴퓨터에 설치해서)이 이유로 적절하다.

[Words &Phrases]

refund: 환불 install: 설치하다 product: 제품 policy: 방침

5.

[해석]

남: 아, Julia, 오셨군요. 체크인을 했어요?

여: 그래요, 했어요. 곧 비행기에 탑승해야 하는데요.

남: 그래요. 작별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여: 그래요. 어쨌든 공항까지 저를 배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 천만에요. 당신을 여기에서 태워다 드린 것이 한 달 전이었지만 어제 같아요.

여: 정말 그래요, 하지만 내년에 시카고 회의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남: 맞아요.

여: 그렇다면, 시카고 일대를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입니다.

남: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여: 더할 나위 없이 환영받을 겁니다.

남: 귀국하시자마자 몇 줄 써 보내시겠어요?

여: 물론이죠. 극진히 환대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 천만에요. 당신을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즐거운 여행되시기 바랍니다.

[풀이]



여자가 공항까지 배웅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는 말, 여자가 공항에서 떠나는 상황

이라는 점에서 남자는 여자를 위해 공항까지 배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Words &Phrases]

board: 탑승하다 conference: 회의 look forward to: 간절히 기다리다, 고대하

다 drop - a line: 몇 줄 써 보내다 hospitality: 후한 접대, 환대

6.

[해석]

남: 경청해 주시겠어요? Stephen 교수님이 연설하시기에 앞서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12시 뷔페 오찬을 위한 티켓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공사 중

인 관계로 Western Grill이 아니라 Rosemary Room으로 가셔야 합니다. 오전 회의

연사에게 더 많은 시간을 드리기 위해 오찬 시각도 12시 15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즐거운 회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사인 Andrew Stephen 교수를 소개하겠

습니다. 교수님이 나오실 때 박수갈채를 보냅시다.

[풀이]

뷔페 오찬 장소를 Rosemary Room으로, 오찬시각을 12시 15분으로 변경하는 내용

의 안내이므로 ‘① to announce changes in the schedule(계획의 변경을 알리기 위

해)’가 목적으로 적절하다.

② Stephen 교수의 연설을 취소하기 위해 ③ 회의 참석을 장려하기 위해 ④ 내일

회의의 연사를 소개하기 위해 ⑤점심식사 티켓을 어디에서 구매해야 할 지 사람들

에게 알리기 위해

[Words &Phrases]

luncheon: 오찬(회) instead of: -대신에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인

session: 회기, 개회중인 시간 conference: 회의 give ---a big hand: ---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다

7.

[해석]

여: 이봐, 그 차트로 뭐하는 거야?

남: 칼로리를 계산하고 있어. 하루에 2,000 칼로리 이상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

여: 아.... 그렇다면 내가 도와주지. 내가 수학을 잘하거든. 오늘 지금까지 무엇을

먹었니?

남: 점심 식사로 감자튀김과 치킨 샌드위치를 먹었고, 저녁 식사로 피자 두 조각을

먹었어.

여: 좋아. 어디 보자.... 치킨 샌드위치는 700 칼로리, 감자튀김은 400 칼로리, 피자

두 조각은 1,000 칼로리. 맞지?



남: 그래.

여: 아침을 먹지 않았니?

남: 그래, 아침을 먹지 않았어. 아, 피자와 함께 콜라 먹은 것을 깜박 잊고 말하지

않았구나.

여: 그럼, 그게 또 200 칼로리구나. 의사 선생님께서 하루 2000 칼로리라고 말씀하

지 않았니?

남: 맞아. 내가 너무 많이 먹은 것 같다는 말 아니니?

여: 너는 오늘 밤에 많이 걸어야 할 것 같구나. 그리고 건강식도 역시 시작해라.

[풀이]

치킨 샌드위치 700, 감자튀김 400, 피자 두 조각 1000, 콜라 200을 모두 더하면 섭

취한 총 칼로리는 2300이므로 의사의 권장량인 2000칼로리보다 300칼로리를 더 섭

취했다.

[Words &Phrases]

calculate: 계산하다 French fries: 감자튀김 slice: (빵․햄 따위의) 얇은 조각

skip: 거르다, 빼먹다

8.

[해석]

여: 네 생일 선물로 무엇을 가지고 싶니?

남: 이미 아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마음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여: 하지만 네 엄마는 너에게 강아지 사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l

남: 그건 부당해요. 저는 강아지를 가지고 싶어 죽겠어요.

여: 글쎄, 너는 엄마를 이해해야 해. 네 엄마는 개 알레르기가 있어.

남: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는 당신들이 어린 소녀들이었을 때 강아지를 가지도록

허락했잖아요?

여: 맞아. 네 엄마는 그 당시에 알레르기가 없었거든.

남: 이모님은 어떤가요? 이모님도 지금 개 알레르기가 있는 거에요?

여: 없어, 생각해보니..., 정말 없구나.

남: 어째서 엄마와 이모님 두 분은 그렇게 다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풀이]

여자는 남자에게 your mom이라고 언급한 점, 여자의 어린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

지께서 강아지를 가지도록 허락했다는 말, you two sisters라고 마지막에 언급했다

는 점들로 미루어보아 ①aunt-nephew(이모-조카)의 관계로 추론할 수 있다.

②어머니-아들 ③아내-남편 ④조카딸-삼촌 ⑤할머니-손자

[Words &Phrases]

allergic: 알레르기에 걸린 come to think of it: 생각해보니, 참으로



9.

[해석]

남: 실례합니다. 귀찮게 굴어 죄송합니다.

여: 괜찮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남: 이번이 저의 처음 기차여행이라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 좌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여: 당신의 좌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 여기 나의 티켓이 있어요. 7번 객차의 좌석번호 13A번이라고 적혀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여: 예, 맞아요. 좌석 번호 13A번.

남: 잠깐만요. 스낵 판매원이 오고 있어요. 그에게 (지나갈 수 있게) 공간을 주어야

겠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 좌석번호가 13A번이 맞아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네요.

남: 무슨 문제죠?

여: 당신은 잘못된 객차를 타고 있어요. 여기는 7번 객차가 아닌 6번 객차에요.

남: 아휴, 대단히 죄송합니다.

[풀이]

남녀가 좌석 문제로 혼란이 생겨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자가 말한 “I'm so

confused because this is my first trip by rail.”과 여자가 말한 “You are in the

wrong train(→'place'로 수정).” 등의 표현들을 고려해 볼 때 기차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ords & Phrases]

disturb 방해하다, 폐를 끼치다

confused 당황한, 혼란스러운

snack 가벼운 식사

awfully 무척, 몹시, 무섭게

10.

[해석]

남: 실례합니다. 영어를 쓰시나요?

여: 예. 그렇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남: 밴을 가져가고 싶어요. 여기 예약번호가 있어요.

여: 아, 예. 잠깐만요.

남: 좋아요.

여: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록에 의하면 당신은 이번 달 18일 날

짜로 밴을 예약했어요.

남: 오, 이런! 오늘은 8일 인데.



여: 당황하지 마세요. 온라인상에 있는 다른 렌털 대리점을 확인해 볼게요. 당신은

운이 좋군요. 다른 대리점에서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회사에는 당신을 기다리

고 있는 밴이 있군요.

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여: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풀이]

남자가 밴을 빌리려 왔으나 예약이 잘 못되어 빌려 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여자는

온라인 상에 등록되어 있는 다른 렌털 대리점을 통해 밴을 구해 준다. 따라서

finding a van online이 가장 적절하다.

[Words & Phrases]

pick up (물건을) 가지러 가다, 도중에서 태우다, 차로 마중나가다

van 배달용 화물 자동차

panic 당황하다, 공포, 당황, 당황한

agency 대리점

appreciate 감사하다

11.　

[해석]

여: 나의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 임박했어. 곧 그분들을 위해 무언가를 사야 해.

남: 그래, 나는 백화점에 갈 예정이야. 나와 같이 갈래?

여: 고마워. 그러면 좋겠구나. 언제 가지?

남: 내일 시간 있니? 주말은 피하는 게 낫겠어. 그땐 너무 붐빌 거야.

여: 미안해. 내일 나는 일을 해야 해. 너무 피곤할 것 같아.

남: 네 말이 맞아. 6월 9일은 어때? 그날 나는 시간이 있어.

여: 그러나 나는 오후에 테니스 교습을 받기로 되어 있어.

남: 알았어. 그러면 어느 날이 적절하니?

여: 모레 그곳에 가면 어때? Sam을 위한 송별회가 오래 걸려서는 안 돼(→'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로 수정).

남: 좋아. 파티가 끝나자마자 가도록 하자.

[풀이]

남녀는 백화점에 같이 갈 날짜를 정하고 있다. 내일은 갈 수 없고 주말도 같이 갈

수 없다. 여자가 모레갈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 Sam을 위한 환송회가 오래 걸려서

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 이날에 환송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레

의 날짜가 표를 참고해 보면 6월 8일이므로 오늘은 6월 6일임을 알 수 있다.

[Words & Phrases]

anniversary 기념일

around the corner 임박하여



be supposed to V ~하기로 되어 있다

suit 적합하다, 적합하게 하다, 일치하다

farewell party 송별회

12.　

[해석]

여: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올림픽 예술 경연대회에 관하여 학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교과서 53페이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술 경연대회는 1912년에 시

작되었습니다. 모든 예술작품은 스포츠에 관한 것이고 창작물이어야 했습니다. 예술

가들이 다수의 작품을 출품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여러 개의 상을 타는 것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메달은 건축, 문학, 음악, 그림 그리

고 조각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 수여 되었습니다. 예술 경연대회는 올림픽 운동선수

들의 조건이 아마추어인 반면에 예술가들은 전문가로 여겨졌기 때문에 1956년에 중

단되었습니다. 이해하겠어요?

[풀이]

1956년에 예술경연대회가 아마추어 정신에 위배되는 전문가들의 대회라고 하여 중

단되었다. 따라서 올림픽 문화행사로 대체되었다는 내용과는 위배된다.

[Words & Phrases]

competition 경쟁, 시합, 경연대회

enter 입회하다, 신청하다, 등록하다

multiple 복합의, 다수의

architecture 건축

sculpture 조각

13.　

[해석]

①여: 속도를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남: 죄송해요. 더욱 조심할 게요.

②여: 실례합니다, 아저씨. 제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남: 매우 친절하군요. 하지만 전 서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③여: 이 차는 사실상 새 차입니다. 고작 5000킬로미터만 달렸어요.

남: 하지만 사고가 났던 것처럼 보이는 데요.

④여: 당신의 가방을 옮겨 주시겠어요? 앉고 싶어요.

남: 정 그러시다면, 그것을 여기 위에 둘게요.

⑤여: 운전하기에 참 좋은 날씨군요!

남: 몇 시에 도착하기로 되어있죠?

[풀이]



그림의 상황은 버스 안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학생이 서있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실례합니다, 아저씨. 제 자리에 앉으시겠어요?”라고 물었을

때 “매우 친절하군요. 하지만 전 서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라고 답변한 것이 가

장 적절한 대화이다.

[Words & Phrases]

prefer 더 좋아하다

if you insist 정 그러시다면

be scheduled to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14.　

[해석]

남: 엄마, 저의 학교소풍을 위해 모두 다 준비해 뒀나요?

여: 그래. 다 준비된 것 같아. 너 스스로 확인해 보렴.

남: 배낭에 많은 양말을 넣어 두었나요? 우리는 하이킹을 가기로 되어 있어요. 어디

보자...

여: 물론 내가 넣어 두었지.

남: 오. 그래요. 여기에 있네요. 내 모자는 어디 있어요? 그것도 배낭에 있나요?

여: 벽장 속을 보렴.

남: 아, 벌써 내 모자를 세탁해 두셨군요. 정말 친절하십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 카

메라는 어디에 있어요?

여: Peter야. 내가 언제나 너에게 시중을 들기로 되어 있니?

남: 죄송해요, 엄마. 오, 카메라가 여기 내 책상서랍 속에 들어 있네요.

여: 이봐, 칫솔과 치약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마.

남: 상기시켜줘서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잊을 뻔 했어요.

여: Peter야, 네가 잊은 것을 알고 있었어.

남: 엄마. 당신이 최고에요! 다음 주에 뵈요!

여: 나 없이 어떻게 꾸려 나갈거니? 조심해!(→‘잘 다녀와라!’로 수정)

[풀이]

학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물을 일일이 챙겨주는 어머니가 잘 다녀오겠다고 인

사하는 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은 “나 없이 어떻게 꾸려 나갈거

니? 조심해!”가 가장 적절할 것이다.

① 벽장에서 양말을 찾아볼게.

② 안녕! 지금 배낭을 사는 게 어때?

④ 미안해. 너의 카메라가 곧 준비될 거야.

⑤ 돌아온 것을 환영해. 학교여행이 어떠했니?

[Words & Phrases]

backpack 배낭



go hiking 하이킹을 가다

wait on 시중들다

drawer 서랍

15.　

[해석]

남: 이곳은 정말 아름답군!

여: 그래. 우리가 도심을 걷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남: 너의 말이 맞아. 마치 시골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여: 저기 오리들과 아름다운 나무를 봐.

남: 이 호수를 자원봉사자들이 훌륭하게 청소했군.

여: 정말이야! 이 호수가 과거에 얼마나 오염되었는지를 기억해.

남: 호수 주변에는 산더미 같은 쓰레기와 오물이 있었어.

여: 이제 공기도 깨끗해.

남: 그리고 눈에 띠는 쓰레기라고는 전혀 없구나.

여: 오늘 이곳에 산책을 하러 와서 참 즐거워.

[풀이]

도심을 산책하다가 호수주위에 와서 옛날에 비하여 깨끗해진 모습을 보며 서로가

감탄하고 있는 대화 내용이다. 맨 마지막에 여자가 “눈에 띠는 쓰레기라고는 전혀

없구나”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으므로 남자는 “오늘 이곳에 산책을 하러 와서

참 즐거워.”라고 맞장구를 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① 호수 주위의 쓰레기를 줍자.　

② 전에 이 산을 올라와 본 적이 있니?

③ 자원봉사자들이 이 호수를 청소해 주면 좋겠는데.

⑤ 너는 가끔 시골에 오니?

[Words & Phrases]

countryside 시골, 지방

volunteer 자원봉사자

You're not kidding! 농담은 아니겠지! 정말이야!

trash 쓰레기, 폐물, 오물

16.　

[해석]

남: 실례합니다. 누구 계신가요?

여: 안녕하세요, 손님. 도와 드릴까요?

남: 자동차 정비기사님이 계신가요? 제 차에 문제가 있어요.

여: 제가 자동차 정비기사입니다, 손님. 무엇이 문제 인 것 같아요?



남: 제가 브레이크에 밟을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요.

여: 자... 제가 점검해 볼게요.

남: 음... 죄송합니다. 저는 .....라 생각지 못했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여: 알아요. 당신은 결코(→삭제) 여자 정비사를 결코 본 적이 없죠.

남: 맞아요. 저는 그 일이 남자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 오늘날 여성이 하고 있는 일에 놀라실 거 에요.

남: 하지만 자동차 수리는 여성들에게 육체적으로 너무 벅찬 일이 아닌가요?

여: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나의 일을 좋아해요. 보기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풀이]

자동차 수리공은 남자가 하는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남성고객이 자기 일에 자

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 정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용이다. 맨 마지막에 “하

지만 자동차 수리는 여성들에게 육체적으로 너무 벅찬 일이 아닌가요?”라고 말했을

때 자기 일을 당당하게 생각하는 여성으로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나의 일

을 좋아해요. 보기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이다.

② 아니에요. 됐습니다. 저는 작업 중에는 담배를 피질 않아요.

③ 예. 물론이죠. 단신의 차는 매우 더러워요.

④ 예, 그래요. 내 차의 오일을 갈아야 해요.

⑤ 예, 그는 그의 직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Words & Phrases]

mechanic 기계공; (기계) 수리공, 정비사

available 입수 가능한, 이용할 수 있는

demanding (일이) 힘든, 벅찬, (사람이) 너무 많은[지나친] 요구를 하는

17.　

[해석]

다음 주에, Michael은 어려운 영어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Michael은 도서관에서 시

험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며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갑자기, Michael옆

에 앉은 여자가 그녀의 연필을 책상위에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어폰으

로 록 음악을 듣고 있는 듯 했으나 그녀가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Michael은 그의 공부에 집중하려고 했으나 연필을 두드리는 소리는 계

속해서 그를 자극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Michael은 그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하

겠습니까?

[풀이]

도서관에서 시험 준비를 하는 도중에 옆에서 볼펜을 두드려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

는 여성에게 할 수 있는 말로는 “연필을 두드리는 것을 멈춰줄 수 있나요?”가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① 제 영어 시험 준비를 도와주시겠어요?

② 도서관의 폐관시간을 알려줄 수 있나요?

④ 제 이어폰을 빌리고 싶으세요?

⑤ 저와 함께 음악회에 갈까요?

[Words & Phrases]

all of sudden 갑자기

tap 두드리다, 치다

disturb 방해하다

irritate 성가시게 굴다, 자극하다

18.

[해석]

그것은 사람들을 재빨리 알게 되고 그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

중의 하나이다. 다른 동료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워한 나머지, 사람

들은 공격을 곧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움츠리는 달팽이처럼 자신의 내부 속으로

움츠려든다. 위험을 무릅써라. 그가 호의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라. 매번 호의적인 상

황을 맛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호의적인 쪽으로 자주 전개될 확률이 높다. 대

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우정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다른 동료가 항상 호의적으로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를 거절할까봐 그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에게 먼저 말을 해라, 그러면 그가 호의를

갖기 시작할 확률이 높다.

[풀이]

사람들과 친해지지 못하는 장애물중의 하나인 이것을 필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좋

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Fear)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① 자긍심(Pride) ②

동정심(Sympathy) ③ 질투(Jealousy) ⑤ 초조함(Impatience)

[Words & Phrases]

close 친한 hole up 몸을 숨기다, 움츠리다 snail 달팽이

risk 위험, 모험 odds 가망성, 확률(=chances)

yearn 갈망하다(=long, crave) appear - 하게 보이다

reject 거절하다 warm up 호의를 갖게 되다

19.

[해석]

일을 하던 하지 않던 모든 엄마들은 모성애란 결국 어떤 누구에게도 자동적으로 부

여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위안을 얻을 것이다. Davis에 있는

California 대학의 한 인류학자가 엄마와 자식 사이의 생물학적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를 연구하였다. 엄마들은 선천적으로 이타적인



존재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새끼를 사랑하게 된다고 그녀는 말했다. 게다가, 엄

마 자신의 행복이 아기를 양육하는 것과 충돌할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말했다. “여

성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죄의식을 느낄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라고 그녀는 말했다.

[풀이]

모성애가 엄마라면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에 엄마들이 느낄 안

도감을 언급하며 모성애에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였고 인류학자의 말을 통해 엄마 자신의 행복과 모성애가 충돌할 수 있으므

로 그들의 그런 감정에 대해 죄의식과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

다. 따라서 인류학자의 말을 직접 빌려 설명하는 그들의 감정(their feelings)이란 자

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감정을 의미한다.

[Words & Phrases]

relieved 안도하는 after all 결국, 어찌됐건 anthropologist 인류학자 innately 선

천적으로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in addition 게다가 nurture 양육하다

instructive 교육적인, 본받을 만한, 도움이 되는

20.

[해석]

저희는 귀하께서 귀하의 복사기를 검사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비스 센터에서 복사기의 고장을 유발하는 두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

다. 첫째는, 언뜻 보기에도 복사기가 원래 복사하도록 만들어진 것보다 약간 더 많

은 양의 복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귀하의 부서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류를 복사하기 전에 덮개를 적절하게 덮고 있지 않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많은 기계부품의 고장을 유발해왔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대로 복

사기 교체를 제공할 준비는 되어있지 않지만, 손상된 복사기를 다른 더 큰 용량의

복사기에 대한 물품 값의 일부로 셈하여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풀이]

복사기를 검사한 결과를 통해 고장 원인을 설명하고, 교체 요청에 대해 손상된 복

사기를 더 큰 용량의 복사기에 대한 물품 값의 일부로 셈하여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는 회사의 방침을 글의 말미에 설명하고 있으므로 검사 결과에 따른 보상 판매 제

안이 글의 목적이다.

[Words & Phrases]

appreciate 감사하게 여기다 inspect 검사하다

service representatives 서비스 센터 contribute to -에 기여하다 breakdown 고

장 apparently 명백하게, 언뜻 보기에도

indication 징후 properly 적절하게 mechanical 기계의 replacement 교체

trade-in 물건 값 대신으로 주는 물품



capacity 용적, 용량, 성능

21.

[해석]

우리는 음악적 취향이 개성을 표현하는 대단한 방법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Columbia 대학의 사회학자들은 우리가 남들이 그 곡을 즐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곡을 좋아하고 열심히 듣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별히 개발된 웹 사이트

를 이용하여 그들은(사회학자들은) 14,000명의 사람들에게 무료 음악을 내려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음악이라고 웹사이트가

주장한 것을, 인기순위를 제공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

하였다.

[풀이]

(A)에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이며 동시에 our individuality를 목적어로 취해야 하

므로 expressing이 적절하다. 형용사인 expressive는 뒤에 제시된 소유격(our)과 함

께 쓰일 경우 그 뒤에 위치하여야 하므로 문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B)에는

Using이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살펴야 한다. 뒤에 동사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

아 분사이므로, 콤마(,) 뒤에는 offered의 주어이면서 동시에 using의 주어역할도 할

수 있는 they가 사용되어야 한다. (C)에는 select의 명사절이면서 동시에 were의 주

어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가 적절하다.

[Words & Phrases]

individuality 개성 sociologist 사회학자 claim 주장하다

popularity rankings 인기 순위

22.

[해석]

연주회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성공의 비결을 묻자, “계획된 태만”이라

고 답변했다. “제가 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때,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많은 일들

이 있었어요. 아침을 먹고 방에 들어가서 이부자리를 개고, 방을 정리하고, 마루에

먼지를 닦고, 내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이던 했어요. 그런 다음 서둘러 바이올

린 연습을 하러 갔죠. 생각했던 것만큼 바이올린 실력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

을 알게 된 저는 순서를 바꾸어 해 봤어요. 연습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저는 의도적

으로 다른 모든 일을 소홀하게 했어요. 계획된 태만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제 성공

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풀이]

①에는 바이올린 연주가가 답변하는 것으로 보아 질문을 받은 것이므로 was asked

가 적절하고, ③에는 made, straightened, and did와 함께 병렬구조를 이루므로

dusted가 적절하다. ④번과 ⑤번 모두 과거 사실에 대한 서술식 구조를 이루고 있



으므로 과거 시제가 적절하다. ②번은 things를 선행사로 취해 were가 적절한 듯

보이나, demand는 ‘-를 요구하다’라는 의미의 타동사이고 뒤에 목적어(my time

and energy)가 제시되고 있으므로 수동태가 될 수 없다. 즉, were demanded가 아

니라 demanded가 되어야 한다.

[Words & Phrases]

neglect 태만, 소홀 straighten 정리하다

come to one's attention 주의를 끌다 reverse 순서를 바꾸다 deliberately

고의로, 의도적으로 account for 설명하다

23.

[해석]

연금술사는 청중들을 속이기 위해 보통 이중 바닥의 도가니를 이용하였다. 구리나

청동 도가니의 바닥에 사금을 씌운 다음 왁스로 발랐다. 진짜 바닥처럼 보이도록

이 왁스에 색칠을 하였다. 연금술사는 도가니에 수은을 좀 넣고 가열하였다. 청중들

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그는 신비한 가루를 뿌려 넣고는 마찬가지로 신비

스런 몇 마디를 큰 소리로 하곤 했다. (금은 가장 완벽한 금속으로 간주되었고 다른

모든 금속들은 불완전한 금속으로 간주되었다.) 마지막으로 그가 “잘 보세요!”라고

말하면 도가니의 바닥에서 귀금속 덩어리가 발견되곤 했다.

[풀이]

연금술사가 마술로 청중을 속여서 놀라게 하는 방법에 대한 순차적 기술을 적어내

고 있는 글로 금속으로서의 금의 가치에 대한 ④는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다.

[Words & Phrases]

alchemist 연금술사 double-bottomed 이중 바닥의

melting pot 도가니 deceive 속이다 layer 겹, 층 mercury 수은

look upon A as B A를 B라고 간주하다 behold 보다 lump 덩어리

24.

[해석]

사람들은 같은 가치를 가진 뭔가를 획득한다는 생각보다는 뭔가를 잃을 것이라는

생각에 의해 동기를 더 받는 것처럼 보인다. 몇몇 연구가들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그들의 낭만적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상상하거나 평균 평점이 좋아지는 것을 상상

할 때보다 그것들을 상실하는 것을 상상할 때 훨씬 더 격한 감정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특히, 위험과 불확실성이라는 조건하에서 잠재적 상실의 위협이 인간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내과 의사들의 흡연자들에게 하

는 담배를 딱 끊으면 수명이 길어진다는 내용의 충고는 끊지 않으면 짧아질 수명을

언급하는 충고와 비교해볼 때 다소 효과가 떨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풀이]



동일한 가치라 할지라도 획득한 것보다는 상실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사례로 확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흡연

자들에 대한 금연 시 얻게 될 이득(수명 연장)에 관한 내과 의사들의 충고가 그렇

지 않을 경우 잃게 될 상실(수명 단축)에 대한 충고보다 효과가 떨어질 것

(ineffective)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① 비정상적인 ② 접근 불가능한 ③ 측정

할 수 없는 ④ 불편한

[Words & Phrases]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gain 얻다, 획득하다

as opposed to -와는 대조적으로 especially 특히 uncertainty 불확실 potential 잠

재적인 critical 중대한 decision-making 의사 결정

in this vein 이런 맥락에서 as compared with -와 비교하여

25.

[해석]

나는 카세트 녹음기를 사용하여 기말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다. 엄청난 양의 노트

내용을 내가 직접 읽은 것을 들으면서 나는 들리는 말에 반응하고 있었다(→‘내가

말에 반응하는 것을 들었다’로 수정). 그것은 정말 흥미로운 것이었다. 이 일을 통해

나는 화가 나고, 속상하고, 우울할 때 나의 목소리를 녹음한 후 그 내용을 나중에

듣는다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 나는 약간 괴롭거나 슬프다는 느낌을 갖게 될

때 나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 날 기분이 다시 좋아졌을 때

나는 그것을 재생했다. 그것은 정말 진실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진실

로 내게 다른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기회를 주었다. 나는 자신에 대한 평가

정보와 같은 것이 없다면 자기 변화를 이루어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풀이]

시험공부 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음을 알고(→‘내 목소리

로 녹음된 것을 들으며 시험공부를 하던 중 나도 모르게 나의 반응이 녹음된 것을

알고’로 수정), 이를 기분이 안 좋을 때 목소리를 녹음하는 방법으로 응용하여, 자신

에 대한 평가 정보(feedback)로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Words & Phrases]

a stack of ~ 많은, 다량의 eye-opener 진실을 밝히는 것 perspective 견해, 관점

26.

[해석]

국립도서관을 방문하는 젊은 작가들은 유명 작가들의 다듬지 않은 초고가 보관된

특별 구역으로 보내어진다. 이러한 실습은 그 이전에 천재적 작가들의 작품이 단

한 번 찾아든 영감으로 완성에 이른다고 생각한 그 젊은 작가들에게 상당한 충격이



된다. 이곳에서 젊은 작가들은 성공한 작가가 얼마나 흔히 두서없이 연속된 아이디

어로 작품을 시작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나중에 이러한 아이디어들 중 다수는

최종 구성에 포함되지 않지만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초고는 잘못된 생각처럼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펼쳐

가는 데 있어서 초기 절차로 간주된다.

[풀이]

위대한 작가들이 번뜩이는 영감으로 작품을 완성한 아니라 두서없이 나열된 아이디

어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걸작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다듬지 않은 초고는 아이디어를 펼쳐내는 데 필요한 절차가 된다.

[Words & Phrases]

rough 거친, 다듬지 않은 draft 초고, 원고 impact 영향, 충격 previously 이전에

inspiration 영감 concept 개념 discard 폐기하다

27.

[해석]

Stephanie Scott의 pit bull인 Reilly Ron은 낯선 사람에게조차 친근함과 애정을 보

인다. “이 개는 다른 개와 다를 것이 전혀 없어요.”라고 Stephanie는 말한다. 그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몇 안 되는 무책임한 개 주인들이 pit bull을 투견용으로 길

러서 악명을 부여하고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어떠한 개든 공격용으로 길러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품종의 개를 금지하는 법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정부의

연구를 근거로 제시한다. pit bull을 사랑하는 일부 사람들은 다른 품종의 개들도,

pit bull보다 더 위험하지는 않을지라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저는 저

의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저의 pit bull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구요, 장난감(→’

애완용’으로 수정) 푸들을 조심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물 거예요.’”라고 미시건 주에

거주하는 Devi Barry는 말한다.

[풀이]

맹견인 pit bull의 주인들이 pit bull은 천성적으로 포악한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주

인들에 의해 포악한 개로 길러진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조사 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

하고 있으므로 그 조사 자료에는 모든 개들은 공격용으로 길러질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빈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정답을 판단할 수 있다.

[Words & Phrases]

affectionate 애정 있는 irresponsible 무책임한 breed 품종 resident 주민

28.

[해석]

그것은 빨간색 플라스틱 단추와 옷깃, 그리고 축 늘어진 소매를 지닌, 줄넘기용으로

나 사용할 수 있을 듯한 보기 흉한 스웨터이다. 그것은 만든 지 천년은 지난 것처



럼 보이고, 그것이 설령 내 것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Price

부인은 “그건 누군가가 입어야 해.”라고 계속 말한다. 그러자 Sylvia Saldivar가

“Rachel이 입을 거라 생각해요.” 창피스럽게도 Price 부인은 그 애의 말을 믿고 있

다. 그런 닳아 해지고 낡아빠진 흉한 스웨터를 내가 입어야 한다고! Price 부인은

그 스웨터를 집어서 곧바로 내 책상 위에 놓지만, 항변하려고 입을 열려고 할 때

내 입에서는 정작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풀이]

Price 부인과 Sylvia Saldivar가 낡고 보기 흉한 스웨터를 입어야 할 사람으로 필자

(rachel)를 지목한 상황이므로 필자는 속상한(upset) 상태임을 알 수 있다.

[Words & Phrases]

stretch out 뻗다, 늘어지게 하다 jump rope 줄넘기용 줄 protest 항의하다

29.

[해석]

위의 도표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고기를 조리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고기는 마

이크로파가 나오는 시간 동안 오븐 안에서 가열된다. 마이크로파가 나오는 시간이

끝난 후 그것은 대기 시간 동안 계속 요리될 수 있다. 이제 먹을 준비가 된다. 도표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자레인지로 고기를 적당히 조리하기 위해서는 조리

강도를 중상에 맞춰야 한다. 양의 갈빗살은 돼지의 갈빗살보다 전자레인지 조리 시

간이 더 걸린다. 쇠고기 스테이크와 칠면조 가슴살은 총 조리시간이 같다. 당신은

닭 날개 고기를 오븐에 넣고 6분이 지난 후 먹을 수 있다. 당신은 쇠고기 스테이크

보다 닭 날개 고기를 조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

[풀이]

닭 날개 고기를 조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분이고 쇠고기 스테이크를 조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8분이므로 마지막 문장은 잘못된 진술이다.

[Words & Phrases]

microwave oven 전자레인지 standing time 대기 시간 properly 적절히, 적당히

rib 갈비 pork chop 돼지 갈빗살 breast 가슴살

30.

[해석]

Douglas 학원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3년 동안 계속 학문적 성과를 거둔 후 저

희들은 우리 학원의 활력을 유지하고 국제화 시대에 학생들의 욕구를 보다 더 충족

시키기 위해 중국어, 스페인어, 그리고 불어를 교육과정에 도입하는데 성공했습니

다. 저희들은 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재정 및 기타 분

야의 지원을 제공한 외부 협력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저희들은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 다수에게 공부할 만한



조용한 장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지도교사, 또는 운동을 하거나 다른 활동에 참

여할 오락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 Douglas 학원은 학생들을 위한 실용적 교과목을 개발해왔고 그 학원을 학생들

생활의 중심으로 만들기를 희망한다.

[풀이]

Douglas 학원이 개발한 교육과정은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실용적인 외국어 교과이

고, 학생들에게 공부할 장소와 각종 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Douglas 학

원은 학생 생활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ords & Phrases]

achievement 성과, 업적 curriculum 교육 과정 meet 충족시키다 financial 재정

적인 carry out 실천하다, 수행하다

31.

[해석]

Malthus와 Richardo는 출신 배경이 판이하게 달랐다. Malthus가 전통 있는 영국의

가문 출신에 영국 국교회의 목사직을 수행한 반면, Richardo는 유대인 이민자의 아

들로 1772년에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인 Abraham Richardo는 런던의 증권 중개업

자로 활동 허가를 받은 12명의 유대인 중개업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 Malthus가 충

실한 가정교사 지도를 받고 캠브리지에서 수학한 반면, Richardo는 14살에 아버지

를 따라 일하러 나가서 복잡한 금융 체제와 전략을 이른바 현장에서 체득하기 시작

했다. 그리고 그는 배움에 충실했다. “마이다스의 손”을 지닌 그는 20대 중반에 자

신의 회사를 설립하여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통해 큰돈을 벌었다.

[풀이]

런던에서 증권 중개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Malthus가 아니라 Richardo의 아버지인

Abraham Richardo라고 글 중반부에 언급되어 있다.

[Words & Phrases]

whereas ~인 반면에 immigrant 이민자 stockbroker 증권 중개업자 tutoring 가

정교사 지도 complicated 복잡한 strategy 전략 so to speak 이른바, 말하자면

investment 투자

32.

[해석]

유료화장실은 통상적으로 공항, 버스터미널, 기차역에 있었다. 그 화장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된 것은 전혀 아니었고, 화장실을 청소할 비용을 지불하

는데 보탬을 주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 입장 요금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 화장실을

보다 깨끗이 유지하게 자극할 것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그것은 효과가 없었다. 그

대신 유료화장실은 성난 사용자들에 의해 자주 더럽혀졌다. 대다수의 유료화장실은



시 당국에서 운영했으나 당국은 불평의 소리와 운영상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없

었다. 결국 유료화장실은 점점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풀이]

두 번째 문장에 유료화장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운영된 것이 전혀 아니라고 언급

되어 있다.

[Words & Phrases]

enterprise 사업, 기업 motivate 자극하다, 격려하다 trash 파괴하다, 더럽히다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fade out of sight 시야에서 사라지다

33.

[해석]

산책을 하는 것과 같이 아침에 하려고 기다려 왔던 일들을 할 수 있게 온전한 한

시간을 여분으로 갖는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지 상상해보라. 하루에 여분의 한 시간

을 더하는 것은, 특히 그것을 일이 아닌 다른 것을 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스트레스

를 덜어주고 하루 내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활력이 있다는 느낌을 자신에게 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한 시간 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

만, 아침에 여분의 한 시간을 가지는 것은 하루를 끝낼 때 한 시간 더 늦게 자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다.

[풀이]

아침에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생활에 활력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글의 중심 내용이다.

[Words and Phrases]

extra 여분의 effective 효과적인 relieve 덜다, 경감하다 productive 생산적

인

34.

[해석]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를 재정적으로 우리를 지원해주는 일을 발견하면, 그 일은 이

상적이다.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노인들을 간호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좋아하는 일

을 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그들은 일에 의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일이 우리를 만

족시켜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먹을 식

량을 제공해 준다. 생존을 위해 일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을 한다.

[풀이]

(A) support는 ‘지원하다, 유지하다’를 의미하고 manipulate는 ‘조작하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문맥상 supports가 적절하다. (B)문맥으로 보아 일에 의해 충족감을 느끼

지 않아 돈을 더 많이 원한다는 문맥이므로 unfulfilled(충족되지 않은)가 적절하다.

(C)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한다는 문맥이므로 survival(생

존)이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financially 재정적으로 tendency 경향 satisfy 만족시키다

35.

[해석]

이것은 아주 능률적인 헤드기어이다. 그것은 충돌할 때 굳어지는 탄력성있는 패드　

를 가진 가볍고 부드러운 모자이다. “그것은 단단한 헬멧만큼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헬멧 착용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이 제품을 처음 출시한 스위스의 사업가는 말한다. 모자에 있는 패드는 빠른 움직

임이나 충격에 반응할 때 단단해지는(→‘느슨해지는’으로 수정) 특별한 물질로 이루

어져 있다. 머리를 치면 그 충격이 패드의 내부에 있는 분자들을 단단히 결합하게

해 쇠사슬로 연결된 울타리와 비슷한 구조물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단단해지는

것은 충격의 힘을 흡수해 재분배하는데 도움을 준다.

[풀이]

모자의 패드에 들어 있는 물질은 그림에서 보듯이 충격을 받으면 쇠사슬과 비슷한

구조물로 변해 단단해진다는 내용이므로　②는 stiffens이나 tighten(→'tightens'로

수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Words and Phrases]

efficient 능률적인 headgear 헤드기어 stiffen 굳어지다 collision 충돌

in response to～ ～에 반응하여 impact 충격 molecule 분자 bond 결합하다

absorb 흡수하다 redistribute 재분배하다

36.

[해석]

젊은 시절에 가난한 목동이었던 사람이 매우 부유하고 존경받는 외교관이 되어 아

프리카에 있는 어느 국가의 대사로 임명되었다. 대사관 근처에 있는 그의 숙소에

그는 “목동의 방”이라고 알려진 방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그 방에는 언덕과 계곡,

흐르는 시냇물, 바위, 양들을 위한 헛간과 울타리를 재현해 놓은 것들이 있었다. 양

을 돌보던 목동 시절에 그가 지니고 다녔던 막대기와 그가 입었던 옷들도 여기에

있었다. 어느 날 이렇게 해놓은 이유를 질문 받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 마음

이 혹시라도 거만과 자부심의 유혹을 받으면, 나는 그 방에 들어가 나 자신에게 한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풀이]



거만해지나 자부심의 유혹을 받을 때 목동의 방으로 들어가 한 때 자신이 어떤 사

람이었는지 상기시킨다는 내용에서 ‘사회적 신분이 높아지더라도 겸손할 필요가 있

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Words and Phrases]

shepherd 목동 diplomat 외교관 appoint 지명하다, 임명하다 ambassador

대사 residence 주거, 주택 reproduction 재현, 복제물 arrogance 거만

함

37.

[해석]

오늘 아침에 나는 오렌지 주스가 몹시 마시고 싶었다. 나의 룸메이트가 어제 쇼핑

을 하러 갔었기 때문에 냉장고에 틀림없이 몇 개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

고 있었다. 나는 냉장고에서 오렌지 상표가 붙은 캔을 꺼내 한 잔을 따랐다. 맛을

보자 이상했다. 그것이 상한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싱크대에 뱉어 버렸다.

나는 그것을 식료품점에 가지고 가서 환불을 하는 것이 났다고 판단했다. 나는 캔

을 쓰레기에서 골라내 상표를 살펴보았다. 놀랍게도, 그것은 “감귤주스”라고 쓰여

있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잔에 남아 있는 약간의 주스를 맛보았는데 ... 그것

은 훌륭한 감귤주스였다!

[풀이]

감귤주스인줄 모르고 먹었을 때는 상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상한 맛이었지만, 감

귤주스라는 사실을 알고 먹었을 때는 맛이 훌륭했다는 내용에서 ‘선입관이 우리의

감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다.

[Words and Phrases]

longing 갈망, 욕구 refrigerator 냉장고 spit 뱉다 (-spat-spat) spoil 상하다

to one's surprise ～가 놀랍게도

38.

[해석]

고독은 자연의 모든 신비를 그에게 보여 주었고 그를 자연의 기쁨으로 감쌌다. 그

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놀라워하면서 평화로운 삶을 살았고, 해가 뜨고 질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했다. 그는 새의 날개가 그의 머리위에서 쉿하

는 소리를 낼 때 전율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 그는 붉은 색의 건조한

안개와 어두운 구름이 솟아나는 광대한 평원을 둘러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루가 끝날 때면, 그는 즐겁게 밤을 맞이해 하늘에서 들리는 가상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풀이]

자연의 경이로움과 비경 속에서 고독하게 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필자



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글인데 ‘고요하면서도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를 느

낄 수 있다.

[Words and Phrases]

solitude 고독 envelop 둘러싸다 tremble 전율하다, 몸을 떨다 imaginary

가상의

39.

[해석]

Goya는 1805년 결혼을 할 무렵에 그의 가장 훌륭한 초상화들 중 일부를 그렸다. 귀

가 먹었기 때문에 그 예술가는 자신과 의사소통을 하던 사람들의 동작에 주로 의존

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 몇 사람들과만 단지 수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틀림없이 이것이 초상화가로서의 그의 감수성에 기여했다. 스페인의

초상화는 오랫동안 높은 수준의 자연주의의 특징을 보여 왔었다. 하지만, Goya는

날카로운 시각에 의한 지각과 그림에 대한 보다 자유롭고 개방된 기법을 결합시켰

다. 이것은 그의 초상화에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기를 제공했는데, 마치 미소가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조금 전에 살짝 스치고 지나갔거나 혹은 앉아 있는 사람이

막 움직였던 것처럼 보였다.

[풀이]

귀가 먹었기 때문에 주위의 제한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들의 동작에 의

존했고, 이 과정에서 발달된 감수성이 초상화에 반영되어 생기를 더해주었다는 내

용이므로 글의 주제로는 ‘Gaya의 장애와 그의 작품과의 연관성’이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deafness 귀 먹음 be reliant on～ ～에 의존하다 contribute 기여하다

sensitivity 감수성 characterize 특징짓다 perception 지각 작용

animation 생기 flash 스치듯 지나가다

40.

[해석]

현명한 사람은 봉사자의 정신을 계발하려고 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 특별한 속성이

다른 어떤 것과는 달리 사람들을 끌기 때문이다. 내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그들의 지혜는 자유롭게 나와 공유된다. 종종, 봉사자의 정신을 계발하

는 사람은 엄청나게 부유해진다. 자주 봉사자는 왕의 귀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하여

미천한 봉사자가 종종 왕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선택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빨리 성장한다. 나는 미천한

봉사자가 될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해 문을 열어줄 누군가를 찾지 않을 것이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 문을 열어주기 위해 살펴볼 것이다. 나는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잇을 때



나는 기뻐할 것이다.

[풀이]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혜를 공유하게 되고 남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며 가장 빨리 성장하고 부유해진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주제로는 ‘봉사의

의의’가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cultivate 계발하다 attribute 특성, 속성 humbly 겸손하게 beyond

measure 헤아릴 수 없이 distress 괴롭히다

41.

[해석]

미국에 처음 온 유럽의 정착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동굴에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그것은 사실이다. 초기에 도착한 이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지을 시간도

도구도 없었다. 이것은 뉴잉글랜드에서 특히 사실이었는데, 그곳의 겨울은 혹독했

다. 긴급한 피난처가 될 만한 것이 필요했고, 동굴이 이 목적에 부합했다. 그리하여

이 억센 개척자들은 절벽의 측면을 따라서 동굴을 파고, 나무껍질로 만든 지붕을

기둥으로 받쳐 그들의 “성”을 완성했다. 상황이 호전되면서, 좀 더 영구적인 주거지

들이 식민지 전역에 걸쳐 나타나기 시작했다. 식민지의 각 구역마다 기후와 구하기

쉬운 재료에 의존해 그 나름의 고정된 형태의 주택을 발달시켰다.

[풀이]

문맥으로 보아 상황이 호전되면서 영구적인 주거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내용은

동굴 주거지에 대한 내용이 끝난 다음인 ⑤에 위치해야 한다. 주어진 문장의 the

colonies가 ⑤다음에 오는 문장의 Each section of the colonies와 연결되고 있다.

[Words and Phrases]

permanent 영구적인 dwelling 주거지 emerge 나타나다 harsh 혹독한

hardy 억센

42.

[해석]

“부적당한 곳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은 잡초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약간만 관점을

달리하면 우리는 이 정의를 “가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식물”로 바꿀 수 있다. 많

은 잡초는 먹을 수 있으며 약효가 있다. 잡초는 또한 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거

나, 우리 토지의 환경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귀중한 양분들을 하

층토에서 지표로 올려 보낼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 양분은 마침내 다른 식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잡초라 부르는 식물들은 종종 유익하다.

[풀이]

이 글은 흔히 잡초라고 부르는 식물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약효가 있고, 생물



의 다양성을 늘리고, 토지 환경에 정보를 제공하고, 흙에 양분을 올려 보내는 등,

잡초의 유용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글의 내용을 포괄하는 제목으로는 “잡초

의 가치” (Value of Weeds)가 가장 적절하다.

[Words &Phrases]

weed 잡초 shift 변화, 전환 perspective 시각, 견지

virtue 가치, 효능 edible 식용의 medicinal 약용의

biodiversity 생물의 다양성 nutrient 영양소, 자양물subsoil 하층토,심토

beneficial 유익한

43.

[해석]

한 집단의 연구원들이 2주 동안 1주일에 세 번 30초 단거리 경주 기간에 참가한 아

마추어 사이클 선수들의 성적을 측정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전에는 최고 속도로 거

의 30초를 지속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시험이 끝날 때쯤에는 거의 한 시간 동안 최

대 속도로 사이클을 탈 수 있었다. 무엇이 변하였는가? 확실히는 알지 못하지만 대

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증진이 어떤 근육 섬유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것들은 당신이 과속하는 자동차로부터 당신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 달릴 때까지는

(→‘달리기 전까지는’으로 수정) 비활성 상태로 있습니다.”라고 연구원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는 덧붙였다. “단기간의 집중 훈련은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 몇 주

후에 당신의 건강 수준은 최고점을 넘게 될 것입니다."

[풀이]  30초 단거리 사이클 경주 기간 동안에 운동효과가 극대화되었다는 예를 들

며, 단기간 내의 집중 훈련이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제목

으로 적절한 것은 “단기간 집중 훈련의 이점”(Benefits of Short Intensive

Exercise)이 된다.

[Words &Phrases]

measure 측정하다 amateur 아마추어 engage in 참가하다

session 기간 astonishing 놀라운 gain 증가, 증진

have something to do with ...와 관계가 있다 fiber 섬유 조직

intensive 집중적인 fitness 건강

44.

[해석]

연극이 노동에 쓰여야 했던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했던 몇몇 엄격한 사람들을 제

외하고, 17세기에 모든 부류의 런던 사람들은 연극을 즐겼다. 귀족, 상인, 장인 그리

고 게으름뱅이들은 같은 관객들은 문을 모두 함께 통과했다. 부유한 사람들은 맨

위층 관람석에 앉았고 그 밖의 모든 사람들, 가족과 함께 온 가게 주인들, 젊은 견

습생들, 군인들, 선원들, 사과 장수들 그리고 온갖 종류의 노동자들은 마당에 서있



었다. 귀부인들은 그들이 신분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항상 남성과 함께 다

녔다. 평민 여성들에게도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면 혼자 다니는 것은 용납될 수

없었다.

[풀이]  

첫 문장의 술어 동사는 enjoyed이고, 빈칸 (A)가 속한 부분은 절이 아닌 구이기 때

문에 전치사 except가 나와야 한다. 빈칸 (B) 앞에 부유층의 여인들은 남자와 동반

해서 극장에 들어갔다고 했으므로, 보통 신분의 여인들은 물건을 팔지 않으면 홀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내용이 나와야 적절하다. 그러므로 unless가 나와야 한다.

[Words &Phrases]

nobleman 귀족 merchant 상인 craftsman 장인

gallery 맨 위층 관람석, 회랑 trainee 연습생 seaman 선원

gentlewoman 숙녀, 귀부인 respectable 신분이 높은

ordinary 평범한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

45.

[해석]

암호는 끊임없이 암호 해독자로부터 공격받고 있다. 암호 해독자가 암호의 약점을

드러내는 신무기를 개발하면 암호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그것은 소멸되거나 새

롭고 더 강력한 암호로 진화한다. 차례로, 이 새로운 암호는 암호 해독자가 그것의

약점을 확인할 때까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게 계속된다.

(B) 이것은 예를 들어 전염성 박테리아의 변종에 맞닥뜨리는 상황과 비슷하다.

(A) 박테리아는 의사가 박테리아의 약점을 노출시키고 그 대부분을 죽이는 항생제

를 발견할 때까지는 널리 퍼진다.

(C) 그 다음에 남아있는 박테리아는 진화하고 항생제를 이기도록 강요되며 만약 성

공한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복구하고 다시 한 번 널리 퍼지게 될 것이다.

[풀이]  

주어진 글은 새로운 암호는 암호 해독자가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만 살아 남고 새로

운 암호가 나온다는 내용이고, 그것과 유사하게 박테리아가 그렇다는 내용이다. 그

러므로 주어진 문장과 박테리아가 같다는 (B)가 나오고, 항생제가 나올 때까지 계

속된다는 (A)가 나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박테리아가 새 항생제가 나올

때까지 계속된다는 (C)가 나와야 적절하다.

[Words &Phrases]

code 암호, 약호codebreaker 암호 해독자 extinct 단절된, 소멸된

in turn 번갈아, 이번에는 evolve 발전하다, 진화하다 identify 확인하다

prevail 널리 보급되다, 유행하다 antibiotic 항생물질 expose 밝히다

strain 계통, 변종 infectious 전염하는 defeat 쳐부수다



reestablish 회복하다 prevail 유행하다

[46~48]

[해석]

(A) 내 이름은 Caroline Finch이다. 나는 뉴멕시코 주의 Albuquerque에서 산다. 시

내에서 나는 종종 정지 신호 주변에서 돈을 구걸하는 노숙자들을 본다. 나는 그들

의 불운을 안타까워 하며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곤 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나는

무주택에, 빚은 많고, 수입은 거의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매우 모진 사람이 되었고 길가의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다.

마침내 나의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집, 내 딸을 위한 뒷마당, 그리고 충분

한 음식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능력이 되게 되었다. 나는 돈을 저축했고

빚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C) 어느 날 우리는 “먹을 것 좀 얻으려고 일 자리 구함”이라는 표지를 들고 있는

노숙자를 보았다. 나는 지나쳤다. 내 딸이 “엄마, 전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라고 말했다. 나는 “애야, 그들은 단지 술이나 다른 나쁜 것을 사는 데

그 돈을 쓴단다.”라고 대답을 했다. 내 딸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옳은 것 같지가 않았다.

(D) 삼일 후 나는 학교에서 딸을 데려오기 위해 운전하고 있었다. 한 남자가 코너

에 서 있었고 내 안의 깊은 무언가가 “그냥 저 남자를 도와줘라.”라고 말했다. 그래

서 나는 차의 창문을 내렸고 그 남자는 간절하게 달려왔다. 그는 말했다. “신의 축

복이 함께 하시길! 전 단지 77센트가 필요해요.” 나는 재떨이에 손을 뻗었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거기에는 25센트 동전 세 개와 2센트가 있었다.

(B) 이것을 보았을 때 내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나는 그것들을 집어서 그 남자에게

주었다. 그는 갑자기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와, 당신은 제가 크리스마스에 어

머니를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대 할인을 하는 버스

가 20분 후에 떠나요!” 그것은 내가 결코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나는 그 남자 또한

그것을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은 바로 나였

다.

[풀이]

46. 글 (A)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필자가 겪은 내용이다. One day로 보아 글의 내

용을 시작하는 (C)가 나와야 하고, 그 다음의 내용인 (D)가 나와야 하고, (B)의 첫

문장에 나오는 when I saw this로 보아 this는 필자가 차 안에 77센트가 있는 것

을 본 것을 가리키므로 글 (D)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

47. (A)에 I became a single mom with no mom with no home, a huge debt~라

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주인공 Caroline Finch는 한때 많은 빚을 지고 살았다

는 것을 알 수가 있다.

48.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77센트를 주고 난 후에 주인공은 It was a moment



I'll never forget.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밑줄 친 the best gift가 가리키는

것은 베푸는 것의 기쁨 (joy of giving)이라고 볼 수가 있다.

[Words &Phrases]

misfortune 불운 bitter 모진, 원한을 품은 responsible (의무 이행의) 능력이 있는

enthusiasm 열심 ashtray 재떨이

[49~50]

[해석]

춥고 지쳐서 나는 밤에 문을 여는 유일한 식당인 정거장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식당

에 갔다. 그 식당에는 네 개의 테이블과 긴 의자 몇 개가 있을 뿐이었다. 식당 종업

원이기도 하고 요리사이기도 한 여자가 세 개의 큰 단지를 보고 있었다. 때론 푸른

색이고 때론 붉은색이기도 한 불꽃이 그 단지 밑에서 춤추며 내 몸과 영혼을 달래

주고 있었다. 한 단지에는 닭고기수프가 거품을 내며 김을 내고 있었다. 큰 조각의

후추가 표면에 떠다녔다. 몸을 덥히기 위하여 뜨거운 것을 마실 생각이었지만, 지금

나는 주저하게 되었다. 나는 강한 후추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닭고기 수프 한

그릇을 사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다.

그 여자는 친절하게도 나에게 먼저 닭고기 수프를 맛보고 나서 결정을 내리라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거칠어서 나의 어머니를 생각나게 했다. 그녀의 친절함

때문에 나는 한 그릇을 주문했다. 그 여자는 수프를 휘저어서 나에게 많은 고기를

퍼 주었다. 나는 구석에 앉아서, 천천히 수프를 홀짝이며, 무심하게 시골 친구들의

수다를 들었는데 그것은 흐르는 물과 같았다. 여기는 소박했다. 여기는 따뜻했다.

나는 여기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밤이 더 길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나는

그 식당이 작은 것은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청결함이 부족한 것도 신경 쓰지 않

았다. 나는 단지 그 조용함과 따뜻함을 향유하고 싶었다. 나는 단지 고통과 투쟁으

로 가득한 잔인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다.

[풀이]

49.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필자가 있는 조용하고 따뜻하고 식당을 대

조하면서 잔인한 세계로 돌아가기를 두려워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므로

quietness and the warmth와 대조되고, the cruel world를 설명하는 어구는

suffering and struggling이 된다.

50. 필자가 느낀 the warmth는 식당에서 느끼는 편안함이다. 그러므로 밑줄 친

(a)~(e)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하지 않는 대상을 고르면 된다. I cannot stand strong

pepper.이라는 말로 보아 (b)의 strong pepper는 필자가 참기 어려운 대상을 가리키

므로 답은 (b)가 된다.

[Words &Phrases]

flame 불꽃 bubble 거품이 일다, 끓다 scoop 푸다, 뜨다 sip 홀짝이다 casually 별

생각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