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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석]

남: 도와드릴까요?

여: 저는 제 딸을 위한 연필깎이를 찾고 있어요.

남: 그러세요. 이 집모양은 어떠세요?

여: 그건 너무 평범한 것 같아요.

남: 그러면, 이 기차 모양은 어떠세요? 그건 아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아요.

여: 음.... 손잡이가 없네요. 어떻게 작동되죠?

남: 그건 자동이에요. 연필을 안에 넣으시면, 자동으로 연필을 깎거든요.

여: 편리해 보이네요. 하지만 손으로 하는 것이 더 튼튼하고 어디서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저건 어떤가요?

남: 손잡이가 있는 기차 모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 아니요, 고양이 모양이요. 제 딸은 그것을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남: 그것은 새로운 모델이어서 조금 비싸요.

여: 제 딸이 그것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그걸로 할게요.

[풀이]

여자는 튼튼해 보이고 딸아이가 좋아할 것은 모양인 손으로 작동하는 고양이 모양

의 연필깎이를 선택하였다.

[Words and Phrases]

pencil sharpener 연필깎이 plain 평범한[보통의] automatic 자동의 insert

끼워 넣다, 삽입하다 manual 손으로 하는[움직이는] durable 튼튼한, 내구력이

있는

2.

[해석]

남: Chelsea, 새 직장은 어때?

여: 일하기 정말 좋은 곳이야. 난 정말 좋아.



남: 잘 됐다. 봉급은 어떤데?

여: 이전 직장 보다 봉급이 훨씬 더 많아.

남: 넌 운이 좋구나!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해봐.

여: 우선, 근무시간이 아주 융통성이 있어. 그것은 내게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

낼 수 있게 해줘.

남: 와, 좋다! 나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여: 그게 전부가 아니야.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정말 크거든. 새로 출시한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아.

남: 완벽한 직장처럼 들리네! 나도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여: 그래. 난 거기서 정말 행복해.

[풀이]

여자가 새로 옮긴 직장이 봉급, 근무시간, 그리고 회사의 성장 가능성 면에서 너무

도 좋다고 자랑하자, 남자가 자신도 그런 곳에서 근무하고 싶다며 부러워하고 있다.

[Words and Phrases]

pay 봉급, 임금 flexible 융통성이 있는 potential 잠재력, 가능성

3.

[해석]

여: 여러분,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 하다가 멈춘 곳에서부터 계속하죠. 자, 여러분

은 발, 다리, 그리고 등 아래쪽 근육을 스트레칭하지 않고 5마일 뛰기를 시작하

시나요? 물론 아니죠. 그렇다면 왜 여러분은 (몸의) 구조에서 노래할 때 사용하

는 부분을 풀어주지도 않고 노래를 시작하시죠? 몸의 다른 근육과 같이, 당신의

목소리가 정말 가장 좋은 상태에서 나오기 전에 그것은 준비가 되어야 해요. 후

두(喉頭)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하는 운동을 발성 준비운동이라고 불러요. 그

운동들은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풀어주며, 목소리를 노래 부르기 좋게 준비시켜

줄 뿐 아니라, 좋은 발성 기술을 개발할 때 특정 장애를 극복하는 데에도 이용

될 수 있습니다.

[풀이] 운동을 시작할 때 준비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래를 부를 때에도 좋

은 목소리가 나오게 하기 위해 발성 준비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Words and Phrases]

leave off 중단하다[멈추다] loosen 느슨하게 하다[풀다] mechanism (생물체

내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기제] warm up 준비가 되다 at its best

가장 좋은 상태에 voice (box) 후두(喉頭) vocal 목소리의, 발성의 hurdles 장

애(물)



4.

[해석]

여: 이봐, 무슨 일이야, Tim?

남: 오늘 아침에 John과 말다툼을 했어.

여: 정말? 무엇에 대해서?

남: 이야기가 길어. 화학 수업시간에 내가 교과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있

었어.

여: 알았어. 그런데 그게 John과 무슨 상관이야?

남: 글쎄, 어젯밤에 그것을 내 가방에 넣어둔 것이 확실했거든. 그래서 나는 그가

수업시간에 책을 숨겨서 나를 놀리려 한 줄 생각했어.

여: 응. John은 항상 그런 행동을 하잖아.

남: 그런데 이번에는 John이 아니었어. 집에 와서 내 책상 위에 그 책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

여: 아, 이런! 너 어떻게 할 거니?

남: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그에게 보낼까 생각 중이야.

여: 안 좋은 생각이야. 네가 직접 그를 만나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남: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당장 그렇게 할게.

[풀이]

John이 책을 숨긴 줄 알고 John과 말다툼을 벌인 남자는 집에 와서 자기 책상 위

에 책이 있는 것을 보고 사과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 하지만 여자는 남

자가 John을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한다. 이에 남자가 동의

했으므로,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급우 만나 사과하기’이다.

[Words and Phrases]

argument 말다툼 chemistry 화학 play a trick on ∼를 놀리다 in person

직접 만나서, 몸소 right away 당장

5.

[해석]

여: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좀 찾고 있습니다.

남: 음, 제대로 찾아 오셨습니다. 기념품이 아주 많습니다.

여: 이 열쇠고리들이 예쁘네요. 얼마인가요?

남: 한 개에 7달러 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 그건 너무 비싸네요. 5달러는 어떨까요?

남: 죄송합니다만, 그 가격에는 그것들을 팔 수 없습니다.

여: 이건 어때요? 저는 열쇠고리를 네 개 구입하겠습니다.

남: 음, 그렇다면 개당 6달러 50센트에 그 열쇠고리들을 드리겠습니다.

여: 그것도 여전히 약간 비싼데요.



남: 좋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제안입니다. 개당 6달러는 어떠세요?

여: 좋습니다. 30달러 여기 있습니다.

남: 감사합니다. 그것들을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거스름돈이 있습니다.

[풀이]

여자가 열쇠고리 4개를 구입한다고 하자, 남자는 개당 6달러에 열쇠고리를 판매하

기로 한다. 여자가 30달러를 지불했으므로, 여자가 받을 거스름돈은 6달러이다.

[Words and Phrases]

souvenir 기념품 wrap up 포장하다

6.

[해석]

남: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아파트 관리실에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엘리

베이터에 붙였던 공고에 언급되었던 대로 오늘 아침에 A 건물 지하 주차장 청

소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청소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진행될 것입니

다. 아직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셨다면, 청소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이동해 주

십시오. 임시로 B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아파

트 관리소장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리며,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풀이]

주차장 청소 관계로, A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담화이다.

[Words and Phrases]

post 붙이다 take place 일어나다 temporarily 임시로 cooperation 협조

7.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여: Saint Thomas 병원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준비됐는지 알아보려고 전

화 드리는 겁니다.

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남: Henry Myers입니다. M-Y-E-R-S입니다.

여: 결과가 내일 준비되겠습니다, Myers 씨. 내일 오후 3시 이후에 언제든지 가져가

실 수 있습니다.

남: 내일 갈 수가 없는데요. 제가 그것을 받아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여: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3일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 3일 후라고요? 내일 출장을 갈 예정입니다. 그것을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여: 글쎄요, 결과물에는 개인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규 우편으로만 결

과를 발송해 드립니다. 먼저 저희 관리자에게 말씀드리고 나서 알려드리겠습니

다.

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풀이]

남자는 건강 검진을 받고서 결과를 받아보려고 하는 상황에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남자가 한 말인 ‘Could you please email them to me?’를 통해서 남자는 여자에게

건강 검진 결과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to email his check-up results) 부탁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Words and Phrases]

medical check-up 건강 진단 mail (우편으로) 보내다 business trip 출장

send out 발송하다 supervisor 관리자

8.

[해석]

남: 안녕하세요.

여: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에 접속하려고 하는데요.

남: 객실 번호가 어떻게 되시지요?

여: 501호입니다.

남: 아, 5층이군요? 손님 객실에 Fastnet 케이블이 있습니다. 손님의 휴대용 컴퓨터

에 그것을 꽂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 안타깝게도 휴대용 컴퓨터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남: 그러시다면 비즈니스 센터에 있는 컴퓨터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센터는 2층 레스토랑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 알겠습니다. 비즈니스 센터를 사용하는 데 얼마입니까?

남: 저희 투숙객에게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프린트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여: 알겠습니다. 지금 그곳이 열려있습니까?

남: 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열려있습니다.

[풀이]

호텔에 투숙 중인 여자가 호텔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는 상황의

대화이다. ‘May I have your room number, please? / It’s free of charge for our

guests.’ 등의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이 호텔에서 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ords and Phrases]

get access to ～에 접속하다 free of charge 공짜의, 무료의



9.

[해석]

남: Lisa, 제가 사무실을 비운 동안 전화가 왔나요?

여: 네, Silverstein 씨. 여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남: 고마워요.

여: 그나저나 홍콩행 비행기가 두 시간 후에 출발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남: 그렇죠! 지금 바로 떠나야겠어요. 표 좀 가져다주시겠어요?

여: 여기 있습니다.

남: 좋아요. 회의는 몇 시로 일정을 잡아 놓으셨죠?

여: 회의는 오후 다섯 시로 맞춰 놓았습니다.

남: 제가 거기에 정시에 도착할까요?

여: 홍콩은 한국보다 한 시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놓치시지만 않으면 늦지

않을 겁니다.

남: 알겠어요. 그럼 홍콩 지사에 있는 Ted에게 전화를 하셔서, 회의 준비를 잘 하도

록 말씀해 주세요.

여: 네, Silverstein 씨. 즐거운 비행기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풀이]

남자가 사무실을 비운 동안 남자에게 온 전화 메시지를 받아 놓고, 남자에게 홍콩

행 비행기의 출발 시각을 알려 주면서 비행기 표를 건네주고, 남자가 참석할 회의

일정을 잡고, 남자를 대신해서 홍콩 지사에 있는 직원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일을

하는 여자는 비서이고, 남자는 직장 상사임을 추론할 수 있다.

[Words and Phrases]

out of the office 사무실을 비운 depart 출발하다, 떠나다 set up 짜 맞추다

branch 지사, 지점 be prepared for ～을 준비하다

10.

[해석]

남: Rachel, 어머니께 드릴 생신 선물 샀니?

여: 아직 안 샀어. 이봐, 너도 아직 선물을 안 샀으면 함께 쇼핑하러 가는 게 어때?

남: 그러고 싶어. 하지만 오늘 보고서를 끝내야 해.

여: 그럼 혼자서 가야 할 것 같네. 어디에서 쇼핑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라도 있

니?

남: Square’s 백화점에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들이 있다고 들었어.

여: 아! 잘 됐다!

남: 그건 그렇고, 너 Square’s 신용카드는 가지고 있니?

여: 아니. 난 보통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남: 하지만 그 카드를 사용하면 5퍼센트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여: 정말? 그럼 지금 바로 그 카드를 찾아야봐야겠는 걸.

남: 며칠 전에 그것을 네 책상 위에서 본 것 같아.

[풀이]

여자는 Square’s 백화점에서 어머니의 생신 선물을 사러갈 예정이다. 그런데 그 백

화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면 5퍼센트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남자의 말을 듣

고서 여자는 ‘Then I’m going to look for it right now.’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서

여자는 백화점 신용카드를 찾아볼 것임을 알 수 있다.

[Words and Phrases]

by oneself 혼자 the other day 일전에, 며칠 전에

11.

[해석]

남: 무얼 보고 있어요, 여보?

여: 인기 있는 숲속 오두막집에 대한 안내책자를 보고 있어요. 다음 달에 캠핑 갈

계획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남: 물론 기억하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여: 여기 이것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에요.

남: 음. 여기에는 온천과 어린이 놀이터가 있네요.

여: 작년 여름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애들은 온천을 몹시 싫어했잖아요. 온천 없는

곳으로 가도록 해요.

남: 그래야겠어요. 그럼 이곳은 어때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가장 저렴하네요.

여: 하지만 바비큐 시설이 없어요. 아이들은 바비큐를 아주 좋아해요.

남: 좋아요. 그럼 이곳은 어때요? 바비큐 시설도 있고 가격도 150달러로 적당해요.

여: 좋은 곳인 것 같은데, 너무 멀어요.

남: 그럼 이제 단 한 군데만 남았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 멋진 선택이에요. 제가 예약할게요.

[풀이]

아이들이 싫어하는 온천(hot springs)을 제외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비큐 시설

(barbecue facilities)이 있으며, 가격이 150달러이지만 거리가 멀리 떨어진 것을 제

외하면 Pine Tree만이 남게 된다.

[Words and Phrases]

brochure 소책자, 안내책자 lodge 오두막집 reasonably 적당히, 알맞게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12.

[해석]



여: Watson 주립대학교의 미술 학과에서 이번 여름에 일상용 도자기 강좌를 개설

하게 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그 강좌에는 초보자반, 중급반, 고

급반의 세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강사들은 도자기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우

리 학과 졸업생들입니다. 이 강좌는 6월 23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강좌가 끝

나면 곧바로 학생들은 지역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도자기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재학생으로 등록된 학생들에게는 수강료와 재료비가 모두

무료입니다.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수강료는 무료이지만 30달러의 재료비를 내

셔야 합니다. 저희는 모든 분들이 이 멋진 기회를 이용하시기를 희망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미술학과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풀이]

재학생은 수강료와 재료비가 모두 무료라고 했으므로 ⑤는 담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and Phrases]

fine art 미술 department 학과 pottery 도자기류 exhibition 전시회 enrolled 등

록된, 재학 중인

13.

① 남: 여보, 케이블카 타고 싶어요?

여: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높은 곳을 싫어해요.

② 남: 오, 이런. 오늘 케이블카 운행이 안 되네요.

여: 그래요. 내일 다시 와야 할 거 같아요.

③ 남: 와! 여기서 보니 산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 정말 그래요.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멋지네요.

④ 남: 안녕하세요. 케이블카 티켓 두 장 구입할 수 있나요?

여: 물론입니다. 편도 티켓과 왕복 티켓 중 어느 것을 원하세요?

⑤ 남: 그거 새로 산 산악자전거구나. 내가 지금 타 봐도 되니?

여: 여기 타 봐. 헬멧 꼭 쓰도록 하고.

[풀이]

케이블카 안에서 있는 상황이므로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 감탄하고 있는 내용의 ③

이 적절한 대화이다.

[Words and Phrases]

out of this world 비길 데 없는, 아주 훌륭한 one-way 편도의 round-trip 왕복의

14.

[해석]



여: 와! 공기가 아주 상쾌해요, 아빠.

남: 아름다운 날이구나, 그렇지 않니? 야, 너 그 재킷을 입고 춥고 않니?

여: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워요.

남: 왜 더 따뜻한 재킷을 입지 않았니?

여: 이것이 제가 챙겨 온 것 중 가장 따뜻한 거예요. 기온이 이렇게 낮을 줄 몰랐어

요.

남: 그래서 내가 추운 날씨에 대비하라고 한 거란다.

여: 저는 이 재킷이면 충분히 따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저의 여행용 가방

에는 공간도 많지 않았어요.

남: 음, 우리는 오늘 경치가 좋은 몇 군데의 장소를 방문할 거다. 너는 그 재킷을

입고 몇 시간 동안 밖에 있을 수는 없어.

여: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죠?

남: 재킷을 파는 상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풀이]

추운 날씨에 입을 따뜻한 재킷을 준비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자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고 있으므로, Let’s see if there is a store that sells jackets.(재킷을 파

는 상점이 있는지 알아보자.)가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pack (짐을) 꾸리다 space 공간 lost and found 분실물 보관소

15.

[해석]

여: 너는 들을 만한 좋은 강좌를 알고 있니? 다음 학기에 무엇을 들어야 할지 모르

겠어.

남: Osteen 교수님의 ‘심리학 개론’을 권한다. 나는 그것을 지난 학기에 들었어.

여: 그것은 어땠니?

남: 교수님이 아주 재미있으시고, 강의는 해 볼 만 해. 나는 그 강의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

여: 정말? 계속 이야기해 봐.

남: 그 교수님의 강의 활동과 과제는 재미있고 독창적이었어.

여: 좋은 강의인 것처럼 들리는구나.

남: 그래, 교수님이 항상 모든 것들을 흥미롭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어.

여: 음, 학점은 어떠니? Osteen 교수님은 학점을 박하게 주신다는 말을 들었어.

남: 학점을 후하게 주시는 분은 아니야.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괜찮을 거야.

여: 음....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남: 그러지 마! 배우는 것이 학점보다 더 중요한 거야.

[풀이]

흥미롭고 유익한 강의인데, 좋지 않은 학점을 받게 될까봐 망설이는 여자에게 남자

는 Come on! Learning is more important than grades.(그러지 마! 배우는 것이 학

점보다 더 중요한 거야.)라고 했을 것이다.

[Words and Phrases]

semester 학기 assignment 과제, 숙제 grade 학점, 성적 lecture 강의, 강연

16.

[해석]

여: 안녕하세요. 오늘 물건 찾으시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남: 예.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여: 클래식 앨범은 바로 저기 이쪽 통로에 있습니다.

남: 이미 그곳을 확인해 보았는데, 그 진열대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 오늘 분명히 몇 개를 보았는데요. 제가 대신 찾아드릴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

다.

남: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 어디 봅시다.... 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남: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에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여: 물론이죠. 이 컴퓨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죄송합니다만, 현재 하나도

없네요.

남: 아, 이런. 아빠 생일선물로 꼭 사드리고 싶었는데.

여: 우리 본점에 제품이 있는지 확인해 드릴까요?

[풀이]

아빠 생일 선물로 사 드리려고 했던 음반을 살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남자에게

여자는 Do you want me to check if our main store has one?(우리 본점에 제품이

있는지 확인해 드릴까요?)이라고 했을 것이다.

[Words and Phrases]

symphony 교향곡 aisle 통로, 복도 shelf 진열대, 선반 swear 장담하다,

단언하다 in stock 보유 물품으로, 재고로

17.

[해석]

여: 유미는 자기가 다니는 대학의 댄스 팀 멤버입니다. 최근에 그녀의 댄스 팀은 지

역 댄스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역 대회에서 우승한 팀은 시 댄스 대회

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팀은 다음 달 큰 무대에서 댄스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회가 열리는 날에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책임감이 강한 학생이므로 그 시험에 결시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래서 그녀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교수님께 여쭤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유미는 교수님께 뭐라고 말할까요?

유미: 제가 다른 날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한가요?

[풀이]

유미는 댄스 경연 대회가 열리는 날과 중간고사를 치러야 하는 날이 겹쳐서, 교수

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고 여쭈어 보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

미는 Is it possible for me to take the exam on another day?(제가 다른 날에 시

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한가요?)라고 했을 것이다.

[Words and Phrases]

grand prize 대상 competition 대회 alternative 대안, 다른 방안

18.

[해석]

Future Leaders 장학금 신청용 추천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는 당신의 편지를 받고

반가웠습니다. 당신의 물리 교사로서 나는 당신의 학문적 능력에 대해 분명히 높이

평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담당하는 학급에서 당신의 성적은 일관되게 A와

B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이 내가 당신을 학급에서 가르친 첫 번째 학기

이므로, 내가 당신의 지도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적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가장 많았던 교사들에게 추천서를

써 달라고 요청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기꺼이 당신을 위해서 추

천서를 써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의 장학금 신청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

랍니다.

[풀이]

학생을 알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학생이 지도력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도력과 관련이 있는 장학금 신청용 추천서를 써 달라는 부

탁을 거절하고 있다.

[Words and Phrases]

letter of reference 추천서, 신원 보증서 scholarship 장학금 physics 물리(학)

semester 학기 demonstrate 보여주다

19.

[해석]

New Jersey에서 꽃을 기르며 때때로 Staten Island에 있는 고객들에게 꽃을 가져다



주는 어떤 소녀가 있었다. 그곳으로 가려면, 그녀는 2달러 50센트의 통행료를 지불

하고 다리를 건너가야 했다. 어느 날 그녀가 통행료 징수소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녀는 그녀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생각나게 하는 통행료 징수소 직원을 보았다. 그

녀가 그녀의 주머니를 뒤져 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에게 돈이 50센트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녀는 그 동전을 그녀에게 주고, 불안해하면

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싱싱한 빨간 장미를 사시겠어요?” 처음에 그 직원은 놀랐

으나, 그녀 뒤에 차들이 줄지어 밀려 있는 것을 보고서, 그녀는 자신의 지갑에서 2

달러를 꺼내서 현금 등록기에 넣었다. “예, 사겠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

다. “그런데 내 생각에 가격이 딱 2달러이겠군요. 맞죠?”

[풀이]

글의 흐름상 밑줄 친 ①, ②, ③, ④의 she[her]는 모두 꽃을 길러서 판매하는 소녀

를 가리키는 데 반하여, 밑줄 친 ⑤의 she는 통행료를 징수하는 여자를 가리킨다.

[Words and Phrases]

toll booth 통행료 징수소 remind ∼ of … ∼에게 …이 생각나게 하다

attendant 직원, 안내원 pile 쌓이다, 겹쳐지다 cash register 현금 등록기

20.

[해석]

‘jack-of-all-trades(만물박사)’라는 말은 ‘jack of all trades and master of none(모

든 일을 다 잘하지만 정말 잘하는 것은 없는 사람)’이 축약된 형태이다. 그것은 수

많은 업무에 능숙하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들 중 한 가지도 잘 수행하지 못하는 사

람들을 가리킨다. 이 말은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에 영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많은

수의 효율성 전문가들이 모든 유형의 새로운 제조 과정, 무역,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신들을 광고하면서 런던에 사무소를 차렸다. 상당한 액수의 비용을 받고,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고객들에게 알려주곤 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그들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으며 현실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의

심을 품게 된 생산업자들은 이러한 자칭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jacks of

all trades and masters of none’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으며, 그 결과 이 말 또한 우리 곁에 있다.

[풀이]

⑤ does: 앞에 be동사 are가 쓰였으므로, does를 is로 고쳐 써야 한다.

[Words and Phrases]

jack-of-all-trades 만물박사, 팔방미인 (실제로는 잘 하는 것은 없다는 뜻이 들어

있음) proficient 능숙한, 숙달된 knowledgeable 지식이 있는, 식견이 있는

substantial 실질적인, 내용이 풍부한 self-appointed 자칭의, 혼자 생각의



21.

[해석]

Potter 씨가 아주 큰 대서양 횡단 정기 여객선을 타고 유럽으로 가고 있었다. 배에

탔을 때, 그는 다른 한 명의 승객이 자신과 선실을 함께 사용하게 될 거라는 사실

을 알게 되었다. 숙박시설을 살펴본 후에, 그는 선박의 사무장의 자리로 와서 자신

의 귀중품들을 배의 금고에 보관해 둘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Potter 씨는 평소에는

그러한 특권을 전혀 이용하지 않지만, 자신의 선실에 갔었는데 다른 한 쪽 침대를

사용할 남자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그의 외모로 판단하건대, 그다지 신뢰할 만한 사

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는 두려웠다. 선박의 사무장은 귀중품 보관 책임

을 받아들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괜찮습니다. 손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들을

보관해 드릴게요. 다른 한 분도 여기에 와서 그와 똑같은 이유로 자신의 귀중품들

을 맡겨 놓았답니다.”

[풀이]

(A) another: 형용사로서 other는 단독으로 단수 명사를 수식할 수 없으며, another

는 단독으로 수식이 가능하다. (B) if: ‘～인지 물어보았다’라는 뜻을 표현해야 하므

로, if(～인지 아닌지)를 써야 한다. (C) remarked: accepted와 remarked를 and가

연결해 주고 있다.

[Words and Phrases]

transatlantic 대서양 횡단의 liner 정기선(특히 대양 항해의 대형 쾌속선)

cabin 선실, 객실 accommodation 숙박시설, 편의시설 inquire 문의하다, 묻다

valuable 귀중품 ordinarily 평상시에는, 보통 avail oneself of ∼을 이용하다

22.

[해석]

지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열은 수 미터 깊이 땅의 온도를 10℃에서 20℃ 정도의

거의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열펌프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일정

한 온도가 건물을 시원하게 하거나 따뜻하게 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열펌프는 물

로 채워진 고리 모양의 파이프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파이프가 온도가 거의 일정한

깊이에 묻히게 된다. 여름에는 땅 속의 온도가 공기의 온도보다 더 낮으므로, 건물

에서 나온 따뜻한 물이 펌프를 통해 땅 속으로 보내진다. (그렇지만, 지열 에너지가

직접적인 열을 얻기 위해 다른 어떤 에너지원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물이 냉각되고 그런 다음에 펌프에 의해 다시 건물로 보내지는데, 거기서 물은 더

많은 열을 흡수하게 되며, 순환 주기가 되풀이된다.

[풀이]

건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데 지열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전체 글의 흐름인데 반하



여, ④번 문장은 직접적인 열을 얻는 데에 지열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전체

흐름에서 다소 벗어나는 내용이다.

[Words and Phrases]

geothermal 지열의 constant 일정한, 변치 않는 loop 고리, 루프 absorb

흡수하다

23.

[해석]

당신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특히 자신에 대해 관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투심이 생기게 될 수 있다. 대신에, 현재의 당신 자신을 과거의 자신과 대비하여

측정해 보라. 내가 어떤 영업사원에게 그의 판매 실적을 조사해 보라고 요청했을

때, 그는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에 자신의 판매 실적이 해마다 5퍼센트에서 10퍼센

트 정도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놀랐다. 이것으로 인해 그는 더 많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자신의 동료들에 대한 적개심을 줄이게 되었다. 라이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잘 해낼 때마다 위협을 느낀다면, 당신의 장점들과 당신이 거둔 성공들에

대해 생각하라.

[풀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장점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

고 있다.

[Words and Phrases]

motivational 동기를 부여하는 ungenerous 도량이 좁은, 인색한 performance

성과, 성적 firm 회사, 상사 resentment 분노, 분개 colleague 동료, 동업자

24.

[해석]

Michael은 용기를 내어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짙은 나무 그림자와 내부의 어둠

으로 인하여 내부의 사물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없었다. 그의 몸의 모든 신경이 그

러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은 삐걱

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았다. 그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한 발짝 들어가자 문은 세게

닫혔다. Michael의 문을 열고자 했던 헛된 노력은 그에게 공포심을 증가시킬 뿐이

었다. 그는 “난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다고.”라고 혼잣말을 되풀이함으로써 쿵쾅거

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으나, 헛된 일이었다. 그는 갑자기 불안한 어둠이

그의 마음을 속으로부터 빼앗아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입을 열었으나, 말이 나오질 않았다.



[풀이]

Michael은 낯선 어느 집 밖에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게 되자 문을 열고 들어갔

으며, 갑자기 문이 세게 닫히자 겁에 질려 도움을 청하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Michael이 공포에 사로잡힌(horrified)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동정적인 ② 따분한, 지루한 ④ 실망한 ⑤ 우울한

[Words and Phrases]

make out 판별하다 caution 경고하다 creak 삐걱거리다 futile 쓸데없는, 헛된

fail ～의 기대를 저버리다, 실망시키다

25.

[해석]

일반적으로 실수와 실패는 인간의 모든 설계들을 못 쓰게 만든다. 실제로 자동차

엔진 부품 중 단 하나만이라도 고장 나면 당신은 견인트럭을 불러야 할 것이다. 마

찬가지로 컴퓨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작은 실수 때문에 컴퓨터 전체를 내버려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계는 다르다. 지구 역사 전체에 걸쳐서 300만에서 1억에 이

르는 종이 사라졌다고 추측되며, 이는 올해 어딘가에서 3에서 100에 이르는 종이

사라질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자연의 멸종은 거의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같다. 수백 만 년 이상 동안 생태계는 실수와 잘못에 대한 놀라울 정도의 무감각을

발휘하여, 수만 종을 파멸시켰던 유카탄에 떨어진 운석의 충격 같은 극단적인 사건

에서도 살아남았다.

[풀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약간의 실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고장을 일으키지만,

자연은 수많은 생명체의 멸종을 겪으면서도 잘 견뎌왔다는 내용의 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의 특성을 잘 표현한 어휘는 insensitivity(무감각)이다.

① 연결 ② 불관용, 과민성 ④ 접근성, 도달 가능성 ⑤ 주관성

[Words and Phrases]

corrupt 타락시키다, 못 쓰게 하다 component 구성요소, 부품 tow truck 견인트럭

wiring 배선 circuit 회로 vanish 사라지다 extinction 멸종 ecosystem 생태계

drastic 급격한, 강렬한

26.

다른 분야에서의 일탈과는 달리 스포츠에서의 일탈은 종종 규범과 기대에 대한 아

무런 의심 없는 수용과 극단적인 순응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북아메리카

인들은 미식축구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 활동으로 간주한다. 젊은 사람들은

미식축구 선수로서 자신의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팀에 ‘나’라는 존재는 없다”라는

말과 같은 슬로건으로 살아가도록 격려 받는다. 그들은 체중과 힘을 증가시켜서 좀

더 효과적으로 경기를 하고 팀의 성공에 기여하라고 격려 받는다.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몸집이 커지고 힘이 세어지리라는 기대를 지나칠 정도로 수용하게 될 때, 그

들이 경기장에서 미식축구 경기를 하는 것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에 지나칠 정도

로 전념하여 근육을 형성하는 약물을 복용하게 될 때, 그들은 일탈하게 된다. 이러

한 유형의 ‘과잉 행동 일탈’은 위험한 것이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칙과 기대를 거부하는 소외된 젊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사회적 일탈’에

서 발생하는 역학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적 역학에 근거한다.

[풀이]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일탈행위를 미식축구 선수의 약물복용을 사례로 설명하고 있

다. 미식축구 선수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팀을 위해 희생하라고 지도를 받고 이

를 ‘의심 없이 수용(unquestioned acceptance)’하는데, 이에 ‘지나칠 정도로 순응

(extreme conformity)’할 때 약물 복용이라는 일탈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① ～를 피하려는 바람에 대한 단련된 통제 ② ～를 형성함에 있어서 낭

비된 노력과 자원 ③ ～에서 독립되고 자유로워지려는 전통적인 시도 ④ 슬로건

과 표어를 ～와 맞추는 전통적인 접근 방법

[Words and Phrases]

deviance 일탈 norm 규범, 기준 be committed to ～ing ～하는 것에 전념하다

overdo 과장하다, ～을 지나치게 하다 grounded 기초를 둔, 근거하는 dynamics

역학 enact 행하다; 제정하다

27.

시간적 압박은 좌절감을 가져오며, 우리가 좌절감을 느끼거나 다른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사고는 점점 더 좁아지고 창의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사람

들은 이러한 현상을 지각하지 못하여, 시간적 압박을 느끼고 있을 때 창의력이 높

아진다는 허상을 갖고 살아간다. 이는 시간적 압박이 널리 퍼지게 된 이유를 설명

하고, 우울함의 속도 상승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보다 짧은

시간에 보다 많은 활동을 짜내려고 애쓰느라 너무나도 바쁘다. 그 결과 우리는 우

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행복의 잠재적 출처들을 누리지 못한다. 삶이 제공

해야 하는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풀이]

시간이 촉박하게 되면 사고력이 좁아지고 창의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내용이므로

‘우리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we need to take out time)’는 결론을 내

릴 수 있다. ② 우리의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 ③ 우울함을 현명하게 다루어야

한다. ④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⑤ 부정적인 감정조차

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Words and Phrases]

frustration 좌절감 unaware 알지 못하는 phenomenon 현상 illusion 환상, 허상

pervasive 퍼지는, 널리 미치는 account for ～을 설명하다 squeeze 짜내다



28.

[해석]

아무런 시도가 없으면 어떠한 실패도 없으며, 아무런 실패가 없으면 어떠한 굴욕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자부심은 전적으로 우리가 스스로에

게 되라고 그리고 하라고 후원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것은 우리가 가상하는 잠재력

에 대한 우리의 현실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성공을 가식으로 나눈 것

이 자부심과 같은 것이다. 이는 우리의 기대 수준의 모든 상승이 굴욕의 위험성의

상승을 가져오는 방식을 설명한다. 우리가 평범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

가능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보다 많은 것을 성취하

려고 노력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성취하기를 바라는 것들의 수를 줄일

수 있다. 후자의 접근방식이 갖는 장점은 다음과 같이 “가식을 포기하는 것이 만족

감을 느끼게 하는 것만큼이나 행복한 위안이 된다.”는 말에 들어 있다.

[풀이]

행복을 얻게 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실을 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

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이는, “자부심은 성공을 가식으로 나눈 것과 같

다”(success divided by pretensions equals self-esteem)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

①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것을 성취할 것이다. ② 자부심은 현실을 낮춤으

로써 상승될 수 있다. ④ 인생의 초반기의 실패는 후반기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

다. ⑤ 가상하는 잠재력이 많으면 행복의 가능성이 상승하게 된다.

[Words and Phrases]

humiliation 굴욕, 수치 back 후원하다, 지원하다 actuality 현실, 실정

potentiality 가능성, 잠재력 entail 일으키다, 남기다 pretension 가식, 허세, 근거

없는 주장 gratify 만족시키다, 기쁘게 하다

29.

[해석]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은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그것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 자연은 도시와 농촌 지역 외부에, 다시 말해 자연의 과정이 방해받

지 않는 지구의 지역에 존재한다. 자연은 쓰러진 통나무가 썩는 곳과 도토리가 자

라는 곳, 산불이 삼림지대를 초원으로 바꾸는 곳, 그리고 보초 섬이 해류와 함께 이

동하는 곳―인간의 간섭이 없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의는

자연은 인간을 멀리 떨어지게 하여 계속 자체의 모습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가장 잘

보호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자연이

인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치로 정의된다면, 지구상에 자연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선사시대의 사람들은 아마존에 과수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든 또는 북

아메리카에서 많은 커다란 포유동물을 사냥하여 멸종시키는 방식으로든 자신을 에



워싸는 생태계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현대 인류는 지구 전역의 기후 변화를 통해서

든 인공 화합물을 먹이사슬을 통해 세계 전역으로 이동시킴에 의해서든 지구의 환

경을 훨씬 더 깊이 변화시키고 있다.

[풀이]

자연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게 되면 ‘지구상에

자연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는(there is no nature on the planet at all)’ 결론에

도달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지구의 모든 곳은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후반부 내용을 통해 빈칸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① 인간은 자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③ 그것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보존될 가치가 있다.

④ 현대인들은 조상들에게 너무나 많은 신세를 지고 있다. ⑤ 인간은 자연의 힘에

의해 좌우된다.

[Words and Phrases]

realm 영역, 범위 unhindered 방해받지 않은 barrier island 보초도(堡礁島) (방파

제 구실을 하는 섬) by extension 더 나아가 extinction 멸종 profoundly 심오하

게, 깊이 food chain 먹이사슬

30.

[해석]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의 가장 명백한 두드러진 특징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도덕적

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우리 모두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유형의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에게 있어서도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필요한 조건이다. 하지만 이

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두드러진 특징을 넘어서면, (터무니없이 이상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실제로 현재 살아 있는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 각자의 가장 두드러

진 특징은 분명히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

간이라면 누구든지 지니고 있는 다양한 견해를 제시한다는 사실이다. 즉,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두루 적용되도록 만들어진 답은 없다. 오히려, 도덕적 행위자로서

의 인간은 이러한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

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

[풀이]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

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개개인이 서로 다양한 견해를

갖는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지니고 있는 다양한 견해를 제시한

다.(brings multiple perspectives to bear on)’이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salient 현저한, 두드러진 moral agent 도덕적 행위자,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

uncontested 명백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uncontroversial 논란의 여지가 없는

flesh-and-blood 현재 살아 있는, 현실의 as opposed to ∼와는 대조적으로

ridiculously 우스꽝스럽게, 터무니없이 multiple 다양한 perspective 시각, 견지

bear 품다, 지니다 one-size-fits-all 널리[두루] 적용되도록 만든

31.

[해석]

음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특히 또래의 영향에 취약하다. 십대의

소녀는 상추 샐러드가 그녀의 친구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가 고플지라

도 점심으로 상추 샐러드만 먹을지도 모른다. 레슬링 팀을 만들고 싶어 하는 호리

호리한 소년은 자기 학교의 레슬링 선수들처럼 ‘몸집을 불리기’ 위해 판에 박힌 듯

이 자기 접시를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많은 음식으로 가득 채울지 모른다. 과체중의

십대는 주변에 친구들이 있을 때는 적당히 먹을지 모르지만, 혼자 있게 되면 많은

양을 게걸스럽게 먹게 된다. 음식과 관련된 압박이 의도적으로 강요된 것이든 혹은

그렇지 않든 또래들로부터 그러한 압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다.

[풀이]

(A) vulnerable은 ‘취약한’이라는 뜻이고, immune은 ‘면역성의’라는 뜻인데, 문맥상

‘또래의 영향에 취약한’이라는 의미이므로 vulnerable이 적절하다.

(B) dense는 ‘밀집한, 밀도가 높은’이라는 뜻이고, deficient는 ‘모자라는, 불충분한’이

라는 뜻인데, 문맥상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라는 의미이므로 dense가

적절하다.

(C) greedily는 ‘게걸스레, 욕심내어’라는 뜻이고, moderately는 ‘적당히’라는 뜻인데,

문맥상 친구들이 있을 때는 ‘적당히’ 먹는다는 의미이므로 moderately가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when it comes to ～에 관한 한 peer 동료, 동등[대등]한 사람 lettuce 상추

overload 짐을 너무 많이 싣다 protein 단백질 bulk up 커지다, 크게 하다

devour 게걸스럽게 먹다

32.

[해석]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웃지만, 그들이 반드시 똑같은 것에 대해 웃는 것은 아

니라고 이야기된다. 이것이 단일 공동체에 적용된다면, 그것은 다양한 사회에서 사

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많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주



제와 농담을 하기에 적절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문화마다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바보 같아 보이는 행동과 관련된 어떤 스타일의 유머는 어느 곳에서든지 웃

음을 자아내는 것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공유되는 가정에 대한 의존 때문에 대부분

의 농담은 매우 잘(→ 형편없이) 전해진다. 이것은 특히 언어의 유희가 포함된 농담

의 경우에서 눈에 띈다. 그러한 농담은 어려운데, 사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국인에게 농담을 말하려는

사람들의 시도가 아주 종종 멍하니 응시하는 것에 부딪치게 된다.

[풀이]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경우, 어떤 문화에서만 공유되는 가정에 대한 의존 때문

에 그 문화에서는 통용되는 농담이 다른 문화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그 농담이 매우

잘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형편없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well

을 badly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amusing 재미있는 occasion (특정한) 경우, 때 reliance 의지 assumption 가

정 noticeable 눈에 띄는 play on words 말장난, 언어유희 virtually 사실상

translate 번역하다 blank stare 멍한 응시, 의아한 눈초리

33.

[해석]

많은 식료품점에는 쇼핑객들에게 식료품용으로 종이봉투나 비닐봉투를 선택하도록

한다. 많은 사람들은 종이가 환경에 덜 해롭다고 본능적으로 말한다. 결국 종이는

생물 분해성이 있고 재활용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비닐은 석유 부산물과

천연 가스를 사용해서 제조된다. 비닐은 항상 쉽게 경제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단 제조되면 사실상 영구적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종이 제품은 도시

쓰레기 중에서 단일 구성 요소로는 가장 많다. 종이 제품이 이론적으로는 생물 분

해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쓰레기 매립지에서 그것이 자연 분해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종이 생산에는 특히 비닐 봉투를 생산할 때보다 70퍼센트 더 많은

공기 오염이 수반된다. 그리고 종이를 만드는 데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나무를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라. 종이봉투 제작 과정에는 또한 비닐봉투 제작보

다 세 배나 더 많은 수질 오염 물질이 생긴다.

[풀이]

(A)를 기준으로 바로 앞에서는 종이의 좋은 점이 기술되고, 바로 뒤에서는 비닐의

좋지 않은 점이 기술되므로, (A)에는 대조의 연결사인 In contrast가 적절하다. (B)

를 기준으로 바로 앞에서는 종이의 좋지 않은 점이 기술되고, 바로 뒤에서도 종이

의 좋지 않은 점이 계속 기술되므로, (B)에는 추가의 연결사인 Furthermore가 적절

하다.



[Words and Phrases]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biodegradable 미생물에 의해 무해한 물질로 분해할 수

있는, 생물 분해성의 recyclable 재활용할 수 있는 by-product 부산물

economically 경제적으로 virtually 사실상, 실질적으로 indefinitely 무기한으로

component 성분, 구성 요소[부분] municipal 시(市)의, 도시의 landfill 쓰레기

매립지 biodegrade 생분해[자연분해]되다(박테리아에 의해 무해 물질로 분해되다)

emit 방출하다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water pollutant 수질 오염 물질

34.

[해석]

미래에 대한 예측은 항상 어렵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종(異

種) 문화 간의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수많은 상호작용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할 것이

다. 그러한 예측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몇 가지 이유에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해

외 업무로 인해 생기는 계약의 증가, 다른 나라에서 시간을 보내는 대학생들의 이

동, 여행객들 사이에서 해외여행의 증가 등이 포함된다. 다른 이유들은 크고 복잡한

어떤 한 나라에서의 소수민족 차별 철폐 조치, 이주자와 난민의 이동, 2개 언어 병

용 교육 프로그램, 소수 민족 집단이 ‘용광로’의 한 부분이 되는 목표로부터 멀어지

는 움직임과 같은 사회적인 변화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미래에 만나려고

꾀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의사소통상의 관습을 연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풀이]

미래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종(異種)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 이종

(異種) 문화 간의 의사소통을 하려면 미래에 만날 사람들의 문화와 의사소통상의

관습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주제로는 ‘이종(異種) 문

화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necessity of understanding intercultural

communication)’이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prediction 예언 interaction 상호 작용[영향] intercultural communication 이종

(異種) 문화 간의 의사소통 bring on ～을 야기하다[초래하다] refugee 피난자,

난민, 망명자 bilingual education 2개 언어 병용 교육 ethnic minority (다른 민

족 국가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 집단 melting pot (많은 사람・사상 등을 함께 뒤

섞는) 용광로, 도가니 convention 풍습, 관례 propose 꾀하다, 기도하다

35.

[해석]

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환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 마음을 터놓게 하는



방법에 관한 심포지엄을 이끌고 있었다. 그 정신과 의사는 “내가 내 기술로, 질문할

필요도 없이 첫 번째 세션 중에 새로운 한 환자로 하여금 가장 사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동료들의 도전 의식

을 북돋았다. 그의 마법의 공식은 무엇인가? 간단히 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자신에

관한 사적인 것 즉, 그 환자가 신뢰를 깸으로써 그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는 비밀

을 그 환자에게 드러냄으로써 세션을 시작했다. 그가 ‘가면을 벗으면서’ 환자들은

자기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스스로가 허심탄회한 사람이 되어 있

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에게 마음을 터놓았고, 마음이 열림으로써 더더욱 마음이 열

렸다. 동일한 원칙이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된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솔선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도 당신에게 비밀을 훨씬 더 잘 드러낼 것이다.

[풀이]

상대방에게 마음을 터놓고 자기 자신의 비밀을 먼저 털어 놓음으로써, 상대방도 그

렇게 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주제로는 ‘상대방을 끌어내기 위

해 스스로 마음을 터놓기(opening up oneself to draw out the other person)’이 가

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psychiatrist 정신과 의사 open up 마음을 터놓다 symposium 토론회, 좌담회, 심

포지엄, 연찬회 challenge 도전하다, 요구하다, 도전 의식을 북돋우다 colleague

동료 boast 자랑, 호언장담, 큰소리 bet 단언[보증]하다 session 시간, 기간,

회기 formula 공식 reveal 드러내다 confidence (남에 대한) 신용, 신뢰

open-minded 편견이 없는, 허심탄회한 evoke 일깨우다, 환기시키다, 자아내다

principle 원리, 원칙 take the initiative 솔선하다 self-revelation (자연스러운)

자기 현시(顯示)[표출]

36.

[해석]

위 막대그래프는 2007년과 2008년에 다섯 개의 유명한 소셜 매체에 대한 응답자의

친숙도를 보여준다. 위 그래프에 의하면, 2007년에 가장 친숙했던 소셜 매체는 블로

깅이었다. 다음 해에, 소셜 네트워킹이 가장 친숙한 소셜 매체가 되었다. 2007년에

가장 덜 친숙한 소셜 매체였던 영상 블로깅은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증가를 보여

주었던 세 매체 중에서 가장 큰 친숙도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위키스는 친숙도에

있어서 2007년에서 2008년까지 팟캐스팅보다 더 큰 감소를 보여주었다. 2008년에

팟캐스팅과 위키스는 가장 덜 친숙한 소셜 매체였다.

[풀이]

그래프를 보면 2007년에서 2008년까지 팟캐스팅의 친숙도가 위키스보다 더 큰 감소

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④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and Phrases]

familiarity 친숙함 respondent 응답자 prominent 유명한, 두드러진

37.

[해석]

1980년대 초반, 한 이탈리아 과학자 팀이 다양한 상황 하에서의 사람들의 간지럼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원들은 사람들이 다른 발보다 더 간지럼을 타는

발이 있는 것 같아 보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오른발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 실험은 뾰족한 나일론 막대가 1초씩 간격을 두고 세 번 발바닥을 가

로질러 쓰다듬어지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여 1998년에 반복되었다. 34명에게 그것

을 적용한 후, 연구원들은 원래의 발견을 확인했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간지럼을

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정보의 지평을 한층 더 확장했다. 제안된 한 설명은

오른발에 적용되는 자극을 감지하는 뇌의 왼쪽 면이 웃음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풀이]

본문의 마지막 문장의 내용이 ⑤와 일치한다.

[Words and Phrases]

ticklish 간지럼을 타는 pointed 뾰족한 rod 막대 stroke 쓰다듬다, 어루만

지다 interval 간격 confirm 확인하다 push back (새로운) 지평을 확장하

다 frontier 경계, 한계 stimulus 자극 pl. stimuli be associated with ∼와

관련이 있다

38.

[해석]

Buffon은 프랑스의 루이 16세 군주 통치시절의 유명한 동물학자이자 식물학자이다.

Buffon은 베르사유의 공원에 야생 동물들을 들여놓았다. 그는 또한 파리의 Left

Bank에 있는 식물원을 확장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수집가라는 사실에 어울리는

자신감으로 종합적인 세계 자연사에 관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 작품에서 Buffon

은 신세계(아메리카 대륙)의 토착 동물들은 유럽의 토착 동물보다 작으며, 아메리카

의 동물 종의 수가 더 적고, 심지어 유럽의 길들여진 동물 종들도 대서양을 건너면

서 크기와 힘이 줄어들었다는 편향된 의견을 표명했다. 분명히, 그의 의견들은 환영

받지 않았고 아메리카에서 혹독하게 비판을 받았다.

[풀이]

Buffon은 아메리카의 동물 종이 더 적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④는 글의 내용과 일

치하지 않는다.



[Words and Phrases]

zoologist 동물학자 botanist 식물학자 reign 통치 monarch 군주 stock

A with B A에 B를 들여놓다 expand 확장하다 botanical garden 식물원

comprehensive 포괄적인, 종합적인 biased 편향된 diminish 줄다, 감소되다

vigor 힘, 기력

39.

[해석]

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것에 대한 기억이다. 대부

분의 기다림은 희망했던 결과를 예상하므로, 지배하는 것은 중간의 구성 요소가 아

니라 결과에 대한 기억이다. 만약 전반적인 결과가 충분히 유쾌하다면, 중간에 겪었

던 어떠한 불쾌함은 최소화된다. Terence Mitchell과 Leigh Thompson은 이것을

‘장밋빛 회상’이라고 부른다. Mitchell과 그의 동료들은 12일간의 유럽여행 참가자들

과 추수감사절 휴가로 집에 가는 학생들,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가로지르는 3주간의

자전거 여행을 연구했다. 이 모든 경우에서, 결과는 비슷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에, 사람들은 긍정적인 기대로 미래를 바라보았다. 나중에, 그들은 좋게 기억을 했

다. 도중에는? 음, 현실은 좀처럼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며, 너무 많은 것들이 어긋

난다. 그러나 기억이 장악하게 되면, 그 불쾌함은 사라지고 좋은 부분이 남으며, 그

것은 아마도 더욱 강렬해져서, 심지어 현실을 넘어 확대가 된다.

[풀이]

아무리 과정이 힘들었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이 남는다는

요지의 글이다. 따라서 ④가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outcome 결과 dominate 지배하다 intermediate 중간의 minimize 최소화하

다 retrospection 회상 live up to expectations 기대에 부응하다 intensify

강렬해지다 amplify 확대시키다

40.

[해석]

매일, 우리는 저명인사들로부터 일종의 무분별함에 대한 반응으로 사과를 배우는

것 같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들은 현장에서 들킨 이후에만 사과하는 유감스러

운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회의적인 일반인이 “그들이 그들의 행

위에 대해 사과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그들이 걸렸기 때문일까?” 하고 궁

금해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설상가상으로, 그 옳지 못한 사람은 흔히 사과할

때, “내가 실수를 저질렀다.”라기보다는 “실수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수동적인 목소리를 사용할 것이다. 여기서는 수동적인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안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책임감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사

과가 아니며 그다지 큰 의미도 없다.

[풀이]

저명인사들의 사과 방식과 태도가 그다지 책임감도 없으며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는 요지의 글이다. 따라서 ⑤가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하

다.

[Words and Phrases]

prominent figure 저명인사 indiscretion 무분별함 tendency 경향 be found

with a hand in the cookie jar 현장에서 들키다 skeptical 회의적인, 의심 많은

41.

[해석]

고대 아테네는 많은 올리브 나무를 심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는 고대 아테네에

는 번영이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올리브 나무는 약 30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

기 때문에, 그것을 심는 것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올리브유 수출의 증가 또한 그 기름이 운송된 곳의 도기류 발달을 촉진했다. 기원

전 535년경에 붉은 형상의 꽃병 그림의 발명이 있었다. 이제 그 꽃병의 모든 표면

이 자연스러운 붉은 색 속에서 쪼아낸 형상과 함께 검게 되었다. 이는 훨씬 많은

다양함과 현실주의를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국제적인 올리브유 거래가 가져온 번

영은 농민들에게도 퍼졌고, 초창기 극장의 토대를 형성한 것은 합창곡과 함께 흉내

며 추는 단체 무용이 있는 그들의 의식이었다.

[풀이]

고대 아테네에 많이 심었던 올리브 나무가 도기류의 발달을 촉진하고 극장의 토대

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② ‘올리브 심기가 아테네에 가져온

것’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infer 추론하다 prosperity 번영, 번창 optimistic 낙관적인 transport 운송

하다 pick out 파내다, 쪼아내다 peasant 농부, 농민 ritual 의식 mimic

흉내를 내는

42.

[해석]

최근까지 최초의 인류는 아프리카 대륙을 떠나기 위해 북쪽으로 가는 길을 택했고,

중동으로 걸어 들어가 거기서 뻗어 나갔다고 일반적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현재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은 그 이동이 더 남쪽으로 가는 길을 통해 진행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한다. 2005년에 한 국제 연구 팀이 말레이시아에 사는 한 고립

된 부족이 약 65,000년 전에 아프리카를 떠났던 인간들의 후손인 것처럼 보인다고

발표했다. 그 연구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진행 중이던 기후 변화가 남쪽으로 가는

길을 더 쉽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 유전학적 증거는 아마도 겨우 몇 백 명

정도가 처음에 인도로,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호주로 갔을 것이라는 것을 시

사한다. 만약 이것이 옳다면, 이는 유럽에 있는 가장 오래된 인간의 유적인 루마니

아에서 발견된 턱뼈가 약 35,000년 밖에 되지 않는 데 반해, 왜 인간이 약 50,000년

전에 호주에 도착했던 것처럼 보이는지를 설명해 줄 것이다.

[풀이]

최근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아프리카를 떠난 최초 인류가 북쪽이 아닌 남쪽 길을

택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① ‘아프리카를 떠나서: 어느 쪽 길인

가?’가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assume 추정하다 exodus 이주, 이동 descendant 후손, 자손 underway 진

행 중인 jawbone 턱뼈

43.

[해석]

단지 약간의 증거만을 가지고 결론에 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은 전혀 어

떤 증거도 없이 결론에 이르는 오류이다. 때때로 사람들은 분리된 사건을 인과관계

로 오해한다. (B) 그들은 A가 B보다 먼저 일어난 것을 보고, A가 B의 원인이었다

는 잘못된 가정을 한다. 이것은 논리학에서 인과 설정의 오류(‘이것 다음에, 그러므

로 이것 때문에’)라고 알려진 오류이다. (C) 예를 들어, 당신은 검은 웃옷을 입은 사

람이 은행으로 급히 들어가는 것을 본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그가 그의 가방을

초조하게 가지고 가는 것을 주시하고, 몇 분 있다가 사이렌 소리를 듣는다. (A) 따

라서 당신은 그 불길한 검은 웃옷을 입은 사람이 은행에서 강도질을 했다고 속단한

다. 그러나 그러한 비약은 그 문제의 진실과 거리가 먼 경향이 있다. 당신은 단지

우연의 일치에 기초한 의심만 있을 뿐 증거가 전혀 없다. 이것이 인과 설정의 오류

이다.

[풀이]

주어진 글에서는 증거 없이 결론에 이르는 오류에 대해 언급하였으므로, A가 B보

다 먼저 일어난 것만 보고 증거도 없이 A가 B의 원인이라고 가정한다는 내용의

(B)가 그 다음에 와야 한다. 그리고 (B)에서 언급한 인과설정의 오류에 대한 예가

시작되는 (C)가 그 다음에 나오고, 마지막으로 증거 없이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일

을 진실과 거리가 먼 경향이 있다며 (B)에서 시작한 인과 설정 오류의 예를 마무리



하는 (A)가 나와야 한다.

[Words and Phrases]

evidence 증거 fallacy 오류, 잘못된 생각 cause-and-effect relationship 인과관

계 leap to a conclusion 속단하다 suspicion 의심 assume 추정하다, 추측하

다 logic 논리, 논리학

44.

[해석]

호피족의 종교는 해마다 요구되는 많은 의식이 기재된 종교의식 달력으로 특징지어

진다. 대부분의 경우, 각 의식은 특정 씨족의 일원들에 의해 주관된다. 마을에 있는

모든 씨족은, 의식에 사용되는 가면과 다른 신성한 도구들을 쓰지 않을 때 보관해

두는 씨족회관을 보유한다. 씨족회관은 대개 씨족의 고참 여성이 사는 곳과 인접해

있는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여성은 제사 도구를 보관하고, 그 도구들이 적절한

경의를 받으며 다뤄지고 있는지를 보는 임무를 맡고 있다. 또한 각 씨족의 남성 우

두머리의 임무는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종교적인데, 그 이유는 그가 씨족에 의해

주관되는 종교의식을 수행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씨족의 남성 우두머리는 자신

의 지위를 남동생이나 혹은 누이의 아들에게 물려준다. 이런 식으로, 문화적으로 중

요한 종교의식에 관련된 지식이 씨족 내에서 보존된다.

[풀이]

②번 앞의 문장에 나온 a clanhouse를 주어진 문장에서 다시 the clanhouse로 받고

있으며, ②번 뒤의 This woman은 주어진 문장의 the senior female member of the

clan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은 ②에 들어가야 한다.

[Words and Phrases]

adjoin 인접하다 feature 특색을 이루다 ceremony 의식, 의전 sacred 신성한

be in charge of 책임지다 ritual (종교적) 의식 performance 실행, 수행

45.

[해석]

정보처리 모델은 해결 방안에 빨리 도달하기 위한 기교에 역점을 두고, 문제 해결

에 이성적 분석을 강조한다. 문화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이 보통 현대 서구사회가 중

요시하는 정신적 속성들과 잘 맞는다. 예를 들어, 서양인들은 자립적이고 사고가 빠

른 사람을 존경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은 어디에서나 중요시되지

는 않는다. 예를 들면 농경 아프리카 사회는 삶의 다양한 면에 끼치는 영향에 주목

하면서, 사회 전체의 맥락에서 문제를 보는 것을 중요시한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해결방안에 도달하는 속도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이것은 캐나다의 크리 족과



오지브웨이 족에게서 또한 발견된다. 이러한 부족들은 역사적으로 황무지에서 살았

고 많은 역경을 겪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들은 문제 해결에 좀처럼 두 번의 기회

를 거의 얻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원주민들은 시간을 갖고 문제에 대해 심

사숙고하고,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가능한 해결책들을 마음속으로 검토해

보는 것을 중요시 한다.

→ 대부분의 서구사회에서는 문제해결에 있어서 속도가 매우 중요시 되지만, 몇몇

비서구 사회에서는 그들의 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그것이 다르게 여겨진다.

[풀이]

서구사회는 빠르게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중요시 하지만, 아프리카와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속도보다는 그들이 처한 문화적 환경에 따라 서구사회와는 다른 것을

중요시한다는 내용이므로, (A)와 (B)에는 각각 speed와 cultural backgrounds가 들

어가야 한다.

[Words and Phrases]

rational 이성적인 orientation 태도, 방향 contemporary 동시대의, 현대의

independent 자력의, 독자적인 hardship 고난, 역경 reflect 곰곰이 생각하여 보

다

46∼47.

[해석]

일전에 내가 알고 지내던 사교적이고 매력적인 남자가 내게 약속 시간 사이에 한두

시간 동안 뉴욕에서 뜻밖에 ‘홀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Whitney

Museum에 가서 혼자 전시물을 보면서 ‘비어 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에게 있어서,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거의 사랑에 빠지는 것만큼

이나 큰 충격이었다.

그는 무엇을 두려워했던가? 나는 자신에게 물었다. 돌연히 혼자서, 그가 자신을 지

루해 한다는 것 또는 거기에는 충족시킬 자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하지만 그는 이러한 새로운 세상에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이제 새로운 모험을 막

시작했다. 그는 우주비행사에게 우주만큼이나 광대하고, 탐험되지 않았으며, 때로는

무시무시한 공간인 자신의 정신세계로 막 진출하게 되었다. 그의 모든 지각은 그에

게 새로운 신선함으로 다가올 것이며 잠시 동안은 놀랍게도 독창적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육안으로 혼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잠시 동안은 어느 정도

천재가 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시야는 불가피하게 이중이 된다. 우리

는 내 동료가 무엇을 보는지 또는 이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궁금해 하느라 분주해진다. 독창적인 효과는 사라

진다.

“당신과 함께 들은 음악은 음악 이상이었어요.” 정말 맞는 말이다. 그리고 따라서



음악 ‘그 자체’는 혼자서만 (제대로) 들을 수 있다. 고독이 개성을 잘 드러내 준다.

그것은 모든 경험의 진정한 맛을 이끌어 낸다.

[풀이]

46. 홀로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각하게 해주고, 우리의 개성도 드

러내 준다고 했으므로, 글의 제목으로 ① ‘고독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기’가 가장 적

절하다.

47. 빈칸이 있는 문장 뒤에서는 혼자 사물을 보며 인식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천

재가 된다고 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으며 독창적인 효과가 사라진다고 했으므

로, 빈칸에는 ③ ‘original(독창적인)’이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acquaintance 아는 사람 immense 광대한 inevitably 불가피하게, 필연적인

companion 친구, 동료 impact 영향, 효과 solitude 고독 personhood 개인적

특질, 개성 bring out 끌어내다[발휘되게 하다]

48∼50.

[해석]

(A) 내 할머니의 부엌은 음식으로 넘쳐났다. 그녀는 사용하는 모든 병과 통을 위해

찬장에는 개봉하지 않은 여분의 통과 병을 보관하도록 딸들을 키웠다. 그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녀의 장녀에 의해서 똑같이 하도록 (배우면

서) 자라났다. 비록 내가 별 생각이 없을 때에도, 나는 때로 집에 둘 또는 심지어

세 개의 여분의 것들을 모아놓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C) 하지만 이러한 풍부함이 물건들을 낭비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모

든 것은 항상 최대한도로 사용되었다. 나의 할머니 냉장고에 대해 전해지는 가족

이야기가 있다. 그녀의 냉장고는 항상 아주 구석까지 가득 차 있었으며 모든 선반

이 활용되었다. 가끔 누군가가, 보통은 어린아이지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열 때, 계란 하나가 떨어져서 부엌 바닥에 깨지곤 하였다. (그에 대한) 할머

니의 반응은 항상 같았다. 그녀는 만족스럽게 깨진 계란을 바라보곤 하셨다. 그녀는

“아, 오늘 우리는 스펀지케이크를 먹는단다.”라고 말씀하셨다.

(B) 삶을 돌보는 것이 항상 자신의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삶은 일시적

이며, 깨진 계란들로 가득 차 있다. 계란에 적용되는 것은 고통과 상실, 그리고 아

픔에도 훨씬 더 잘 적용된다. 어떤 것들은 헛되이 낭비하기에는 너무도 중요하다.

내가 열여섯 살 때, 의사가 와서 아무도 치료법을 모르는 질병에 내가 걸렸다는 것

을 내게 알려준 직후에, 어머니께서는 내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D) 나는 충격을 받아 그녀를 향해 돌아봤지만, 그녀는 꼭 껴안아 주거나 위로해

주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스펀지케이크를

만들 거란다.”라고 그녀는 내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내 자신의 조리법을 발견하



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나는 그 순간 이것이 내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

는 것을 알았다.

[풀이]

48. (A) 할머니의 영향으로 집에는 항상 여분의 물건들이 있었음 → (C) 하지만 그

러한 풍부함이 낭비되는 것은 아님, 할머니는 계란이 실수로 깨지면 케이크를 만들

어 먹음 → (B) 삶에도 깨진 달걀이 있으며, 필자가 열여섯 살 때 불치병에 걸렸음

→ (D) 나는 불치병 소식에 충격을 받았지만 어머니는 위로해 주시지 않음

49. She would look at the broken egg with satisfaction.에서 할머니는 깨진 계란

을 보고 만족스럽게 보셨다고 했으므로 ④가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50. 깨진 계란으로 케이크를 만들 듯이, 필자는 불치병에 걸렸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극복하자는 뜻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Words and Phrases]

overflow 넘치다 absentminded 방심 상태의, 멍해 있는 accumulate 모으다, 축

적하다 befriend 친구가 되어 주다, ∼을 돌보다 impermanent 일시적인, 덧없는

abundance 풍부, 부유 waste 헛되이 하다, 낭비하다 to the full 최대한도로

sufficient 충분한 caution 조심, 주의 soothe 달래다, 위로하다 firmly 단호하

게 recipe 조리법, 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