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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 Susan, 저게 무슨 사진이지?

여: 봐! 우리 아버지가 여기 계셔.

남: 어느 분이니?

여: 알아맞춰 봐.

남: 너희 아버지는 안경을 쓰셨니?

여: 아니, 안 쓰셨어. 체크 넥타이에 회색 양복을 입고 계셔.

남: 체크 넥타이라구? 그러면 이 신사분이 네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

구나.

여: 그래, 맞아.

남: 음. 메모를 하고 계시는구나. 바빠 보이시는데.

　정답: ④

안경을 쓰지 않았고, checked tie에 grey suit를 입고 계시며, 게

다가 taking notes를 하고 있는 사람은?

guess: 상상

2. 여: 실례합니다. 혹시 포드사의 Johnson 씨이신가요?

남: 맞습니다.

여: 저는 토론토 사무실의 Julie Brown입니다. 어떠세요?

남: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Brown양. 기다리게 했다면 죄송합

니다.

여: 괜찮습니다. 공항에서 늘 있는 있는데요. 비행기는 이떠셨나요?

남: 매우 붐볐습니다. 세관을 빠져 나오는 데 힘이 들었어요.

여: 이유를 알겠습니다. 가방이 많네요. 도와드릴게요.

남: 정말 감사합니다.

여: 이리 오세요. 제 차가 주차장에 있습니다.

　정답: ②

at the airport, flight, customs 등의 단어로 보아 공항에서의

대화이다.

by chance: 혹시 crowded: 붐비는, 만원의 customs: 세관

parking lot: 주차장

3. 남: 엄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이죠?

여: 네 누나의 소설이 지금 베스트셀러란다.

남: 누나에게 잘 됐네요. 누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여러 해

동안의 힘든 작업이 드디어 결실을 얻는군요.

여: 사실 네 누나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단다.

남: 지금 말씀해 주세요. 궁금해요.

여: 네 누나의 소설이 러시아에서 출간된다는구나.

남: 정말 잘 됐네요. 러시아어로 읽을 수 있으면 좋겠 어요.

　정답: ⓛ

엄마와 아들의 대화로, 여자의 딸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으며

곧 러시아에서도 그녀의 책이 출간된다는 사실에 대해 여자는 무척

기뻐하고 있다.

cheerful: 즐거운, 유쾌한 occasion: 특별한 일 deserve: ～

받을 만하다 pay off: (일 등이) 수고한 보람이 있다 curious:

알고 싶어하는

4. 전할 말씀과 전화 번호를 남겨 주세요.

여: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학생, Helen입니다. 매

우 바쁘신 것 같지만,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 저는 다음

달에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발음을 좀

봐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내일

선생님 연구실에 잠시 들르겠습니다. 11월 17일까지 준비되었으

면 합니다. 학기 중에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

해서 제 전화 번호를 남깁니다. 345-7575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답: ⑤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는 학생이 자신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께

발음 교정을 부탁드리는 내용의 메시지이다.

ask ～ a favor: ～에게 부탁하다 speech contest: 말하기 대

회 stop by: 들르다 semester: 학기

5. 남: 생일 기념 할인 판매에 대해 알고 있나요?

여: 예, 스포츠 용품점으로 서둘러 가요.

남: 뭘 사려구요?

여: 윔블던 테니스 라켓이요. 지난 주에 제가 좋은 것을 봤거든요.

100달러 짜리인데, 오늘은 20% 싸게 살 수 있어요.

남: 예, 20%나 싸게! 정말 잘 사는 거군요.

여: 서둘러요! 다 팔리겠어요.

　정답: ③

100달러 짜리이지만, 20% 할인 행사로 80달러에 살 수 있다.

off: 할인하여 go: 팔리다

6. 여: 실례합니다만, 전 Happy Valley로 가야 하는데요.

남: 오늘은 기차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고가 났거든요.

여: 아니, 이런! 택시를 탈 수 있을까요?

남: 물론 탈 수는 있습니다만 교통이 하루 중 이 시간에 아주 안 좋아

요.

여: 그러면 버스도 포기해야겠군요.

남: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하철을 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입니다.

여: 지하철이라구요? 아, 전철 말씀이군요!

남: 예, 부인. 3호선을 타고 Central 역에서 내리세요. 한 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여: 정말 고맙습니다.

　정답: ④

사고로 인한 여파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 수단 중 underground,

즉 subway를 타라고 충고하고 있다.

underground: 영. 지하철 subway: 미. 지하철

7. 남: Cathy, 지금 무얼 하고 있니?

여: 호주에 계신 아버지께 편지를 쓰고 있어.

남: 뭐라고? 아버지가 호주에 계신다고?

여: 응, 지난 7월부터 연수 때문에 그곳에 계셔.

남: 오, 알겠어. 그곳에서 얼마 동안 계실 건데?

여: 3개월 더 연수를 받으셔.

남: 아버지께서 국제 무역업을 하시니?

여: 아니, 아버지는 기술자셔.

　정답: ①

여자의 아버지는 training 때문에 호주에 계신다.

8. 여: 더 잘 잘 수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매일 운동을 해 보세요.

잠과 운동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매일 걷

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수면 문제가 더 적다고 합니다.

빨리 걸으면 수면상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50%까지 줄일 수 있습

니다. 그러나 밤 늦게 걷는 것은 밤에 잘 잘 수 있는 것에 실제 나쁠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면 그렇습니다. 즐겁고 걸으

시고 달콤한 꿈을 꾸세요!

　정답: ③

운동으로 수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잠과 운동의 상

관 관계에 대한 담화이다.

daily: 매일 cut: 줄이다 chance: 가능성 difficulty: 곤란,

어려움 particularly: 특히

9. 남: 신사 숙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쇼의 감독으로서 제가

하는 일은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희 쇼를 즐기기 위해 여기 와 주

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특

히 이렇게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불행히도 오늘 밤의 비

는 예상 밖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여러분의 우산 덕

분에, 그런 폭우도 저희 쇼를 망치지 않았습니다.

　정답: ②

쇼의 감독이 악천후 속에서도 참석하여 쇼를 즐겨 준 관객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는 내용이다.

director: 관리자, 감독 bring down: 내리다 unexpectedly:

예상밖으로 pour: 쏟아 붓다 pour cold water on: ～에 찬물을

끼얹다, 기가 꺾이게 하다

10. 남: 실례합니다. 저는 11월 20일자 서울발 목포행 기차표를 가

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 일정이 바뀌었거든요. 25일까지 여행을 연

기할 수 있을까요?

여: 예약을 20일에서 25일로 바꾸길 원하시는군요.

남: 예, 맞습니다.

여: 편도입니까, 왕복입니까?

남: 편도입니다.

여: 몇 시에 가길 원하세요?

남: 가능하면 오전으로 해 주세요.

여: 오전이요. 좋습니다, 금방 컴퓨터로 점검해 보죠.

　정답: ④

남자는 일정이 바뀌어 20일에서 25일자 기차표로 예약을 바꾸려

하고 있다.

put off: 연기하다 reservation: 예약 one way: 편도

round trip: 왕복 여행

11. 여: 보세요, 여기 당신을 위한 일자리가 있네요.

남: 오, 태국이네요. 그곳은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하죠. 저는 이렇게

추운 날씨는 싫어요.

여: 예, 당신은 이번 겨울을 정말 힘들게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보수

가 여기만큼은 좋지 않군요.

남: 상관 없어요. 날씨가 좋다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주거

도 무료네요.

여: 당신은 2년의 교육 경력이 있지요?

남: 물론이죠. 이번이 여기서 맞는 세 번째 겨울이니까요.

여: 눈을 감으세요. 방콕의 날씨를 생각해 보세요.

남: 저는 그 해변에서 맞게 될 길고 따뜻한 휴가를 기대하고 있답니

다.

　정답: ②

남자는 보수에 대해서도 상관없고, 단지, 날씨가 좋다면 된다고 한

다. 남자의 두 번째 대화, As long as the weather is good, no

problem.에서 답을 알 수 있다.

Thailand: 타이, 태국 pay: 보수 care: 신경쓰다, 상관하다

look forward to: ～을 기대하다

12. 남: 안녕, Pat! 어디로 뛰어가는 거니?

여: 당장 집으로 가야 해. 놓치면 안 되는 TV 프로그램이 있거든.

남: TV 프로그램이라구? ‘테그노 음악 콘서트’ 말이니?

여: 아니, 그게 아니야. 테크노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야.

남: 그러면 뭔데?

여: TV 정치 토론이야.

남: 너 정치에 관심 있니?

여: 응, 나는 미래에 정치가가 되고 싶어.

남: 정말? 그럼 그때 내가 너에게 투표해 줄게.

　정답: ⑤

미래에 정치가가 되길 원하는 여자는 빨리 집에 가서 TV 정치 토

론 프로그램을 보려고 한다.

vote for: ～에 찬성 투표하다

13. ① 여: 신발을 벗어도 되나요?

남: 물론이죠. 편히 쉬세요.

② 여: 주문하시겠어요?

남: 예, 생선 튀김으로 해 주세요.

③ 여: 뭐 좀 잡았니 ?

남: 아니, 아직 못 잡았어. 올 겨울엔 물고기들이 배가 고프지 않



은가봐.

④ 여: 이걸 입어봐도 될까요?

남: 물론이죠. 탈의실은 저쪽입니다.

⑤ 여: 음,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무엇으로 만들었죠?

남: 고기와 야채로 만들었어요.

　정답: ③

겨울 낚시하는 그림에 적당한 대화는?

take off: 벗다 make oneself at home: 편히 쉬다

certainly: 물론 fitting room: 시착실, 탈의실, 가봉실

delicious: 맛있는

14. 여: 이 책 두 권을 대출하려고 하는데요.

남: 이 한 권은 가져갈 수 있지만 저것은 안 됩니다.

여: 왜죠?

남: 저것은 사전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은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여: 오, 그걸 몰랐군요.

남: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저희 도서관 규칙입니다.

여: 괜찮습니다. 언제 이 책을 반환해야 하나요? 반환일 말입니다.

남: 오늘로부터 2주입니다.

　정답: ②

the due date, 도서 반환일을 묻는 질문이므로, 반환일에 대한 언

급이 이어져야 한다.

check out: (책 등을) 대출하다 take out: (책 등을) 빌어가다

return: 반환하다 due: 지불 기일이 된 the due date: 반환일

15. 여: 이번 주 일요일에 뭐 할 거니?

남: 글쎄, 소풍 가려고 생각하는 중이야. 너도 우리랑 같이 갈래 ?

여: 좋지. 그 밖에 누가 오니?

남: Bob과 Grace도 우리랑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여: Bob이 올 것 같아?

남: 그럼, 왜 못 와? 그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니?

여: 그는 Hi-Tec 컴퓨터에서 시간제로 일하잖아. 그의 아버지가 최

근에 실직하셨거든.

남: 정말이니? 그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셨는데?

여: ______________________

　정답: ③

과거에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갔느냐는 마지막 질문으로 보아, 구체

적으로 하셨던 일에 대한 정보가 이어져야 한다.

join: 참가하다, 합류하다 sound: ～하게 들리다 lost one's

job: 실직하다 living: 생계 what does one do for a living?:

～가 무엇을 하며 생계를 꾸려 나가는가?

16. 여: 실례합니다. 하회 마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 오, 저도 거기 가는 중인데요.

여: 정말 잘 됐군요. 여기서 얼마나 걸리지요?

남: 저 역시 초행이지만, 대략 30분이 걸릴 거라 생각해요.

여: 어떻게 그 마을에 대해 알고 계세요?

남: 안내 책자를 보고 알았습니다.

　정답: ④

how do you know about the village?로 보아, 하회 마을에 대

한 정보를 어떻게 구했냐는 질문이므로, 정보를 얻게 된 경위를 나타

내는 대화가 이어져야 한다.

be on one's way: 가는 도중이다

17. 남: David는 요즘 매우 늦게 귀가한다. 그의 어머니는 늘

David에 대해 걱정하시고, 10시까지 집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오

늘밤도 David는 늦는다. 벌써 한밤중이다. David는 늦을 거라는 전

화조차 하지 않았다. 초인종이 울리고, David이다. David의 어머니

는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어머니: David, 걱정했다. 어디에 있었니?

　정답: ⑤

한밤중까지 전화도 없이 귀가하지 않는 아들을 보시고 어머니가 하

실 말씀은 걱정의 말씀일 것이다.

doorbell: 초인종

18. 나의 어머니는 4년 간의 전쟁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내 생

각으로 그 분은 키가 크고 피부가 검은 잘 생긴 분으로서, 나는 그 분

의 사랑을 몹시 받고 싶어했다. 그 분에게 학교와 성적에 대해 이야

기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 난 기다릴 수가 없었다. 마침내 차가 멈

추었고 턱수염을 기른 덩치 큰 사람이 뛰어 내렸다. 그가 현관문에

이르기도 전에 어머니와 나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 나갔다. 그녀는 그

의 목을 얼싸안았고, 그 분은 나를 안아서 땅에서 번쩍 들어올렸다.

　정답: ⑤

4년 간 뵙지 못한 아버지와의 상봉 장면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무

척 기쁠(joyful) 것이다

 darkly: 거무스름하게 grade: 성적, 등급 pull up: 멈추다

beard: 턱수염 jump out: 뛰어 나오다 reach: 도착하다

scream: 소리치다

19. Hartley 호텔의 사장이신 Jeffrey Newell 씨께서 국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킬 방안들에 관해 지역 사업가들에게 연설하시기 위해

이번 주에 오실 겁니다. 11월 20일 Newell 씨께서 Grand 호텔에

서 열릴 제2차 국제 관광 사업 회의에서 특별 초청 연사로 나오실 예

정입니다. 그는 ‘국제 관광 사업에 관해 인식 넓히기’라는 주제로 오

후 8시, Rose홀에서 한 시간 동안 말씀하실 겁니다. 30분 간의 질의

응답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자 하시면

432-7658로 전화해 주십시오.

　정답: ④

국제 관광 사업 회의에 초청된 Jeffrey Newell의 연설에 대한 안

내문이다.

president: 사장 local: 지역의 tourism: 관광 사업

speaker: 연설자 conference: 회의

2O. 그들은 때때로 큰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그 백화점의 최신 패션

그림을 그린다. 그들은 드레스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분위기와

환경으로 모델의 드레스를 그려야만 한다. 그들은 종종 광고 대행사

에서도 일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인상적인 그림과 세련된 디자인을

만들어 낸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대중의 관심을 끌고 멋진 조명 아



래에서 광고될 상품을 보여준다. 신문은 그들의 작품 중 많은 샘플

등을 싣는다. 사실, 그 본보기는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

　정답: ②

최신 패션의 드레스를 그려내는 직업을 가진 사람?

draw: 그리다 in the mood: 분위기로 setting: 배경

attractive: 매력적인 advertising agency: 광고 대행사

striking: 인상적인 tasteful: 세련된 around: 주위에 carry:

싣다

21. 침실은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무 냄새가 났다. 아침 일찍

젖은 숲의 상쾌한 냄새가 장막을 통해 들어왔다. 캠프의 벽은 얇았으

므로, 난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을 깨우지 않도록 살며시 옷을 입

었다. 나는 조용히 향기로운 실외로 나가 배를 타고 해변을 따라 출

발했다. 호수는 키 큰 나무들의 긴 그림자 속에서 서늘하고 움직임이

없었다. 아무것도 그 호수의 고요함을 방해하지 않았다.

　정답: ③

호수가 근처의 캠핑장에서 느끼는 상쾌하고 고요한 호수의 아침 정

경에 대한 글이다.

smell; ～한 냄새가 나다 enter through: ～을 통해 들어가다

outdoors: 옥외로, 야외로 motionless: 움직임이 없는

disturb: 어지럽히다, 방해하다 stillness: 고요함

22. 대부분의 다른 소년들처럼 John Palmer도 축구와 시끄러운 음

악을 좋아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영화 배우들 중에서 Jane Brightman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의 16번째 생일을 위해서 그의 부모님은

Jane Brightman의 새 영화인 Last Friday Night의 시사회 표를

사주셨다. John은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가 Jane Brightman의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기뻐서 거의

기절할 뻔했다.

　정답: ④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 왔던 배우의 영화 시사회 표를 받

았다는 앞의 내용으로 보아 beside himself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

다.

loud: 시끄러운 beside oneself: 제정신을 잃고 faint: 졸도

하다, 기절하다

23. 어떤 소녀가 할아버지를 위해 선물 세트를 사려고 하고 있었다.

그녀는 계산대 뒤의 선반 높은 곳에서 그녀가 사고 싶어했던 꿀 상자

를 보았다. “저 꿀 선물 세트 좀 볼 수 있을까요?”라고 그녀가 점원에

게 물었다.

점원은 사다리를 가져다가 중간쯤까지 올라갔다.

“얼마예요?”라고 소녀가 물었다.

점원은 가격표를 올려다 보면서 “5만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소녀는 지갑을 뒤져서 있는 돈을 세어 보았다. 돈이 충분하지 않았

다. 소녀는 가격을 깎기를 원했다.

“조금 깎아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소녀가 물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꿀을 잡자마자 곧 내려갈 테니."라고 점원이 말했

다.

　정답: ③

돈이 부족했던 소녀는 come down의 의미를 ‘가격을 깎다’로 사용

했고, ～하자마자 내려가겠다는 점원의 말로, 보아 점원은 come

down를 ‘아래로 내려가다’의 의미로 이해했다.

clerk: 점원 cut: (가격을) 깎다 halfway: 중간까지(에서)

come down: (가격을) 내리다 a bit: 조금, 잠시

24. 거의 우리 모두는 다가오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공상에 잠긴

다. 그러나 게으른 공상은 실제로 행동에서 쓰이는 기술을 마음 속으

로 연습하는 것같이 힘든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골프 선수

Jack Nicklaus는 골프를 칠 때마다 우선 칠 것을 생각하고 상상으

로 그것을 연습해 보았다. 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중국의 한

피아니스트는 석방된 직후에도 전처럼 연주를 잘 했다. 그의 설명은

이러했다. “나는 매일 마음 속으로 연습했습니다.”

　정답: ①

Jack Niclaus의 경우 실제 일어날 일을 마음 속으로 생각하며 연

습을 한다고 한다. 중국의 한 피아니스트도 이와 마찬가지 경우로서,

exercise for the mind를 실행한 예들이다.

daydream: 공상에 잠기다 take a shot: 치다 set free: 석

방하다

25. 당신이 사막을 가로질러 운전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은

연료가 다 떨어져 가고 있다. 마침내 ‘앞쪽에 연료 있음’이라고 쓰인

표지판에 접근하고 있다. 궁지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당신

은 긴장을 푼다. 그러나 점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그 표지판에 적

힌 말이 ‘앞쪽에서 음식을 구할 수 있음’으로 판명된다. 많은 사람들

은 자신의 소망이 보는 것을 바꾸어 놓는 그런 경험들을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게 된다.

　정답: ③

연료가 필요할 때에 ‘FOOD’란 표말이 ‘FUEL’라고 보이듯, 자신

이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으면 사물이 주관적으로 달리 보인다는 내용

이다.

run out of: 바닥나다, 다 써버리다 approach: 접근하다

read: ～이라 씌여 있다 relax: 안심하다 stick: 꼼짝 못하게 하

다 draw: 다가가다 turn out: ～으로 판명되다

26.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란, 정말 아무것도 사지 않기 위해 국제

적으로 정한 날이다. 그 날은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 그리

고 더 많이 사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지를 생각

해 보도록 요구한다. 우리가 사는 모든 제품들은 환경에 영향을 끼친

다. 우리가 돈을 쓰기도 전에도, 우리가 사는 것을 만들고 광고하고

포장하는 것은 깨끗한 물, 공기 그리고 토양에 대하여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쇼핑 습관은 환경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정답: ③

Buy Nothing Day를 국제적으로 제정하게 된 배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쇼핑에 대해 환경적 측면에서 고려하도록 하기 위

함이다. 어떤 제품이라고 그를 만드는 데에는 환경에 대한 많은 비용

을 치르기 때문이다.



have a effect on: ～에 영향을 끼치다 advertise: 광고하다

package: 포장하다 pure: 깨끗한 considerable: 상당한

27. 오랫동안 사람들은 사진이 우리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

었다. 사진은 우리에게 실제로 얼어났던 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백

문이 불여일견’, 또는 ‘말로 하지 말고 보여 달라.’ 또는 심지어 ‘사진

한 장이 천 마디 말만큼이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곤 했다. 법정에

서 사진은 종종 말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요즘

은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사진이 컴퓨터로 변조될 수 있다.

사진은 때때로 가짜이다.

　정답: ⓛ

사진이 불변의 진실을 지니고 있다고 믿어졌던 과거와 달리, 요즘

은 컴퓨터로 변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가짜라는 내용이 이

어져야 한다.

28. Nawal은 어머니에게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상심거리였

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아이가 너무 아파 비싼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곧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Nawal의 어머니는 돈도 없었

다. 어느 날 저녁, Nawal의 선생님이 오셨다.

“Nawal, 숙제를 해야지, 너는 곧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Nawal의 어머니는 놀라서 선생님을 쳐

다보았다. 선생님은 “제 친구 한 명이 Nawal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독자 중 어떤 의사가 Nawal을 무료로 치료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Nawal의 웃음은 너무나도 활짝 펴서 세 사람 모두의 얼굴에 퍼졌

다.

　정답: ②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해 곧 죽게 될 Nawal의 어머니에게

Nawal이 다시 학교에 가게 될 것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은 놀라운 것

이었을 게다. on time: 제시각에 out of fear: 두려움에서 벗어나

서 for nothing: 무료로 with hunger: 배고픔으로 인해

heartache: 마음의 아픔, 상심 treatment: 치료 article: 기

사 for free: 무료로 spread: 퍼지다

29.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난 그다지 아쉽지 않다. 좋은 것은

내가 대부분 좋은 것들만 기억하며, 나쁜 것들은 잊으려 한다는 것이

다. 예를 들면 나의 어린 시절은 정말 매우 행복했기 때문에 꽤 잘 기

억한다. 난 내가 몇 살인지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 생일은 별 문제

없이 기억하는 것 같다. 때때로 난 다른 사람들, 특히 내가 정장을 해

야 하고 비싼 선물을 주어야 하는 이들의 생일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이상하다. 나는 종종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다행히도 난 내가 퇴직했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 같다.

　정답: ①

점점 기억력을 잃어가는 자신에 대해, 오히려 그로 인해 얻는 좋은

점을 나열하며 그에 대해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go: 사라지다 miss: 없어서 섭섭하게 생각하다 tend to: ～하

는 경향이 있다 retire: 은퇴하다

30. 모퉁이에 있는 가게에서 5달러만 냈는데도 10달러에 대한 거스

름돈을 당신에게 준다면, 당신은 그 돈을 돌려주시겠습니까?

Tony: 우리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가져가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러구요. 저는 그 돈을 가져가겠습니다.

Chris: 저는 어느 누구의 돈도 가져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

답은 “예.”입니다. 저는 그 돈을 그 모퉁이 가게에 돌려줄 것입

니다.

Judy: 저는 저희 회사에서 꽤 중요한 사람이므로, 정직하게 보여야

만 합니다. 저는 그 돈을 되돌려주지 않는 모험을 할 수는 없

습니다.

　정답: ④

자신의 것이 아니므로 돌려주겠다는 Chris와 정직해 보여야만 하

므로 돌려주겠다는 Judy 둘 다 돌려주겠냐는 답에는 긍정적인 대답

을 한 셈이다.

change: 거스름돈 take the risk of: ～의 위험을 무릅쓰다

31. 괴테는 그의 아내에게 “나는 이 음악가보다 더 집중력이 뛰어난

예술가를 본 적이 없어.”라고 말했다. 그의 삶은 그의 음악만큼이나

파란만장했다. 그는 독학을 했고 Shakespeare와 고전을 폭넓게 읽

었으나, 수학은 잘 못했다. 그는 자신의 작업에 몰두하며 그 밖의 모

든 것들은 무시하였다. 그는 비록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작곡했지만,

옷차림이 형편없었고, 방청소도 거의 하지 않았다. 비엔나에서 35년

간 사는 동안, 그는 40번 가량을 이사했다.

　정답: ⑤

그의 작업 이외의 것은 모두 무시했다고 했다.

stormy: 파란만장한, 격렬한 self-educated: 독학한 be

poor at: ～에 서툴다, ～을 잘 못하다 deep: 몰두한, 열심인

ignore: 무시하다

32. ① 이 도표는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액 목표치를 보여준다.

② 첫 번째 목표는 10,000달러이며 최종 목표는 20,000달러이다.

③ 두 번째 목표는 목표일까지 도달되었다.

④ 1998년 7월과 11월 사이에 15,000달러가 모였다.

⑤ 목표일이 되기 전에 최종 목표가 달성되었다.

　정답: ④

1998년 7월에는 15,000달러가, 11월에는 20,000달러가 모금되

었으므로, 그 사이에는 5,000달러가 모집되었다. ⑤의 경우, 최종

목표일이 98년 12월이었는데, 한 달 전인 11월에 목표액이 달성되

었다.

raise: 모집하다, 모으다 the homeless: 집 없는 사람, 노숙자

reach: 도달하다

33. 부산 국제 영화제가 지난 토요일에 흥분된 10일 간을 성공적으

로 마쳤다. 축제의 폐막 행사는 모든 수상자들이 등장함으로써 흥미

가 집중되었다.

　정답: ②

무엇인가를 성공적으로 마친다는 의미의 2번과 같은 의미로 사용

되었다.

34. 18세기 후반의 영국에서는 인구 성장과 기술 진보가 동시에 일



어났으며 상호 보완적이었다. 늘어나는 인구로 식량 수요가 늘어났

고, 농업에 더 많은 돈이 들었다. 산업화는 부를 증대시켰고, 연이어

더 많은 옷감과 다른 상품을 만들게 했다. 그래서 더 많은 수요는 더

많은 공급으로 충족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은 더 낮은 생활 수준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에는 아래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것이 더 이상 사실이 아니었다.

　정답: ⑤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전의 ‘기술 발달→산업화→부의 증대→생

활 수준 향상’이 더 이상 사실로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는 산업 혁명 이후의 현대의 인구와 기술 관

계에 대한 내용이 이어져야 한다.

help along: 남을 도와 전진시키다 demand: 수요

indurstrialization: 산업화 in turn: 차례로, 번갈아

35. 시민 단체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그런 사회적

변화는 일어난다. 오늘날 그런 단체들은 한 때 정부에 의해 수행되어

졌던 많은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다. 소위 이러한 비정부 기구

(NGO)는 사회적 봉사를 수행한다. 그들은 법률에서 의료 활동에 이

르기까지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정부가 국내에서

나 국외에서 하는 일을 관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더욱이 그들은

흔히 정부보다 더 잘 일한다. 이는 그들이 온갖 종류의 직업을 지닌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④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비정부 기구(NGO)의 역할에 대한 글이

다.

bring about: 초래하다 take on: (일 등을) 맡아서 경영한다

what is more: 게다가, 더욱이 walk of life: 직업, 신분

36. 남편, 아내, 그리고 한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단위 내에서의 관

계를 생각해 보자. 남편은 그의 아내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 아

내는 그의 남편과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자녀는 어머니, 아버

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한 자녀를 더해 보자. 조부모님을, 숙모

를, 그리고 삼촌을 추가해 보자. 사촌을, 이웃을, 친구들을 추가해 보

자. 만약 우리가 이 명단을 더 늘려간다면 우리는 결국 전체 사회로

귀결될 것이다. 한 사회는 개인들간의 관계의 그물망인 것이다. 각자

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다.

　정답: ③

관계란 한 가족에서 시작되어 결국에는 전체 사회로까지 확대된다.

이렇듯 사회는 개인들간의 관계로 이루어진 그물망 같은 것이므로,

서로서로 영향을 끼치고 받는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전체 주

제는 ‘사회적 관계(socail relations)’가 적당하다

unit: 단위 be made of: ～으로 이루어지다 end up with:

～으로 끝나다 network: 그물망

37. 그러나 깨끗한 공기가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사람들은 야생화와

나무들 냄새의 한가운데에 천막을 칠 수 있다. 그들은 세상의 일상적

인 걱정거리를 완전히 잊은 채, 산 속에 홀로 있는 것을 즐길 수 있

다. 때때로 나무와 작은 동물들의 즐거운 소리를 즐기면서 그들 자신

들끼리 완전히 자유스롭게 얘기를 나눌 수 있다. 그들은 마음의 평화

를 방해하는 시끄러운 군중에 의해 괴롭힘을 당할 필요가 없다. 이것

이 사람들이 산을 찾는 다른 이유들이다.

　정답: ①

이 글에서는 사람들이 산을 찾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 있고, 이

글의 맨 처음 부분에는 깨끗한 공기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는 내

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글의 앞에는 산을 찾는 이유 중 하나인 깨

끗한 공기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한다. 이에 가장 근접한 것은 ①이

다.

set up: 세우다 wild: 야생의 care: 근심, 걱정거리 be free

to: ～하는 데 있어 자유롭다 ocassionally: 때때로 entertain:

즐겁게 하다, 환대하다 bother: 귀찮게 하다

38. MSF는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B. Kouchner를 포함하는

프랑스 의사들의 소규모 단체에 의해 시작되었다. 수년에 걸쳐서 전

세계의 많은 의사들이 그 단체에 참여했다. 그 모임은 굶주리고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일로 곧 알려지게 되었다. 그들은 의사의 도움을 필요

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디에 살든 의학적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고 굳게 믿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배려를 제공하기 위해 때때로 목

숨을 걸기도 했다. 그 단체는 설립 이후 및몇 대륙에서 행한 일로 인

해 199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정답: ③

무료 인술을 행하는 의료 봉사 단체이다.

back: 거슬러 올라가 over the years: 수년에 걸쳐 join: 참

가하다 care: 보호, 돌봄, 배려 continent: 대륙

foundation: 창립

39. 염소는 잡초를 잘 먹는다. 사실상 염소는 잔디보다 잡초를 더 좋

아한다. 그래서 염소는 화학 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잡초를 억제

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염소의 소화 기관은 양이나 소의 소화 기관과

는 다르다. 잡초씨는 염소의 몸을 빠져나올 수 없으므로 새로운 잡초

가 자라나지 않는다. 농부들은 화학 약품이 야생 동물이나 심지어 개

와 같은 애완 동물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Montana의 한 회사는 잡초를 먹어 치우도록

하기 위해 염소를 대여해 주기조차 한다.

　정답: ④

잡초씨를 배출하지 않는 염소의 특성을 이용해 화학 약품을 사용하

지 않고 잡초를 없앤다는 내용이므로, ‘잡초를 제거하는 새로운 방법’

이 적당한 제목이 될 것이다.

weed: 잡초 prefer: ～을 더 좋아하다 chemical: 화학 약품

poison: 독, 약 pet: 애완 동물 rent: 임대하다

40. 우리는 흔히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들은 일을 집까지 가져와 잠

자기 전까지 일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란 소리를 듣는다. 그러

나 Garfield가 주요 산업의 총수들을 인터뷰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휴식하는지를 알고 있으며, 일거리를 사무실에 남겨 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가족, 친구들과 함께 건강에 좋을

만큼의 시간을 보냈다. 성공한 사람들은 기꺼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

지만, 엄격한 한계 내에 있다. 그들에게는 일이 전부는 아니다. 당신



은 항상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가?

　정답: ②

성공한 사람들의 일하는 습관에 대한 글이다. 그들은 일하는 시간

과 휴식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균형잡힌 생활을 할 뿐이지, 늘 일만하

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② ‘균형잡힌 생활과 성공’

이 이를 가장 잘 나타내 준다.

labor over: 힘쓰다, 고심하다 bedtime: 취침 시간

industry: 산업 healthy: 건강에 좋은 successful: 성공한 be

willing to: 기꺼이 ～하고자 한다 strict: 엄격한

41.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 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시아 학

생들은 모두 영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일

부에 있어서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중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가? 머리가 좋은 사람처럼 행동해야만 하는 것은 고통일 수 있다. 나

의 반친구들은 답을 물어보기 위해 내게로 오지만, 난 때때로 그들을

도와줄 수 없다. 그때 그들은 나를 이상하게 바라본다. 만약 내가 천

재라면, 난 천재처럼 다루어지는 것을 꺼리지 않을텐데. 그러나 내가

아니가 때문에 난 꺼려진다.

→아시아 학생들 모두가 영리하다는 생각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

는 괴로움일 수 있다.

　정답: ①

일반적인 통념이 그에서 벗어난 개인에게 주는 고통에 대한 글이

다. 아시아 학생들이 영리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

지 못한 아시아 학생들에게 그것은 괴로움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smart: 영리한 brain: 머리가 좋은 사람 mind: 꺼림칙하게

생각하다, 싫어하다

42. 저와 긴밀한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 Peter Thompson이 제게

당신 이름을 이야기해 주면서 당신을 만나볼 것을 강력하게 제안했습

니다. Peter가 제게 이야기한 것에 의하자면, 당신은 장난감 산업에

서 매우 활동적이시며, 많은 판매 부장들을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Peter는 당신이 제가 그들을 만나볼 수 있게 도와 주실 거라고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경쟁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빨리 상품들을

시장에 내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당신께 전화

를 드려서 점심을 함께 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정답: ⑤

다른 사람(Peter Thompson)에게서 사람(상품 판매를 도와줄 장

난감업계의 인물)을 소개받고서 그를 만나기 위해 쓴 글이다.

sales manager: 판매 부장 be anxious to: ～하고 싶어하다

convenient: 형편이 좋은 arrange: 준비하다 over lunch:

점심 식사를 하면서

43. 네 스스로 책장을 하나 만들고 싶으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절차

를 따라해라. 네 서재에 알맞은 책장을 설계하라. 그러고 나서 목재

상에서 책장용 나무를 골라라. 나무를 산 후에는, 설계에 따라 조심

스럽게 그것을 잘라라. 다음 단계는 접착제와 못으로 서로 다른 부분

들을 조립해라. 그 후에는 그 목제품에 페인트 칠을 함으로써 마지막

손질을 더한다. 이제 당신은 멋진 가구 한 점을 갖게 되었다.

　정답: ①

자기 혼자, 스스로 책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라라는 방법을 가르

쳐 주는 글이다. 작업 과정상의 내용을 그대로 생각해 내면 된다. 그

러므로 일단 가장 먼저 설계를 하라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므로 ①의

자리가 적당하다.

bookcase: 책꽂이 suit: 어울리다, 잘 맞다 library: 도서관,

서재 put together: 구성하다, 조립하다, 모으다 glue: 접착제,

아교 nail: 못 woodwork: 목제품

44. 그 동물원에서 ‘심바’라는 사자가 매우 아팠었다. 수의사가 와서

그에게 약이 가득 들어 있는 붉은 고기를 좀 주려고 했다. 가엾은 심

바는 머리조차 들지 못했다. 마침내 심바는 숨을 거두었다. 그 의사

는 눈에 눈물이 가득하여 “심바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유감입니다.”라고 말했다. 어린아이들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 “저는 오랜 친구 하나를 잃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심바

의 탄생을 보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라고 한 기자가 말했다.

　정답: ②

② stopped to breathe는 ‘숨쉬기 위해서 멈췄다’라는 뜻이므로,

문맥에 맞게 되려면 ‘숨쉬는 것을 멈췄다’라는 의미의 stopped

breathing이 되어야 한다.

stop to 부정사: ～하기 우해서 멈추다, stop ～ing: ～하는 것을

멈추다

45. 내 친구 2명이 내 방에 앉아 있다고 가정하자. 한 친구는 키가

165cm이고 다른 한 친구는 175cm이다. 둘 중 누가 여자이고, 누가

남자라고 생각하는가? 다른 정보가 없다면, 당신은 아마도 키가 작은

친구가 여자이고 키가 큰 친구가 남자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런

결론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당신의 경험은 남자는 여자보다 키가

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

는 특정한 남녀로부터 남녀에 관한 결론을 대체로 이끌어 낸다. 이런

식으로 당신의 매일매일의 판단과 추측은 당신의 경험에 달려 있다.

　정답: ④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 문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는 경험적인 것으로부터 나온

다는 내용이다.

suppose: 가정하다 in the absence of: ～이 없을 때

conclude: 결론 내리다 draw: (결론 등을 내다) as a whole:

대개

46. 교향악단은 건물 전체를 음악으로 채울 수도 있고 음악으로 울리

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즐겁게도 슬프게도, 흥분되게도 또는 긴장

을 풀어 주게도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소리는 계획하고 함께 작업

한 결과이다. 화가가 자기들의 예술 작품을 위해 다른 색을 선택하듯

이, 작곡가는 그들의 음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서로 다른 악기의

소리를 선택한다. 교향악단의 목표는 부문씩 연주하는 것이 아니다.

‘교향곡(symphony)’이란 단어는 ‘서로 함께 소리 내는 것’를 의미한

다. 이 함께 소리 내는 것이란 우리 모두 사랑하는 훌륭한 음악을 만

들어 내는 것이다.

　정답: ⑤



교향악의 목적은 단지 서로 부문의 악기들을 모아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보아, 단순

모임 이상의 하나된 조화를 뜻하는 ⑤ The whole is more than

the sum of its parts.가 정답이다.

symphony: 교향곡 orchestra: 관현악단 ring: 울리다

composer: 작곡가 play: 연주하다 section: 부문, 파트

47.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다 보면 새로운 장소에 갈 수도 있고 새로

운 도전에 부딪칠 수도 있다. 이것들이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약함을 깨닫고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는 자연

스럽고도 필요한 부분이다. 흔히 현재의 방식 대로 머무는 것이 편안

하고 쉬운 일이다. 이전의 편안함과 습관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

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

다. 그러나 변화하려는 노력이 자주 우리 삶에서의 진보와 성장을 이

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답: ③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다. 변화하려는 노력이 진보와 성장을 이끈

다고 하였다.

stressful: 긴장이 많은 the way we are: 현재의 방식 give

up: 포기하다 it is small wonder that ～: ～은 이상한 일이 아

니다 lead to: 초래하다 improvement: 개선, 진보, 향상

48～49. (A) 컴퓨터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것은 우리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선, 늘 컴퓨터 화면을 보는 것은 우리

눈에 해를 줄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써야만 할 것

이다. 몇 시간 동안 컴퓨터 책상에 앉아 있게 되면 역시 우리 등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 게다가 우리가 충분한 운동을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는 자주 컴퓨터를 보며 장시간을 보내야만 하기 때문

이다.

(B) 미래는 컴퓨터 때문에 살기에 외로운 곳이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수퍼마켓이나 심지어 학교에도 가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일상용

품과 심지어는 교육조차도 온라인으로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로 대화하게 될 것이다. 컴퓨터

가 진정한 인간 관계를 위해 우리들이 만날 기회를 박탈할 것이기 때

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덜 인간적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first of all: 우선 stare: 응시하다, 빤히 보다 be likely to:

～할 것 같은 back: 등 be forced to: ～해야만 하다 in that:

～이라는 점에서, ～하므로(=because)

48. 　정답: ①

(A)는 컴퓨터로 인해 야기될 건강상의 문제, (B)는 인간 관계상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다. 그러므로 이 둘을 포괄할 수 있는 공통 제목

은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이 가장 적당할 것이다.

49. 　정답: ④

(A)에서는 컴퓨터로 인한 직접인 신체적 피해에 대한 서술에 이

어, 간접적으로도 운동 시간이 줄어 들기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연결

되기 때문에 첨가, 부언의 의미의 연결사가 들어가야 하며, (B) 역시

도 일상적인 생활에 이어 인간 관계까지도라는 의미에서 첨가, 부언

의 연결사가 들어가야 한다.

50. 농부는 자신의 젖소의 먹이를 바꾸는 것에 대해 매우 주의할 필

요가 있다. (B) 만약 농부가 젖소의 먹이를 갑자기 바꾸면, 젖소는

우선 체중이 감소할 수 있다. (A) 또한 갑자기 새로운 먹이를 많이

먹게 되면 우유량이 줄어들 수 있다. (C) 이런 이유들로 인해, 농부

는 젖소가 새로운 먹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먹이를 천천히 바꾼다.

　정답: ②

젖소의 먹이를 바꾸는 것에 주의하라고 말한 제시문에는, 일단 그

렇게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고(B), 또한(in

addition)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으며,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

(for these reasons)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충고하고 있다.(C)

lose weight: 몸무게가 줄다 adapt: 적응시키다

[51～52] (A) Clark 씨는 열 살 된 그의 딸이 외국어를 잘 배우기

때문에 매우 기쁘다. 그는 딸을 매일 저녁 사설 외국어 학원에 보낸

다. 그러나 그녀는 숙제가 많아, 이제 모든 것을 하기에 무척 힘들다

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일본어와 아랍어 강좌에 가는 것을 그만두

고 싶어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너는 어렸을 때

가능한 한 많이 배워야 한다.”라고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그녀는 스

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걱정하게 되었다.

(B) Rick Bell은 여섯 살이었지만 수학을 아주 잘 했다. Rick은 수

학보다는 친구들과 놀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을 즐겼다. 그는

축구 선수가 되기를 꿈꿨다. Bell 씨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

지 않았다. 그는 그의 아들이 수학에 대한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곳

인 특수 영재 학교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학교에서 1년을 보낸

후 그의 아들의 선생님들조차도 그가 불행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be good at: ～에 능숙하다, ～을 잘 하다 private: 사설의

anxious: 걱정하는, 불안한 dream of: ～ 꿈을 꾸다 gifted:

타고난 재능이 있는 talent: 재능

51. 　정답: ③

글 (A), (B) 모두 부모의 판단으로 아이의 재능을 개발시킨다는

이유로 아이의 의사와 상관 없이 무리하게 공부를 시킨다는 내용이

며, 결국 당사자들은 그에 대해 걱정스럽거나 불행해한다는 내용이므

로, 자녀 교육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

다.

52. 　정답: ⑤

(A)에서 Clark 씨의 딸은 자신에게 일본어와 아랍어 강습이 너무

무리하다고 여겨져서 그만 두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B)에서 Bell

씨의 아들 Rick이 힘들어 하는 것을 찾는다면, mathematics이다.

53. 김선달은 또 돈이 필요했다. 그는 더 이상 팔 물건이 없었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었을까? 이것이 수자원이 왜 주의깊게 관리되어

야 하는지 하는 이유이다. ③ 그는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는 대동강 그룹이라는 자신만의 온라인 회사를 설립하였다. 곧 모든

양반 귀족들이 주식을 구입하였고, 김선달은 부자가 되었다.

　정답: ②



김선달이 유형의 상품이 없음에도 어떻게 돈을 벌게 되었냐는 내용

의 글이다.

[54～55]

옛날에 Lombok이라는 섬이 있었다. 그 섬에는 Munira라는 소녀와 어부인 오빠, Amin이 살

고 있었다.

어느 날 Amin이 말했다. “Munira야, 이 주변에는 더 이상 물고기가 없구나. 물고기가 모두

들 멀리 가버렸으니, 내가 그들을 따라가야겠구나. 여기 있어라. 응? 약속하지?”

“물론이야, 오빠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밤마다 창가에 등을 달아 놓겠어.”라고 Munira가

대답했다.

Amin이 그 날 밤 돌아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여러 해 동안, Munira는

낮 동안 해변에서 주운 조개를 먹고 살았다. 그녀는 밤이면 등을 들고 창가에서 기다렸다.

Lombok의 다른 사람들은 한 명씩 떠나갔다. 곧 Munira는 혼자가 되었다.

어느 날 Munira의 사촌, Zeinab이 큰 도시에서 그녀를 만나러 왔다. “도시로 와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Zeinab이 말했다.

“그럴 수 없어요. 등불이 꺼지게 할 수 없어요.”라고 Munira가 말했다.

그 다음 날 저녁에 대단한 폭퐁우가 불었다. 아침에 Munira는 조개를 찾아 해변을 거닐었다.

갑자기 그녀는 잃어버렸던 오빠 Amin을 보았다! 그는 해초에 덮혀 부서진 보트를 꼭 잡고 있었

지만, 살아 있었다.

“어떻게 길을 찾았어?” 하고 Munira가 물었다. “밤에는 별이 없잖아!”

“나는 등불을 보았단다.”라고 그가 말했다.

seashell: (바다) 조개 seaweed: 해초

54. 　정답: ②

모두가 떠나가도 오빠와의 약속을 지키고 섬에 머무른 것으로 보

아,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faithful: 성실한, 충실한 sociable: 사교적인 fashionable:

유행을 따르는

55.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