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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 너는 여가 시간에 보통 무엇을 하니?

여: 글쎄, 책을 읽거나 테니스를 해, 너는?

남: 난 수영이나 탁구 같은 스포츠를 좋아해. 그리고 캠핑도 자주 가.

여: 그래? 그런데 텐트를 빌렸으면 하거든.

남: 왜? 무슨 계획 있어?

여: 이번 주에 친구들이랑 캠핑 가기로 했어.

　정답: ⑤

여자의 마지막 대화에서 직접적으로 답이 드러난다.

free time: 여가 시간 ping-pong: 탁구

2. 존: 메리, 여기 있구나.

메리: 와줘서 고마워.

존: 천만에, 4시에 떠나는 거 아냐?

메리: 비행기가 2시간 연착이야. 6시에 출발할 거야.

존: 6시라고? 세상에! 3시간이나 남았잖아.

　정답: ⑤

비행기는 2시간 지연되어 6시에 출발한다.

It's my pleasure.: 천만에요. delay: 연기하다, 미루다

3. 여: 안녕 잭, 무슨 일 있었니?

잭: 지난 주 일요일에 운동장에서 농구를 했거든. 그런데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

여자: 많이 아프니?

잭: 아니야, 지금은 괜찮아.

여: 병원에 얼마나 오래 다녀야 되니?

잭: 의사 말은 “적어도 일 주일”이래.

　정답: ①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최소 1주일은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장

소는 당연히 병원이다.

What happened?: 무슨 일이니? playground: 운동장 fall

down: 넘어지다 at least: 적어도

4. 여: 파라다이스 식당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남: 광고를 보고 전화했는데요. 아직 사람을 구하고 계신지요?

여: 물론이예요. 파트타임직이거든요.

남: 급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 한 시간에 5달러예요, 내일부터 일 하실 수 있으세요?

남: 물론이죠.

　정답: ③

your advertisement, looking for people, part-time job,

pay로 보아 남자의 목적은 일자를 구하기 위해서이다.

advertisement: 광고 pay: 지불하다

5. 여: 행복해 보이는구나. 무슨 일이야?

남: 음,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반 반장으로 뽑혔거든.

여: 축하해! 잘했구나.

남: 고마워, 우리 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여: 잘 할 거라고 생각해. 부모님들께서도 자랑스러워하시겠다.

　정답: ②

남자가 급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는 상황으로, 마지막 문장

“Your parents..."로 보아 축하해 주는 사람은 부모도 아니고, 친형

제도 아닌 친구인 것을 알 수 있다.

elect: 선출하다 bet: 단언하다, 보증하다 be proud of: ～을

자랑스러워 하다

6. 메리: 시합에 져서 미안해.

존: 그렇지만 지난 번보다 더 잘했어.

메리: 정말?

존: 그럼. 실망하지 마. 다음엔 더 좋아질 거야.

메리: 넌 정말 친절하구나. 고마워.

　정답: ⑤

남자의 “Don't be disappointed.”로 쉽게 답을 알 수 있다.

lose: (경기에서) 지다 disappointed: 실망한

7. 내가 어렸을 때 난 공공도서관에 자주 가곤 했다. 나의 집은 너무

작고, 집에서는 책을 읽을 조용한 장소가 없었다. 난 이야기책과 만

화책 등을 읽기를 좋아했다. 그 도서관은 대단히 넓은 장소였고, 모

든 종류의 책이 있었으며, 조용했다.

　정답: ④

집이 좁고 조용한 곳이 없어 공공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읽었다는

이야기이다.

public library: 공공도서관

8. 사람이나 회사의 전화 번호를 모를 때에는 전화교환원을 불러야

한다. 수화기를 들고 114를 돌려라. 그리고 교환원에게 전화 번호를

물어라. 그러나 이 서비스는 전화번호부가 당신 근처에 없을 때에만

사용해라.

　정답: ②

첫 문장, “When you don't have the telephone number...”에

서 화제가 드러난다.

operator: 교환원

9. A: 정말로 마음에 드는 영화지 그렇지 않니?



B: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난 지루했어.

　정답: ⑤

10. 존: 생일 축하해, 메리.

메리: 고마워, 네가 와줘서 기뻐.

존: 초대해 줘서 고마워.

메리: _______________

① 편히 해.

② 앉아.

③ 널 엄마께 소개할 게.

④ 뭐 좀 마시는 게 어때?

⑤ 나중에 다시 걸 게.

　정답: ⑤

11. Mike와 Amy는 그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돈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Mike의 부모님과 일시적으로 살기로 하고

여가 활동비도 철저하게 줄이고 그들은 2년 안에 적당한 집을 사기

위한 충분한 돈을 저축하길 희망한다.

　정답: ④

병렬 구조의 파악을 묻는 문제이다. By A and B, ‘A와 B로써’의

의미를 표현할 때, A와 B는 같은 형식을 갖춰야 한다. 그러므로

drastically cutting이 되어야 한다.

come true: 실현되다 temporarily: 일시적으로, 임시로

drastically: 철저하게, 과감하게 modest: 적당한

12. 체중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균형잡힌 규정식을 섭취하

는 것이다. 만일 규정식을 취하기를 원한다면, 적당한 규정식을 선택

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야만 한다.

　정답: ⑤

‘적당한 규정식을 선택하기란 어렵기 때문에’란 의미가 되어야 하므

로 일단 진주어로서 to부정사가 와야 하고 의미상 같은 시제를 사용

해야 하므로, ②또는 ⑤가 답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주어가 와

야 의미상 맞으므로 굳이 의미상의 주어를 써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의사에게 상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

로의 힘으로 하기엔’의 의미를 추가시킨 ⑤ to select for yourself

가 적당하다.

diet: 음식물, 규정식, 식이 요법, 규정식을 취하다 consult: 상

담하다, 의견을 묻다 physician: 의사, 내과 의사 proper: 적당

한

13. (A) 메리는 옷가게로 간다. 그녀는 정말로 마음에 들어 사고 싶

은 옷을 찾았다. 그러나 그 돈이 충분하지 못하다.

(B) 점원: 무얼 도와드릴까요?

메리: 예, 옷을 좀 보고 싶은데요.

점원: 이리로 오세요.

메리: 이 옷 정말 아름다워요. 이것을 사겠어요. 얼마죠?

점원: 50달러예요. 지금은 세일중이예요.

메리: _____________________

　정답: ⑤

돈이 충분하지 않은 사정으로 봐서, 비싸다거나(①), 생각해봐야

하겠다거나(②), 사고 싶지만 살 수 없다거나(③), 유감이라는(④)

대화가 이어져야 한다.

love: 좋아하다 be up to:～에 달려 있다, ～책임이다

14.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어머니의 일부이고 어머니로부터 영

양을 공급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구의 일부이고 지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만일 어머니격인 지구가 아프다면 우리도 아프

다. 지구가 죽는다면 우리도 죽는다. 그러나 매일, 우리 삶의 거의 매

순간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에게 해를 입히고 있다.

　정답: ④

지구와 인간의 관계가 어머니와 아기의 관계로 비유되어 있다. 여

기서 our mother가 지구임을 안다면 아주 쉬운 문제이다.

nurture: 영양분을 공급하다 do ～ harm: ～에게 해를 끼치다

15. 이군은 컴퓨터 가게의 점원으로 시작했다. 지금 그는 그 가게의

관리인이다. 그는 친절하고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 그는 공학 석사

학위가 있다. 그는 언젠가는 자기 사업을 하길 원한다. 그는 하루에

10시간, 일주일에 6일을 일한다. 이렇게 계속 일해 나간다면, 머지

않아 충분히 그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답: ④

to have his own business가 그의 꿈이라는 앞의 내용을 볼 때,

get where he wants to be는 자신만의 가게를 내는 것을 가리킨

다.

friendly: 친절한, 정다운 well: 상당히, 충분히 qualified:

자격 있는 master: 석사, bachelor(학사)와 doctor(박사)의 중

간 degree: 학위 engineering: 공학 go on: 계속하다 run:

운영하다

16. 그것은 때때로 ‘다수에 의한 통치’로 정의된다. 이런 정의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다수가 결정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확하

다. 그러나 이 정의는 좀 불완전하며, 다소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현실적인 견지에서, 그것은 ‘소수 집단과 개인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

는 다수에 의한 지배’로 정의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정답: ⑤

첫 문장의 ‘다수에 의한 통치’만 보더라도 민주주의(democracy)

가 답임을 알 수 있다. 윗글은 ‘민주주의’, '다수에 의한 통치‘가 결코

소수 집단과 개인들의 권리를 배타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

고 있다.

rule: 지배, 통치 majority: 다수, 대부분 definition: 정의

accurate: 정확한 agree on: ～에 동의하다 take action: 조

치를 취하다 incomplete: 불완전한 mislead: 오도하다, 잘못

인도하다 term: 견지

17. 당신이 이곳으로 걸어 들어온다면 아마도 당신은 자신이 개인집

에 있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가구는 부드럽고 안락하며,

커튼은 밝고 기분 좋게 보인다. 어머니들과 아이들의 아름다운 그림

이 벽에 걸려 있다. 각 방은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어머니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이곳에 두고 걱정 없이 일터로



나갈 수 있다.

　정답: ②

private: 사적인, 개인에 속하는

18. 크레인은 앞으로 여러 면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그것은 거대

한 망원경을 만드는 것을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7

배나 더 멀리 우주를 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우주로 날아가서 다시

돌아 오고 다시 간다. 또한 그것은 우주에 태양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게 해 준다. 이것은 장시간의 비행을 위해 여분의 전력을 그것에

공급할 것이다.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는가? 아마도 언

젠가 그것은 달로 관광을 가려는 사람들을 실어나를 것이다.

　정답: ①

우주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것으로서, 우주를 오가며

태양 발전소도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언젠간 달나라로 여행하는

사람들도 실어 날라 줄 수 있는 것은?

crane: 기중기, 학(鶴) giant: 거대한 telescope: 망원경

again and again: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solar: 태양의

power station: 발전소 sightseeing: 관광

19. 내가 해변을 좋아하는 이유는 고독한 분위기 때문이다. 해변에서

는 해변 외에는 어떤 목격자도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지 말하고 생각할 수 있다. 어떠한 것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다. 해변

은 늘 여기에 있어 내가 말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들어 줄 것이다.

　정답: ①

필자는 어떤 witness도 없어 자유롭고 어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수 있고 자기를 위해 해변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인적이 드물

고 고독한 해변의 분위기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다.

solitary: 고독한, 외로운, 인적이 드문 atmosphere: 분위기,

대기, 환경 witness: 목격자, 증거 interrupt: 가로막다, 방해하

다 solitary: 외로운, 고독한 cheerful: 명랑한, 유쾌한

thrilling: 두근두근하게 하는, 소름끼치는 stressful: 긴장(스트

레스)이 많은 optimistic: 낙천적인

20. 공기의 질이 점점 나빠짐에 따라 민간 단체에서 공기를 더 깨끗

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된 그들의 노력에도 불

구하고, 공장과 자동차들은 여전히 너무도 많은 더러운 연기를 만들

어 내고 공기 중으로 너무 많은 화학 물질을 내뿜고 있다. 아마도 우

리가 어딜 가나 산소 공급통을 가지고 다녀야 할 때가 곧 오게 될 것

이다.

　정답: ③

공기 오염을 막으려는 private organizations의 노력과 여전히

공기 오염을 만들어 내는 factories and cars의 관계를 이어주는

접속사는?

private organization: 민간 단체 chemical: 화학 약품

oxygen: 산소

21. Jackson 씨는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그

의 일은 무척 힘들게 되었다. 그는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어느 날

Smith 박사를 만나러 갔다. 의사는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물었다.

Jackson 씨는 “글쎄요…” 하고 중얼거렸다. 그는 의사를 찾아가 무

엇을 물으려 했는지 기억할 수가 없었다.

　정답: ③

빈 칸의 이유로 인해 의사를 찾아갔지만, 왜 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건망증으로 인한 humour의 글이라 판단할 수

있다.

mumble: 중얼거리다

22.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

중에는 “모든 것을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겨루어라.”,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에는 미안하다고 말하라.” 등이 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규칙들을 가족 생활과

일, 정부에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②

유치원에서 배웠던 좋은 삶의 지침이 family life, work,

government에는 안타깝게도 적용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지려

면,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면서’의 내용 정도가 들어가야 할 것이

다.

kindergarten: 유치원 share: 공유하다, 함께 나누다 fair:

공정한 hurt: (마음을) 상하게 하다, 다치게 하다 apply ～

to...: ～을 …에 적용하다

23. 축구 경기가 오후 1시에 뉴욕에서 시작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

때 런던은 오후 6시이다. 어느 시각이 맞는 것일까? 어느 별에서 폭

발이 발생했다면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은 그것이 발생한 시간을 기록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 우주의 다른 지역을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각을 다르게 볼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시간은 존

재하지 않는다.

　정답: ②

explosion: 폭발 v. explode direction: 방향 identify: (～

임을) 알다, 증명하다, 동일시하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은 분명 한 시각, 동일 시각이지만, 그것을

파악, 표현하는 것은 뉴욕에서는 1시, 런던에서는 6시와 같이 여러

가지이다. 그러므로 윗글에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절대’ 시각이란 존

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24. 경쟁은 상대편의 행동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의미한다. 모든 경우

에 속임수와 신체적 위협은 금지된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축구팀이

경기를 할 때 각 팀은 상대편보다 더 많은 점수를 얻기 위해 노력한

다. 그러나 점수는 제한된 수의 정당한 방법으로만 얻을 수 있고, 그

경기는 일련의 규칙들에 의해 지배된다.

　정답: ⑤

첫번째 문장에 대한 예로서, 축구 경기가 제시되어 있다.

competition: 경쟁 imply: 암시하다, 의미하다 opposed:

반대의 trick: 속임수, 비열한 짓 prohibit: 금지하다 soccer:

축구 score: 득점하다, 득점을 기록하다 in short: 간단히 말하

자면 above all: 무엇보다도 at first: 처음에는 in addition:



추가로 for instance: 예를 들면

25. Norman Croucher는 19세 때 두 다리를 잃었다. 그 때 그는

암벽 등반가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먼저 목발의 도움

없이 걷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일단 걷기에 성공한 후에, 그는

자신만의 암벽 등반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했다. Norman의 주석 다

리가 그의 유일한 지지물이었다. 등반의 힘든 모든 작업은 그의 팔이

해야만 했다. Norman은 유럽에 있는 유명한 정상은 거의 모두 올랐

다. 그의 본보기는 장애인과 정상인 모두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시도하도록 고무시켰다.

　정답: ①

Norman Croucher가 장애인이나 정상인 모두에게 불러 일으킨

교훈은?

ambition: 야망 rock climber: 암벽 등반가 crutch: 목발

once: 일단 (～하면) tin: 주석 support: 받침, 지지물 peak:

정상 handicapped: 심신 장애의 locate: ～의 위치를 알아내

다, ～의 위치를 …에 정하다

26. 나이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한가하게 고정 수입으로 살며, 계

속되는 많은 질병에 영향을 받으며 산다. 그들은 또한 젊음을 숭배하

는 문화에서 산다. 그들은 때때로 일종의 문화적 편견을 지닌 태도에

의해 폐물처럼 다루어진다. 그러나 내가 자랄 때는 모든 어른들에 대

한 예의범절이 있었다. 나는 아직도 노인들은 그들의 경험과 지혜로

존경받을 만하다고 믿는다. 나는 이따금 나의 세대가 나이를 먹는다

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마지막 세대가 될까 두려워한다.

　정답: ④

필자는 노인의 경험과 지혜로 보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

하고 있으면서 현세태에 대해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중한 어떤 것을 아는 마지막 세대가 될까 두려워하고 있을까?

enforce: 강요하다 fixed: 고정된 income: 수입 subject

to: ～에 지배를 받는, ～에 피해를 입는 ～에 영향을 받는

continual: 계속되는 worship: 숭배하다 outcast: 추방된 사

람, 폐물 prejudiced: 편견을 지닌 courtesy: 예의, 공손, 친절

deserve: ～할 만하다 have a sense of: ～을 알다 neglect:

무시하다, 간과하다

27. 어머니의 좋은 의도가 항상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아이는 어머니가 인정하지 않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럴

경우에 어머니는 아이가 잘못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이에게

자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게 할 수도 있다. 아이가 어머니를 사

랑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아마도 어떤 올바른 일도 할 수 없을 것

이라 느낄지도 모른다.

　정답: ④

어머니가 인정하지 않는 일을 아이가 할 때 어머니가 해야 할 바람

직한 행동에 대한 글이다. 첫 문장에 대한 예에 해당하므로 ①의 문

장이 자연스럽다. 아이에게 네가 잘못한 것이라 말하면(②), 어떤 결

과(③, ⑤)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 갑자기 등장한 ‘아이는

어머니를 사랑할 것이다’라는 문장은 흐름에 위배된다.

intention: 의도 lead to: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다

approve of: ～을 인정하다, 찬성하다 negative: 부정적인

28. Tom이 만화책을 찾을 때 그는 자신의 방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방을 청소하기로 했다. 그 일은 처음에는 너무 힘

들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일단 시작하자, 방의 모습이 좋아지기 시

작했다. 열심히 두 시간 동안 일하고 난 후에는 거의 자신의 방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방으로 걸어들어 올 때, 그녀는

어떻게 그의 방이 그렇게 깨끗한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더이상 그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거라 말씀하셨다.

　정답: ③

일단 시작해보니(But once he got started) 좋아졌다는 말로 보

아, 처음에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는 내용 다음에 이어져야 할 것이

다. 또한 그 뒤에 그 결과로 좋아졌다는 내용이 온다면 확실한 답일

것이다.

appearance: 외관 comic book: 만화책 messy: 지저분한,

어질러진 overwhelming: 압도적인, 저항할 수 없는 hardly: 거

의 ～하지 않다 neat: 깔끔한, 단정한

29. 자동차 엔진 수리를 배우려면 지식과 실습 둘 다 중요하다. (B)

우선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무엇인가를 읽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A) 그러나 읽는 것만으로는 훌륭한 기술자가 되기에 충분

하지 않다. (C) 엔진을 고치는 실습이 역시 필요하다.

　정답: ④

독서뿐 아니라 실습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므로, 독서를 하려고 하는

(B), 그러나 이 경우도 부족하다는 (A), 실습이 필요하다는 (C)가

이어져야 한다.

fix: 수리하다, 고정시키다 practice: 실습, 연습 operate: 움

직이다, 작동하다

30. Jim의 초대에 왕자와 공주가 그 행사에 참석했다. 7대의 인공위

성이 100개 이상의 나라에 그 행사를 방송했다. Jim의 공연을 TV

로 시청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아프리카인의 구조에 쓸 돈을 기부하

는 전화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Jim은 아프리카의 가뭄 피해자

들에게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1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Jim의

생각은 성공을 거두었다.

　정답: ④

event, concert, money, African relief... 등을 살펴보면 정답

을 알 수 있다.

invitation: 초대 satellite: 위성 beam: 방송하다, 빛을 발

하다 over: ～이상 pledge: 보증, 담보, 표식 relief: (난민 등

의) 구조, 구원 raise: (돈을) 모으다 drought: 가뭄 victim:

피해자, 희생자 pay off: 성과를 거두다, 이익을 가져오다

31. 우린 아직도 너와 함께 했던 멋진 휴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가 알기로 넌 가장 바쁜 사람인데도 세상에 어떤 것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너희집으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었어. 우

린 특히 스타 극장에서 희극을 재미있게 보았어. 네가 몹시 그립구

나. 널 다시 만나길 기대하고 있단다.

　정답: ③



vacation: 방학, 휴가 welcome: 환영하다, 기쁘게 맞아들이

다 look forward to: ～을 기대하다

32. 마을의 의사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자신을 멈추게 하고는 조언을

구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매우 성가셨다. 그는 그런 봉사에 대해서

는 전혀 대가를 받지 않았다. 그는 이런 일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어

느 날 그를 한 젊은이가 멈추어 세웠다. 그 젊은이는 “전 왼쪽 옆구리

가 아픈데요.”라고 그에게 말했다. 그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두 눈을

감고 혀를 입 밖으로 내밀어 보세요.”라고 말했다. 그리고나서 그는

사라져버렸고 그 젊은이는 혀를 내민 채로 거리에 서있었다.

　정답: ①

길을 가로막고 물어오는 공짜 진료에 대한 의사의 humorous한

농담과 그를 그대로 따라하는 순진한 젊은이의 이야기이다.

annoy: 성가시게 굴다, 괴롭히다 playfully: 농담으로, 장난스

럽게 stick ～ out of...: …에서 ～을 내밀다 hang out: 내밀다

33. Edgar Allen Taylor는 초컬릿을 한 상자를 가지고 여자 친구

집으로 갔지만, 그녀는 집에 없었다. 그는 그 상자에 서명을 하고 그

것을 남겨 놓았다. 다음날 그는 초컬릿이 좋았는지 알아 보려고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그녀의 대답은 no였다. 그녀는 초컬릿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녀의 어린 동생인 Bob을 의심했다. 누이에게 질

문을 받은 Bob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E.A.T이라고 쓰여진 메모가 놓여진 초컬릿 상자를 봤어. 그래서

난 그 말대로 그렇게 했지.”

　정답: ①

초컬릿을 두고 간 사람이 자신임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머리글자

(initial)을 남긴 남자 친구와, 그것이 ‘먹으라(eat)'는 메모인줄 알

고 초컬릿을 먹어버렸다는 여자 친구의 남동생에 대한 이야기이다.

signature: 서명 suspect: 의심하다 note: 짧은 편지

34. 외국 수입품에 대한 일부 세금의 목적은 국가의 방어에 필수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국 석유,

천연 가스 또는 철강 산업은 국가 방어에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가 필

요할 수도 있다. 보호가 없다면 그런 산업은 외국과의 경쟁에 의해

약해질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국제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는 국가 안

보에 필수적인 생산품의 공급 부족 상태에 있게 될지도 모른다.

→외국 수입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위기시 국가의 자기 방어 능력

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정답: ②

위기시 국가 방어를 위해 결국 외국 수입품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

는 내용의 글이다.

objective: 목적 tax: 세금 vital: 극히 중대한 defense: 방

어 domestic: 국내의, 자국의 require: 필요로 하다

protection: 보호 weaken: 약화시키다 essential to: ～에 필

수적인

35. 마을 사람들은 전쟁중에 파괴된 오래된 집을 재건축을 하느라 분

주하다. 그들은 적으로부터 풀려나 집으로 돌아오는 자신들의 아이들

을 보았을 때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

들을 만나기 위해 나갔고, 이런 즐거운 재회를 위해 아이들도 앞으로

달려왔다. 그곳에는 눈물과 웃음이 있었다.

　정답: ②

고대하던 부모와 자식간의 상봉 장면이므로 흥분된(excited) 분위

기일 것이다.

rebuild: 재건축하다 free from: ～으로부터 석방되다 rush:

달려가다 reunion: 재회 indifferent: 무관심한 alarmed: 겁

먹은, 깜짝 놀란

36. 몇몇 대학들은 그 시대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대학은 중립적이

고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그들의 침묵을 정당

화하고 있다. 개입을 꺼리는 그러한 태도는 현명한 지도력을 기대하

는 많은 학생들과 지역 사회의 구성원을 외면하는 것이다. 대학 캠퍼

스는 (좋은) 생각들을 전파시키는 시장과 같은 기능을 해야 한다. 그

들의 지역 사회에 참여함으로 해서, 대학은 가장 최악의 의미로 학구

적이어야 한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순수한 봉사를 해야 한

다.

　정답: ③

두 번째 문장에서 사회 참여를 꺼리는 such unwillingness가 학

생들과 지역 사회에 등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으로 보아, 필자는 대학

의 현실 참여를, 그 중 하나인 지역 사회의 발전에도 공헌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remain: ～않은 채 남아 있다 the day: 그 시대, 현재

justify: 정당화하다 ground: 이유, 근거 neutral: 중립의

involve: 포함하다 unwillingness: 마음 내키지 않음 turn off:

(시선, 얼굴, 등 등을) 돌리다 marketplace: 시장 genuine: 성

실한, 참된 academic: 학원의, 학구적인

37. 식장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선생

님은 높여진 교단의 커다란 의자에 앉아 계셨고 그 뒤로는 칠판이 있

었다. 각 편에는 세 줄의 의자 그리고 그의 앞의 여섯 줄에는 마을의

저명 인사들과 학부모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왼쪽으로는 그 날

저녁의 의식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던 학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불편해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잘 차려 입고 있었다.

　정답: ③

장식된 식장과 높여진 의자 그리고 줄지어져 있는 좌석, 그리고 결

정적으로 마지막 문장에서의 그들의 차림새 등에서 식장의 딱딱함이

느껴진다.

hall: 강당, 집회장, 홀 brilliantly: 찬란히 decorated with:

～으로 장식된 throne: 왕위에 앉다 raise: 올리다 platform:

교단, 연단, 승강구(플랫폼) occupy: 차지하다 seat: 앉히다

intolerable: 견딜 수 없는(=unbearable) discomfort: 불편,

불안

38. 외부와의 경험과 균형을 맞추어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을 명심하라. 당신 아이가 가능한 많은 사물, 장소, 사람들과 접하도

록 하라. 농장을 방문하는 것이 농장에 관한 책을 읽는 것보다 더욱

더 교육적이다. 거기서 당신의 아이는 황소를 만지고 오리가 우는 소

리를 듣고 건초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후에 이런 것들을 책에서



보게 된다면, 당신 아이에게 그것들은 참된 의미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흥미 있고 재미있을 것이다.

　정답: ①

윗글은 첫번째의 조언에 대한 이유가 전개되는 글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outside: 외부의 expose: 접하게 하다, 드러내다

educational: 교육적인 pat: 톡톡 가볍게 치다, 토닥거리다

quack: 꽥꽥 울다 hay: 건초 enjoyable: 재미있는, 즐길 수 있

는

39. 어떤 해에는 난 단지 몇 장의 크리스마스 카드만을 받았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실망했다. 후에 다락방을 청소하다가 난 작년 크리스

마스 때 친구들로부터 받은, 펴보지도 않은 연하장들로 가득찬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나중에 보려고 상자 안에 던져 놓았는데 완전히 잊

어버렸던 것을 난 기억해 냈다. 나는 그들이 나의 카드를 받지 않았

을 때 어떻게 느꼈을지에 대해 상상할 수 있었다.

　정답: ③

카드를 몇 장 받지 못했다고 실망하다, 자신에게 카드를 보내고도

답장을 받지 못했을 친구들의 심경을 역지사지로 생각해 본다는 내용

이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 대우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베

풀라’는 속담이 적절할 것이다.

attic: 다락방 greeting: 인사 toss: (가볍게) 던지다 later

on: 이후에 tide: 조수 sound: 건전한 in need: 어려울 때의

40. 또다른 신체적 이점은 얻기에 시간이 더 걸리지만,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고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 그렇다. 규칙적으로 오

랜 시간 동안만 행해진다면, 운동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적으

로 발생되는 뼈의 점진적인 손상인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것

은 규칙적인 운동에 의해 막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은

뼈의 질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골다공증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처라고 말하여진다.

　정답: ①

글 첫머리에 Another physical benefit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

로 보아 그 앞에서도 무엇인가의 신체적 이점에 대한 것이 언급되었

을 것이다. 그러므로 운동의 이로운 점에 대해 다루고 있는 윗글 앞

에는 또다른 운동의 이로운 점이 언급되었을 것이다.

osteoporosis: 골다공증 mass: 중량 preventive: 예방적인,

예방하는

41. 정부의 1차 목표는 세 개, 안전, 정의, 보존이어야 한다. 이것들

은 인간의 행복에 최대로 중요한 것들이며, 정부만이 만들어낼 수 있

는 것이다. 동시에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절대적이지는 않다. 각각의

것들은 어떤 경우에는 더 큰 것의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 희생되어야

만 할 수도 있다. 난 차례로 그것에 대해 말하려 한다.

　정답: ①

마지막 문장(I shall say something about each in turn.)에

직접적으로 다음에 말할 것이 나와 있다. 그러므로 이 글 다음에는

윗글에서 말하는 3개의 목표인 security, justice, conservation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차례로 이루어질 것이다.

primary: 첫째의, 주요한 security: 안전 conservation: 보

존 bring about: 가져 오다 absolute: 절대적인(↔relative)

sacrifice: 희생하다 in some degree: 얼마간 in turn: 차례

로, 번갈아

42. ① 1988년에는 1만대의 컴퓨터가 팔렸다.

② 1990년에는 1988년에 비해 2배의 컴퓨터가 팔렸다.

③ 1991년에는 1990년보다 1만5천대가 더 팔렸다.

④ 1993년의 컴퓨터 판매량은 1992년의 판매량보다 50%가 증가하

였다.

⑤ 컴퓨터의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정답: ④

1992년에는 4만대, 1993년에는 5만대가 판매되었으므로 25%가

증가하였다.

twice: 두 번, 두 배 compared with: ～과 비교하여

continuous: 계속적인

43. 303호 교실은 항상 학교에서 가장 지저분한 교실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바닥에 종이를 던져버리고 또는 종이를 책상 위에 버려 두

었다. 어느 날 Miller 씨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휴지통 위에

다 농구 링을 설치했다. 학생들은 종이를 바구니 안에다 던져 넣는

것을 좋아했다. 넣지 못했을 때에는 종이를 집어 다시 넣었다. 그렇

게 해서 그 문제는 끝이 났다.

　정답: ⑤

가장 더럽게 교실을 사용하는 아이들에게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농구대를 설치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

아, Miller는 창의적인 사람이다.

leave: ～을 놓아 두다 fasten: 묶다 love to: ～하는 것을 좋

아하다 miss: 못 맞추다, 놓치다

44. 이 편지는 당신이 1992년 10월 14일자로 회사로부터 해고되었

음을 확인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당신이 종사했던 그 일을 수

행함에 있어서의 당신의 부주의를 경고했던 1992년 7월 21일과 8

윌 17일의 경고장에 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는 언급된 편지와 최

근의 우리의 토론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에다 최근에

회계 사무실에서의 당신의 불쾌하고 모욕적인 행동이 추가될 것입니

다.

　정답: ③

confirm: 확인하다, 확실하게 하다 dismiss from: ～으로부터

해고하다 date: 날짜가 적혀 있다, 날짜를 기입하다

concerning: ～에 관하여 employ: ～에 종사하다 specific: 뚜

렷한, 구체적인, 특정의 detail: 열거하다 offensive: 무례한,

불쾌한 accounting: 회계

45. 그녀의 시 가운데 하나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당신은 누

구인가?”로 시작된다. 평생 그녀는 실제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른다. 왜냐 하면 그녀의 작은 고향 밖에서는 그

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 조용히 살던

여인은 사후에 미국의 가장 사랑받는 시인 중의 한 명이 되었다. 언



제 그녀가 시를 쓰기 시작했는지, 어느 누구도 정말 알지 못한다. 그

녀는 자신의 시들이 발표되기를 원했지만, 신문사들은 그것들을 원치

않았다. 마침내 두 편이 신문에 발표되었지만, 편집자가 그것들을 고

쳤고 그녀의 이름은 쓰여지지조차 않았다.

　정답: ②

시를 발표하길 원했지만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었다.

nobody: 보잘것없는 사람 editor: 편집자

46. 농업은 약 12,000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지난 300년 동안 급속

도로 발전해 왔다. 발전의 속도가 줄어들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농

업은 주요하게 세 부문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첫번째로 농업

은 새로운 형태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이 될 것이다.

많은 과정들이 컴퓨터에 의해 조정될 것이다. 두 번째로 부유한 사람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작물의 경작,

저장 및 판매 방식이 개발될 것이다. 세 번째로 농업 생산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용될 것이다.

　정답: ④

앞으로 농업이 발전해 나갈 세 가지 부문에 관한 글이므로,

Farming in the Future가 제목으로 적절하다.

slow down: 줄어들다 storing: 저장, 비축 agricultural: 농

업의

47. 우리는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다.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

할 수 없다. 우리들 대부분은 죽는 것을 선택할 수도 없다. 그러나 우

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사소한 것인지를 결정한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고 하

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우주가 아무리

무관심하다 할지라도, 이런 선택과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우리

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대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정답: ⑤

우리 삶에 있어 생사와 부모처럼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삶이라는 내용이므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⑤가 답으로 가장 적절하다.

trivial: 사소한, 진부한 indifferent: 무관심한

48. 우리 사회는 소비자 주도의 문화이다. 소비자가 소비하도록 만드

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도 거칠고 복잡한 사회를 만들어서 그

것으로 인해 무기력하고 불안하게 느끼며 개선되기를 바라도록 된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자신이나 운명을 개선한다는 것은

초인적인 일이므로, 그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우리는

물건을 산다. 경제는 성장하고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며, 우리는 더욱

무기력하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더욱 더 많이 산다.

　정답: ①

윗글에서는 소비자의 소비 심리를 사회나 기타에 대한 무력감과 불

안감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 문장에서도 답은 쉽게 알 수

있다.

drive: 추구하다, 몰다, 작동시키다 harsh: 거친, 가혹한

helpless: 어찌할 수 없는 insecure: 불안한, 불안정한

improvement: 개선, 개량 lot: 운명 shop: 물건을 사다

49. 수세기 동안 우리는 신체적인 몸이라는 측면에서만 건강을 생각

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의학계는 우리의 마음이 병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에는 우리 마음이 병과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는 많은

연구가 있다. 어떤 의료 기관에서는 환자의 반 이상이 어떤 신체 기

관의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도움을 찾으려는 사람

들이라고 보고했다.

　정답: ④

Recently, however 앞에서는 과거에는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건

강을 중시하고 심리적인 것을 등한시하던 경향이 있었다는 내용, 그

러나 그 이후에는 심리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

다. 결국 필자가 말하려는 것은 발병과 치유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요

소이다.

tendency: 경향 in terms of: ～의 점에서 보면 play a

role: 역할을 하다 heal: 치료하다 research: 조사 portion:

부분 organic: 기관의 psychological: 심리적인

50. (A) 아시아의 몇몇 나라에서는 손펌프를 사용하여 물을 얻는다.

그 물은 대체로 마시기에 깨끗하고 안전하다. 몇몇 지역에서는 사람

들이 물을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 흙으로 만든 항아리를 사용한다.

다른 한편, 논밭에 댈 물은 작은 연못이나 냇물로부터 얻는다. 이 물

은 긴 수로를 통해 논밭으로 운반된다.

(B) 많은 개발도상국의 몇몇 지역에서는 연못 근처에서 물을 얻는

다. 그 물은 깨끗하지 않지만 그들이 가진 전부이다. 여자들과 아이

는 양동이와 양철통에 물을 채워 집으로 가져간다. 몇몇 나라에서는

길어온 물을 정수 필터에 통과시켜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도 한다.

　정답: ②

두 글 모두 몇몇 예를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구해서 마시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well: 우물 earthen: 흙으로 만든 field: 논밭 waterway:

수로 can: 양철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