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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석]

남: 부인,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 침대요 덮개와 어울릴 담요를 찾고 있어요.

남: 덮개 크기가 어떤가요?

여: 퀸 사이즈입니다.

남: 무늬가 있나요?

여: 예, 있어요. 한 개는 꽃무늬고, 다른 한 개는 줄무늬입니다.

남: 아, 그렇다면 민무늬 담요가 좋겠어요.

여: 무늬가 없는 담요를 말씀하시나요? 왜 그것이죠?

남: 너무 많은 무늬는 함께 잘 어울리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는 현재 한 개 가격으

로 두 개의 민무늬 담요를 제공하고 있어요.

여: 그거 좋은데요. 그것을 사겠습니다.

[풀이]

남자가 plain blanket(민무늬 담요)가 좋다고 하며, 한 개 가격으로 두 개의 민무늬

담요(two plain blankets)를 제공한다고 덧붙이자 여자는 마지막에 Sounds great.

I'll go for it.라고 하여 사겠다고 결정했다.

[Words & Phrases]

mattress 침대요 pattern 무늬 stripe 줄무늬 plain 민무늬의 currently 현재

offer 제공하다 go for -을 사려고 하다

2.

[해석]

여: 도와드릴까요?

남: 안녕하세요, 저는 Frank Smith입니다. 다음 주 싱가포르 행 비행편 예약을 확인

하러 왔습니다.



여: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타자 소리] 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 무슨 말이죠? 제가 채식주의자용 식사를 할 수 없단 말인가요?

여: 그게 아닙니다. 귀하의 예약이 취소되어 있어요.

남: 정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래 전에 예매했는데요.

여: 유감이지만 항공권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남: 물론 지불했지요. 잠깐만요. 제가 은행으로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겠어요.

여: 좋아요. [잠시 후]

남: 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불 기록이 없어요. 깜박 잊었어요.

[풀이]

항공권 지불이 안 되어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여자의 말에 남자는 은행에 확인한 결

과 I don't know what to say라고 하며 지불 기록이 없음을 말했으므로 당혹감

(upset and embarrassed)을 느끼는 심정임을 알 수 있다.

[Words & Phrases]

confirm 확인하다 reservation 예약 vegetarian 채식주의자 cancel 취소하다

book 예약(매)하다 slip one's mind 깜박 잊다

3.

[해석]

남: 이들은 실물크기의 인간 모형입니다. 인간과 무게가 똑같으며, 팔다리가 똑같은

동작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자동차 충돌사고에서 인체의 반응을 모의 실험하여, 모

의실험 중에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제작됩니다. 그들은 자가용으로

부터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각종 수송수단의 신제품과 신 모델 개발에 대단히 중요

합니다.

[풀이]

full-scale models of human beings(인간의 실물 모형들)와 차량 충돌

(motor-vehicle crash) 시 인체 반응을 모의실험하기 위해 제작된다는 점을 통해 ⑤

충돌 실험용 인체 모형에 관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Words & Phrases]

perform 수행하다 simulate 모의실험하다, 흉내 내다 behavior 반응, 작용, 행동

crash 충돌(사고) make 제작(품) simulation 모의실험

4.

[해석]

여: George, 먹을 것이 있어요? 배가 고파요.

남: 여보, 냉장고 안에 피자가 좀 있는 것 같았는데, 없어요.

여: 요리하고 싶은 기분이 아닌데요. 주문하는 것이 어때요?

남: 좋아요. 중국음식을 좀 주문합시다.



여: 싫어요, 너무 기름기가 많아요. 대신에 한식은 어때요?

남: 방금 그걸 말하니까 한식이 마음에 드는군요.

여: 길 아래쪽에 있는 식당이 꽤 좋던데요.

남: 전화번호를 깜박 잊어버렸어요. 좀 찾아주겠어요?

여: 그럼요! 찾아보겠어요. [잠시 후] 3104-3699이에요.

남: 좋아요. 무엇을 먹고 싶어요?

여: 글쎄요, 저는 비빔밥을 먹겠어요.

남: 그밖에 다른 거 있어요?

여: 아니에요, 그저 빨리 가져오라고 하세요.

[풀이]

남자가 전화번호를 잊어버렸다고(I've forgotten their phone number.) 하며, 찾아달

라고(Can you find it?)라고 말하자 여자가 그러겠다고 했으므로 부탁한 일은 ②전

화번호 찾아주기임을 알 수 있다.

[Words & Phrases]

refrigerator 냉장고 greasy 기름기가 많은 mention 언급하다 look up 찾아보다

5.

[해석]

여: 다음 분 오세요? [잠시 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남: 무엇 때문에 그리 오래 걸렸습니까? 거의 30분 동안 기다렸어요.

여: 죄송하지만 우리 사무실 컴퓨터 몇 대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어요. 방금 수리되

었죠.

남: 알겠어요.

여: 이름과 학생증 번호를 말해주시겠어요?

남: Johnson Stoneham이고, SC453679입니다.

여: 좋아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타자 소리] 이번 학기 등록금이 4,900달러입니다.

남: 지체료도 지불해야 하나요? 조금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체료는 다음 주부터 청구될 예정입니다.

남: 대단히 감사합니다.

[풀이]

여자가 Your school fees(당신의 등록금)라고 언급하여, 남자는 지불을 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여자는 학교의 등록 업무를 보는 사무원(registration clerk)이며, 남자는

학생(student)임을 알 수 있다.

[Words & Phrases]

infect 감염시키다 fix 수리하다 student ID 학생증 semester 학기 late fee 지체

료 charge (대금을) 청구하다



6.

[해석]

[휴대전화가 울린다.]

남: 여보, 당신이죠? 무슨 일이에요?

여: 우리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새 자물쇠가 고장 난 것 같아요.

남: 정말이에요? 고객 서비스센터에 전화하시지 그래요?

여: 이미 했어요. 수리할 사람을 보낼 거예요.

남: 알겠어요. 도착하는 데 얼마나 걸릴 예정이래요?

여: 30분밖에 안 걸린다고 했어요.

남: 그러면 그동안에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여: 사실은 세탁소가 문 닫기 전에 당신 양복을 찾으려고 해요.

남: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잠시 후]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10분 만에 집에 도착할

테니까. 내가 문제를 처리할게요.

[풀이]

남자가 그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자 여자는 세탁소에서 양복을 찾겠다고(I'd

like to get your suit from the dry cleaner's) 했으므로 여자가 할 일은 ③to pick

up the suit이다.

[Words & Phrases]

doorlock 자물쇠 customer service 고객 서비스센터 in the meantime 그동안에

take care of -을 처리하다, 돌보다

7.

[해석]

여: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Jane과 Kevin은 결혼 2주년 기념식을 가질 예정입니

다. 당신은 이것이 유별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대단히 어려운 시간을 보

냈습니다. Kevin은 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Jane은 애정

을 기울여 그녀의 남편을 간호했으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다시 걸을 수 있

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념식으로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짐

작했겠죠! 이것은 Forever Love(영원한 사랑) 이라는 최근 인기 드라마의 일화입니

다. 그것은 예정대로 오늘 저녁 9시 30분 채널 12에서 방송될 것입니다. 잊지 마시

고 보세요!

[풀이]

일화를 언급하고 난 뒤에 연속극(soap opera)의 일화라고 하며, 오늘 저녁 9시 30분

채널 12에서 방송될 것이라고 했으므로 여자가 말하는 목적은 TV프로그램을 예고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Words & Phrases]



extremely 극도로, 대단히 paralyze 마비시키다 lovingly 애정을 기울여 miracle

기적 confirm 확인하다 ceremony 의식 soap opera 연속극, 드라마 miss 구경하

지 못하다

8.

[해석]

남: 이 서류를 한 장만 복사해주겠어요? 100페이지입니다.

여: 물론이죠, 손님. 칼라로 할까요, 흑백으로 할까요?

남: 그냥 흑백으로 해 주세요. 얼마죠?

여: 흑백은 한 장당 5센트를 받습니다.

남: 제본해 주시나요?

여: 예, 손님. 추가요금으로 3달러입니다.

남: 좋아요. 복사물을 제본해 주세요. 언제 됩니까?

여: 바로 지금은 급한 일을 하는 중이니까 2시간 정도 걸리겠어요.

남: 두 시간이라고요? 그러면 점심을 먹고 나중에 찾으러 오겠습니다.

여: 알았습니다. 흑백으로 복사 100장에 추가로 제본을 해 드리겠습니다.

[풀이]

한 장 복사하는데 5센트이므로 100장 복사하면 500센트, 즉 5달러가 되며, 추가로

제본비용이 3달러이므로 모두 8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Words & Phrases]

document 서류 charge (요금을)청구하다 binding 제본 urgent 긴급한 plus -을

별도로

9.

[해석]

여: Matthew, 유리 뒤에 있는 저 고대 항아리들을 보세요.

남: 저쪽에 고대 도기 구역을 말하는 겁니까?

여: 예. 이런 골동품들이 대단히 흥미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남: 맞아요. 학교에서 그것들을 배웠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실감이 느껴지네요.

여: 그래요. 그것들이 실생활에 사용되는 것을 상상해볼 수 있죠.

남: 다큐멘터리[기록영화]를 보는 것 같거나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 우리 생활 속의 물건들이 미래에 이곳에 놓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남: 물론이죠. 앞으로 수년이 지나면 이 건물은 패션, 스포츠, 쇼핑, 기타 등등을 포

함하여 우리의 생활양식에 관한 전시품들을 소장하게 될 겁니다.

여: 와! 전에는 그런 것에 대해 전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풀이]

마지막에 남자는 이 건물(this building)이 전시품(exhibitions)을 소장하게 될 것이



라고 말한 점을 단서로 들었다면 대화 장소가 박물관(museum)임을 알 수 있다.

[Words & Phrases]

pottery 도기 imagine 상상하다 documentary 다큐멘터리, 기록영화 exhibition

전시품 including -을 포함하여

10.

[해석]

남: 안녕, Jennifer. 무슨 일이니?

여: 별일 아니야. 이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어.

남: 요즈음 내가 너를 만날 때마다 너는 그렇게 말하더라.

여: 알아. 이 모든 서류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 모든 폴더들을 넣을 공간이 사무

실에 없어.

남: 스캐너라고 들어본 적 없니?

여: 아니. 무슨 뜻이야?

남: 서류를 스캔해서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는 거야. 그러면 넌 사무실에서 더 많은

공간을 가질 수 있어. 난 늘 내 스캐너를 사용해.

여: 야아! 난 그런 것이 있는지 몰랐어. 네 스캐너를 빌릴 수 있을까?

남: 응. 지금 네 사무실로 가지고 올게. 사용하기가 아주 쉬워.

여: 고마워. 너는 천사야.

남: 그게 너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알면 놀랄 거야.

여: 스캔을 끝낸 후에 함께 저녁 먹자. 네가 살게.

[풀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남자는 스캐너를 이용해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고 여자는 이를 위해 남자의 스캐너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있으

며 남자가 당장 가지고 오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할 일은 스캐너를 빌려주는

일이다. 그 답례로 저녁을 대접하겠다는 여자의 제안에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Words and Phrases]

organize 정리하다 document 서류 scan 스캔하다, 영상을 주사하다

save 저장하다 treat 대접하다

11.

[해석]

여: Jack, 뭐 하고 있니?

남: 안녕, Julia. 노트북 컴퓨터를 사고 싶어서 가격 비교 사이트를 살펴보고 있어.

여: 아아, 어느 것을 살 것인지 결정했니?

남: 응. ‘PJ6370'모델로 정했어. 여기 스크린에서 그 모델을 볼 수 있어.

여: 무슨 말인지 알아. 얼마나 지불할 의향인데?



남: 최대 1,500달러야.

여: 그리고 품질보증기간은?

남: 적어도 2년은 되어야지.

여: 배터리를 추가로 구입하지 그래?

남: 사실 배터리는 필요하지 않은데, 무선 마우스가 있으면 좋겠어.

여: 그렇다면, 그것을 살 곳이 한 곳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남: 네 말이 맞아. 이 사이트는 아주 유익하네.

[풀이]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쓸 수 있는 최대 비용이 1,500달러이므로 ①번은 제외되고, 보

증기간이 2년은 되어야 하므로, 보증기간이 1년인 ④, ⑤번이 제외된다. 세 번째 힌

트로 여분의 배터리는 필요 없고 무선 마우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Words and Phrases]

price comparison site 가격 비교 사이트 be willing to～ 기꺼이 ～ 하다

warranty period 품질보증 기간 wireless 무선의

12.

[해석]

[뉴스 음악이 흐른다]

남: Morning News의 Tommy Jones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말씀 드리겠습니

다:

▅ 연구진이 야생 버섯을 이용해 암 치료제를 발견했습니다.

▅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극곰의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합니다.

▅ 한국 감독이 베니스 영화제의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비만 아동 수의 증가에 대해 의사들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였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 음악이 흐른다]

[풀이]

첫 번째 뉴스는 암 치료제 개발에 관한 내용이며, 두 번째는 북극곰의 숫자 감소에

관한 유엔의 보고서 내용이며, 네 번째는 비만 아동 수의 증가에 대해 의사의 우려

에 관한 내용이다. 세 번째 뉴스가 한국인 영화감독의 최우수 감독상 수상에 관한

내용이므로 ④번의 내용과 일치한다.

[Words and Phrases]

headline 주요 뉴스, 헤드라인 treatment 치료제 mushroom 버섯

rapidly 급속도로 director 감독 overweight 비만의

13.



[해석]

① 남: 안녕하세요, 자전거를 환불 받고 싶은데요.

여: 저기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곧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② 남: 라켓을 들고 시선을 볼에 두세요.

여: 알았어요. 최선을 다할 게요. 예전에 이것을 해 본 적이 없어요.

③ 남: 계속 페달을 밟아. 곧 혼자 탈 수 있을 거야.

여: 야아, 이것 참 재미있네요. 놓지 마세요.

④ 남: 그만하고 일어나. 새로 산 자전거를 타볼 시간이야.

여: 그렇지만 나는 지금 수학 숙제를 하고 있어.

⑤ 남: 얘야! 제발 헬멧을 쓰렴.

여: 무슨 헬멧이요? 오오, 헬멧을 가지고 오는 것을 깜빡했어요.

[풀이]

여자가 헬멧 등 보호 장구를 갖추고 자전거를 타고 있고 남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자전거를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므로 계속 페달을 저으라고 하며 혼자서도 탈 수 있

게 될 것이라는 남자의 격려의 말과, 재미를 만끽하면서도 혹시 놓으면 넘어질까

걱정하면서 자전거를 놓지 말라고 말하는 여자의 말이 가장 적절한 대화이다.

[Words and Phrases]

refund 환불 in a minute 잠시 후에 keep your eyes on～ 시선을 ～에 두다

let go 놓다

14.

[해석]

남: 안녕, 할머니.

여: 안녕, Sammie. 어디 가니?

남: 토요일이어서 친구들과 공원에서 축구를 하려고요.

여: 일기예보 못 들었니?

남: 아뇨, 못 들었는데요. 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여: 곧 사나운 폭풍우가 닥칠 거야. 밖에 나가면 안 된다.

남: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비가 오고 있지 않잖아요. 확신하건데 괜찮을 거예요.

여: 구름이 오는 것도 안 보이니? 그리고 바람도 거세지고 있잖아.

남: 그러지만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제발 가게 해 주세요.

여: 폭풍우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이곳에 닥칠 거야.

[풀이]

사나운 폭풍우가 닥쳐올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할머니를 통해 전해 듣고도 손자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되어 있으므로 가게 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따라서 할머니는

간청을 들어주는 답변이나 폭풍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이 가장 적절한 상황이다.

따라서 네 생각보다 폭풍우가 빨리 닥쳐올 수 있다는 주의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④번이 가장 적절하다. ① 바람이 불고 비가와도 축구를 할 수 있어.

② 대신에 공원에서 축구를 하는 것은 어떠니? ③ 일기예보를 알려주셔서 고맙구

나. ⑤ 산에 등산을 가서 밤 새 그곳에 머무르자.

[Words and Phrases]

where are you off to? 어디 가니?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

heavy 거센, 사나운 rainstorm 폭풍우 let ～ go ～을 가게 해 주다

15.

[해석]

남: 늦어서 미안해요.

여: 괜찮아요. 신문을 읽고 있었는걸요.

남: 지난주에 동물원에 간 것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갈 거죠?

여: 시내의 화랑을 방문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남: 좋아요. 흥미로운 것이라도 있나요?

여: 신문을 봅시다. [약간의 중단] 여기 있네요.

남: 오오, 그러네요. 시청에서 비디오 아트 전시회가 열리고 있네요.

여: 당신은 비디오 아트를 좋아하는 군요, 그렇지 않나요?

남: 예, 아주 좋아해요.

여: 그렇지만 저는 번쩍번쩍하는 화면과 밝은 조명을 좋아하지 않아요.

남: 비디오 아트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요.

[풀이]

신문을 보며 시청에서 하는 비디오 아트 전시회를 보고 좋아하는 남자에게 여자는

화면이 번쩍이고 조명이 밝아서 싫다고 하고 있으므로, 비디오 아트를 좋아하는 남

자의 입장에서 비디오 아트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간접적으로 볼 것을 권하는 말이 가장 적절하다. ① 나는 동물원

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좀 쉬자. ② 이 비디오테이프를 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③ 좋았어! 뉴스가 몇 시에 시작하니? ④ 늦는다고 전화해 줄 수도 있었

잖아.

[Words and Phrases]

art gallery 화랑 exhibition 전시회 town hall 읍사무소, 시청

flashing 번쩍이는

16.

[해석]

여: 안녕, Eric. 일전에 펑크가 난 타이어를 가는 것을 도와주어서 정말 고마워.

남: 뭐, 그런 것을 가지고 그래. 그건 그렇고, 아버지가 어제 기타를 사 주었어. 기

타 교본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 알고 있니?



여: 왜? 기타 레슨을 받아보려고 하는 거야?

남: 아니. 혼자 연습할 거야.

여: 혼자서 연습을 할 거라고? 삼촌이 레코드 가게를 운영하면서 무료 기타 레슨을

해 주는데.

남: 그래? 그에게서 레슨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여: 응, 그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그의 가게가 차로 약 3시간 정도 가야할 거리에

있어.

남: 오, 그럼 힘들겠구나.

여: 걱정하지 마!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삼촌으로부터 배웠거든.

남: 그러면 좋기야 하겠지만 내가 알기로 너는 최근에 바쁘잖아.

여: 문제 될 것 없어. 내가 기꺼이 너를 도울 게.

[풀이]

여자는 이미 마지막 말 바로 앞 말에서 남자에게 기타를 가르쳐주겠다는 의사를 밝

히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야 좋기는 하지만 바빠서 번거롭지 않겠냐는 투의 남자의

답변에 대해 즐거운 마음으로 돕겠다는 답변이 가장 적절하다. ① 네가 나를 도와

줄 수 없다니 아쉽다. ③ 글쎄, 삼촌은 이곳에서 레코드 가게를 운영하셔. ④ 나

는 삼촌으로부터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고 있어. ⑤ 걱정하지 마. 내가 그에게 네

기타를 고쳐달라고 부탁할 게.

[Words and Phrases]

help ～ with … ～가 …하는 것을 돕다 don't mention it 천만에

by myself 나 혼자서

17.

[해석]

여: Peter는 부엌으로 가서 어머니가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된다. Peter의

어머니는 밤새 앓으셔서 한 동안 침대에 계셔야 할 것 같다. 그래서 Peter는 어머니

에게로 다가가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쾌유하시라고 말씀드린다. 그는 심지어 어머

니가 다시 쾌유하실 때까지 가족들의 요리를 하겠노라고 자발적으로 나서기까지 한

다. Peter의 어머니는 이미 Peter의 이모에게 오셔서 요리를 좀 해 달라고 해 놓고

있는 상태지만 아들의 친절한 제안에 깊은 감명을 받는다. 이 상황에서 Peter의 어

머니가 그에게 가장 그럴 듯하게 뭐라고 말을 할 것인가?

Peter의 엄마: (너의 마음에) 감동받았다만 요리는 네 이모가 할 거야.

[풀이]

몸이 아픈 엄마는 이미 이모에게 연락을 하여 가족들 요리를 부탁해 놓은 상황이지

만, 기꺼이 엄마를 대신해서 가족들 요리를 책임지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선 아들

Peter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상황이므로 아들에게 감동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요

리는 이모가 오셔서 하므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말이 가장 적절하



다. ① 고맙구나. 네가 만든 아침을 결코 잊지 못할 거야. - Peter가 아침을 마련한

것은 아님. ③ 아버지가 이미 침대 정리를 해 놓으셨단다. ④ 네가 이모를 위해

요리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⑤ 너는 휴식을 취하면 곧 좋아질 거야.

[Words and Phrases]

get well 쾌유하다 volunteer 자발적으로 나서다

deeply impressed 깊은 감명을 받은 offer 제안 arrange 준비하다, 주선하다

18.

[해석]

그것 없이는 어떤 것도 대출을 하거나 갱신할 수 없다. 만일 이 지역에 거주한다면,

그것을 무료로 얻을 수 있다. 18세 이하의 아이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등록 용지에

부모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통 빌려주는 기간은 21일이다. 책은 대출 예약이 되

어 있지 않다면 처음 빌려주는 기간 동안 한번 갱신을 할 수 있다. 비디오와 DVD

는 이틀 동안 대여할 수 있으며 갱신은 할 수 없다. 대여자는 빌려간 품목을 정시

에 온전한 상태로 돌려 줄 책임이 있다.

[풀이] 책이나 비디오, DVD등을 대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도서 카드(library

card)’이다.

[Words & Phrases]

check out (책 등을)빌려 주다 renew 갱신하다 reside 거주하다 free of

charge 무료로 signature 서명 registration 등록 reserve (도서 대출)예약

19.

[해석]

‘leaf fish’는 나뭇잎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물속에서 떠다니는 잎의 음직임을 흉내

낸다. 그것의 사냥 기법은 재빠르게 먹이를 뒤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leaf fish는 물속에서 비스듬히 선채로 물살을 따라 이동해 마침내 보다 작

은 물고기 근처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 다음, 그것은 번개같이 재빠르게 턱을 벌려

경계를 하고 있지 않던 먹이를 붙잡아 머리부터 먼저 삼킨다. 근거리에서 leaf fish

는 큰 턱을 빠르게 벌려 그 불행한 먹이를 매우 쉽게 빨아들일 수 있다.

[풀이]

나머지는 모두 leaf fish를 가리키지만 ②는 leaf fish가 잡아먹는 작은 물고기를 가

리킨다.

[Words & Phrases]

imitate 흉내 내다 drifting 떠다니는 swiftly 재빠르게 pursue 뒤쫓다

at an angle 비스듬하게 current 물살 unsuspecting 의심하지 않는

snap 덥석 물기 at close range 근거리에서 suck in 빨아들이다



20.

[해석]

한 집단이 사상, 가치관, 음식, 혹은 건축술의 유형과 같은 어떤 것을 다른 집단으

로부터 빌릴 때, 확산을 통해 변화가 일어난다. 확산은 한 문화권이나 사회가 다른

것으로부터 빌려오는 과정이다. 확산의 범위와 비율은 사회적인 접촉의 정도에 달

려 있다.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과 접촉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사물이나 사상이

교환될 가능성이 더 많다. 새로운 기술의 배척은 흔히 곧이어 따라 올 사회적인 변

화를 낳는다. 따라서, 사회적인 접촉은 확산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풀이]

한 집단이 다른 집단으로부터 사물이나 사상을 빌려 오면서 시작되는 확산의 과정

에서 사회적인 접촉의 정도가 큰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다. 새로운 기술을 배척하면

사회적인 변화에 이르게 된다는 문장은 이러한 흐름과 큰 관계가 없다.

[Words & Phrases]

architecture 건축술 diffusion 확산, 전파 extent 정도, 범위

exchange 교환하다 exclusion 배제, 제외 crucial 중요한, 결정적인

21.

[해석]

귀하의 시를 이 출판사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것들을 살펴볼 기회

를 가졌는데, 저는 귀하의 젊음과 이 장르에서의 경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 시

들이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전의 여지가

많이 있으며,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시를 싣고 있는 어떤 잡지에도 출판을 하기에는

아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귀하는 소개서에서 문학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

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앞으로의 문학적인 노력에 행운이 있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풀이]

출판사에 보낸 시에 대해,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아직 출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시의 거재를 거절하고 있는 글이다.

[Words & Phrases]

opportunity 기회 look over 살펴보다 considerable 상당한

genre 유형, 장르 appropriate 적절한 current 현재의

journal 잡지, 정기 간행물 indicate 지적하다, 말하다 literary 문학의

22.

[해석]

나의 아빠가 나에게 자동차 경주에 대해 소개한 것은 내가 다섯 살 때였다. 아빠는

자동차 경주대회에 가는 것이 정상적인 가족 외출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아빠의 방식이었다. 그는 아들에게 평생도록 계

속될 열정을 불어 넣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다. 나는 나의 작은 발이 나

를 자동차 대회 경기장에 있는 특별관람석으로 이르는 계단으로 이끌었던 5월의 그

날 내가 느꼈던 최고의 감정을 여전히 기억한다.

[풀이]

(A) 뒤에 오는 진주어 to go to a car～를 대신할 수 있는 가주어 it이 필요하다.

(B) He little knew that ～에서 부정의 의미를 지닌 부사인 little을 강조하기 위해

문장의 앞부분으로 옮긴 형태이다. He few knew that ～ 이라고 쓰지는 못하므로

little이 적절하다. (C) 바로 다음에 오는 목적어 me를 취할 수 있는 타동사 carried

가 적절하다. my little feet가 carry의 주체이므로 수동태가 필요한 곳이 아니다.

[Words & Phrases]

outgoing 외출 passion 열정 awesome 근사한, 멋진

grandstand 특별관람석

23.

[해석]

수학자가 되기 위해서 비싼 실험실이 필요하지는 않다. 수학자의 전형적인 장비는

흑판과 분필이다. 분필은 보다 쉽게 지울 수 있고 수학적인 연구는 흔히 실수로 가

득차있기 때문에 종이 위보다 흑판위에서 수학을 하는 것이 더 낫다. 한 가지 더

해야 한다면 수학에 전념하는 클럽에 가입하는 것이다. 혼자서 작업 할 수 있는 수

학자는 많지 않다. 그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토론할 필요가 있다. 수학자

가 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노출시키는 편이 낫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명백한 숨어있는 가정을 포함하기가 너무

나 쉽다.

[풀이]

③이 포함된 문장에서 주절의 동사는 is이므로 devotes는 앞의 명사를 수식하는 과

거분사로 바꾸어야 한다. a club (which is) devoted to mathematics의 형태로 생각

할 수 있다.

[Words & Phrases]

laboratory 실험실 equipment 장비 expose 노출시키다 criticism 비판

assumption 가정, 가설

24.

[해석]

거리를 따라 걸어갈 때 나무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

면, 나무는 그늘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 환경 과학자들은 두 곳의

시카고 공공 주택 단지를 선택했는데, 두 곳 모두 근처에 많은 나무를 가진 건물들



과 사실상 나무가 거의 없는 건물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연구에 따르면, 폭력과 재

산 범죄는 식물들이 많이 있는 구역과 비교해, 식물이 적게 있는 건물들의 구역에

서 거의 두 배나 더 많았다. 왜 그럴까? 한 가지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푸른 나무들

은 이웃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공동체 내에

보다 강한 유대를 만들어 낸다. 이것은 또한 아이들을 보다 잘 감시하고 건물들을

더 잘 살펴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풀이]

나무가 많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내고, 그리하

여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bond)이 더 강해진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맥이다.

[Words & Phrases]

environmental 환경의 housing project 주택 단지 practically 실제로

property 재산, 소유물 vegetation 식물 greenery 푸른 식물

ultimately 궁극적으로 supervise 감시하다

25.

[해석]

사람들은 그들의 첫인상이 잘못된 것일 지라도 그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

이 당신의 이웃 사람의 이름을 어떤 친구에게 언급했다고 가정해보자. “오, 난 그를

알아,”라고 당신의 친구가 대답한다. “그는 처음에는 멋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전부 꾸민 것이야.” 아마 이 평가는 근거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이웃 사람은 당

신의 친구가 그를 알고 난 이후로 바뀌었을 수도 있고, 혹은 당신 친구의 판단이

전혀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판단이 정확하건 그렇지 않건, 일단 당신이 그것

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당신이 그 이웃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비록 이 이웃이 성자일지라도, 당신은 당신의 예상에 맞는 방식으로 그의 행동을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풀이]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옳건 옳지 않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때부터 그 평

가에 맞추어 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한다는 문맥이므로 빈 칸에는 ‘①당신의 예상에

꼭 맞다’가 필요하다. ②당신의 지위를 높이다 ③당신을 현명하게 만들다 ④당신을

부유하게 유지하다 ⑤당신의 편견을 제거하다

[Words & Phrases]

stick to～ ～에 집착하다 act 흉내, 시늉 evaluation 평가

groundless 근거 없는 accurate 정확한 saint 성인, 현자

interpret 해석하다

26.

[해석]



명사들에게 이야기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그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제외한 다

른 어떤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 않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사실, 영화계와 운

동계는 넓고 다양한 활동과 대의명분에 흥미를 가지고 관여하고 있는 지적이고, 교

육을 잘 받고, 유식한 남녀들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연기나 운동에

대해서만 질문을 받는다. 만일 그 유명인사의 ‘과외의’ 흥미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된

다면, 당신은 그들이 자신들의 직업적인 삶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그것

에 대해 말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명한 배우인 Paul Newman에게

아동들에 대한 그의 자선 사업에 대해 물어 보라.

[풀이]

유명인사들은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 질문을 받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활

동과 대의명분에 대해 관심이 있고 또 그런 일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내

용이다. 이러한 문맥을 고려하면 이런 유명인사들이 자신들의 ‘④전문적인 직업에

관한 생활’보다 과외 활동에 대해 훨씬 더 자유롭게 말할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①개인적인 불행 ②소일거리로 하는 활동 ③가족의 배경 ⑤정치적인 의

견

[Words & Phrases]

celebrity 유면인사 assume 가정하다 occupation 직업 cause 대의명분

extracurricular 과외활동의 charity 자선, 자애

27.

[해석]

음반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은 쉽게 들을 수 있는 음악에서 재즈와 고전음악

까지 다양한 장르를 만나게 된다. 재즈와 고전 음악은 많은 것들을 공통점으로 가

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소리로 녹음하기 전

에, 고전 음악은 쓰여진 악보를 통하여 전달이 된 반면에, 초기의 재즈는 주로 실제

공연에 의존했다. 고전음악에서는 작곡가들이 통제를 한다. 즉 그들은 세부적인 지

시 사항이 동반된 악보를 쓴다. 반면에, 재즈에서는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자

신들의 멜로디를 즉석에서 만든다. 요약하자면, 고전음악과 재즈는 모두 깊이 있는

표현과 세부사항을 제공하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다른 접근법을 통해 그것들의 목

표를 성취한다.

[풀이]

고전음악은 작곡가들이 세부사항을 악보에 적어서 표현의 깊이를 제공하고, 재즈는

연주가들이 즉석에서 만든 멜로디를 통해 이것을 제공하므로 ‘③서로 다른 접근을

통해 그들의 목표를 성취한다’고 할 수 있다. ①음반 판매에 다른 접근법을 취한다.

②그것들의 전통은 쉽게 들을 수 있는 장르 덕분이다 ④즉석에서 만들어 낸 작품을

쓰기 위해 작곡가들에게 의존 한다 ⑤인기를 얻기 위해 그들의 악보에 의존 한다

[Word & Phrases]



encounter 만나다 have ～ in common ～을 공유하다 rely on 의존하다

performance 공연 composer 작곡가 musical note 악보

instruction 지시 사항 improvise 즉흥연주를 하다

28.

[해석]

우리의 게스트는 방송국 스튜디오에 도착했고, 나는 그의 경력에 대한 간단한 소개

로 11시 5분에 내 쇼를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내 첫 질문을 던졌는데 그는 단지

“모릅니다.”라고만 대답했다. 그 뒤로도 몇 개의 질문을 더 했지만 모든 질문에 그

는 “네.” “아니오.” 혹은 “모릅니다.”라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대답했다. 나는 스

튜디오의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11시 9분이었는데 소재가 다 떨어졌다. 이 남자에게

물어볼 만한 것이 남아 있는 게 없었다.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며 주위에 서 있었다. “이제 뭘 하지? 50분이나 남았는데. 전국의 청취자들이 이

제 언제라도 라디오 다이얼에 손을 뻗을 거야.”

[풀이]

필자는 전국으로 방송되는 대담 프로에서 방송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소

재가 고갈되어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What are we going to do?라는 말에서 필

자의 걱정하는 심경을 유추할 수가 있다.

[Words and Phrases]

broadcasting 방송 studio 방송실, 스튜디오 background 경력, 경험 material 자

료, 소재

29.

[해석]

자동차가 도시 환경을 해치고 대도시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모든 방식 중에서 자

동차 도난방지 경보장치만큼 화나게 하고 불필요한 것은 거의 없다. 경보기는 단순

한 성가심을 넘어선다. 도난방지 경보장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공중 보건 문제이며

도시 시민 생활에 끊임없는 짜증이다. 한편 이익은 전무하다. 자동차 제조업자, 경

보장치 설치자, 보험업자, 경찰,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중 최고의 전문가인 자동차

절도범들 모두 경보장치가 절도를 막는 데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는 데 동의한다.

게다가 이제는 시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품질 좋고 값도 싼 자동차 보안 장치들이

있다. 이제 우리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생각해 보고 이 문제에 대해 무언가

해야 할 때이다.

[풀이]

효과는 전혀 없고 모두에게 짜증만 유발하는 자동차 도난방지 경보장치에 대해 무

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Words and Phrases]



damage 손상시키다 madden 성나게 하다 car alarm 자동차 도난방지용 경보장치

annoyance 성가심, 귀찮음 civil 시민의 irritation 짜증 meanwhile 그 동안에,

한편 nonexistent 존재하지 않는 것 installer 설치자 insurer 보험업자 theft 절

도 what's more 더욱이, 게다가

30.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석으로 인정하지만, 다이아몬드는 도구로서 우리

의 일상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너무나 중요

해서 그것이 부족하면 금속 세공업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대량생산이 허물어질

것이다.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으깨어지고 가루로 되어, 많은 연마, 광택 작업에 사

용된다. 다이아몬드의 사용처의 범위는 치과의 드릴부터 바위 절단용 톱과 유리 절

단기까지 이른다. 다이아몬드의 굉장한 경도는 다이아몬드를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중요한 공업용 물질 중 하나가 되게 한다.

[풀이]

(A): 다이아몬드의 산업적인 유용성을 언급한 문장으로 다이몬드 부족이 가져올 문

제를 말하고 있으므로 부족에 해당하는 ‘shortage’가 나와야 적절하다.

(B): 뒤에 나오는 from ～ to 의 내용이 다이아몬드 사용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ranges’가 나와야 적절하다.

(C): 다이아몬드가 산업용도로 쓰이는 것은 그것이 지닌 경도 때문이기 때문에

‘hardness’가 정답이다.

[Words and Phrases]

breakdown 붕괴, 몰락 metal-working 금속 세공술의 mass production 대량 생

산 crush 분쇄하다 powder 가루로 하다 grinding 연마, 분쇄 range from A to

B 범위가 A에서 B까지 걸쳐 있다

31.

남바위는 한국의 가장 오래된 전통 겨울용 모자 중 하나이다. 처음에는 상류층의

남성과 여성만이 그것을 착용했다. 나중에는 서민들도 그것을 착용했으며, 더 나중

에 가서는 여성들만이 착용하게 되었다. 이 모자는 머리와 이마를 찬바람으로부터

보호해주며 윗부분에 둥글게 트인 구멍이 있다. 목 뒷부분을 위한 긴 뒷 덮개가 있

으며 양쪽의 귀마개는 귀를 드러내준다(→덮어준다). 비단띠가 귀마개에 부착되어

있다. 비단띠는 모자를 제자리에 꽉 고정시키기 위해 턱 아래에 묶는다. 남바위의

아랫부분은 털로 단이 대어져 있으며 모자는 꽃과 새 문양으로 장식된다.

[풀이]

제시된 그림에서 귀 덮개(ear flap)는 귀를 덮고 있으므로 reveal이 아닌 cover가 나

와야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commoner 평민, 서민 flap 축 늘어진 것, 귀덮개 sash 장식띠

in place 그 자리에 border 단을 대다, 테를 두르다

32.

모든 여행자들은 출발하기 전에 그들이 적절한 여행 보험에 들었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 적당한 보험 증권은 휴가 전이나 휴가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의료비용과 휴가비의 손해, 그리고 휴일의 취소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당신

의 보험 증권과 비상 연락 설명서를 항상 휴대하라. 출발하기 전에, 당신은 당신의

관광 담당자에게 여행 기간을 포함하는 보험 증권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 그룹과 함께 여행하지 못하게 될 것

이다.

[풀이]

척 문장이 주제문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이러한 글의 요지를 압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necessity of

travel insurance이다.

[Words and Phrases]

ensure 확실하게 하다 suitable 적당한 insurance policy 보험 증권 prior to ...보

다 전에 coverage 보상 cancellation 말소, 취소

33.

모든 사회는 영웅을 필요로 하며 모든 사회는 영웅을 가지고 있다. 어떤 영웅은 큰

역경과 마주칠 때 빛나며 어려운 상황에서 놀라운 공적을 해낸다. 다른 영웅들은

우리들 대부분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들이 어떤 유형이든, 영웅들은 비범한 일을 해내는 이기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영웅의 진정한 표시는 반드시 그들의 행동의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타인들과 그들이 선택한 대의를 위해 기꺼이 일을 한다는 것에 있다. 비록

그들이 실패하더라도 그들의 결단력은 계속 살아남아 나머지 우리를 격려한다. 그

들의 영광은 그들의 성취가 아니라 그들의 희생에 있다.

[풀이]

이 글은 영웅이 가진, 혹은 가져야할 여러 가지 속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영웅의

진정한 의미가 이 글의 주제가 된다.

[Words and Phrases]

adversity 역경, 불행 deed 행위, 공적 unnoticed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주목되지

않는 make a difference 영향을 미치다, 효과가 있다 selfless 사심없는, 헌신적인

extraordinary 대단한, 비상한 mark 표시, 특징 not necessarily 반드시 ...은 아니

다 cause 대의, 큰 목적 determination 결단력 live on 남다 inspire 고취하다,

일어나게 하다 sacrifice 희생



34.

디자인과 스타일링은 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기술적 맥락 밖에

서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예를 들어, 20세기 동안의 서양의 경제 주기는 디자인

을 스타일링보다 강조한, 혹은 그 반대를 강조한 물건의 유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

쳤다. 디자인과 스타일링이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그것들은 완전히 별개의 영역이

다. 스타일링은 표면 처리와 외양, 제품의 표현적 특성과 관계있다. 디자인은 반면

에 주로 문제 해결, 제품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단순화와 본질

성을 추구한다.

[풀이]

빈칸 (A)앞에서는 디자인과 스타일링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언급했고,

빈칸 뒤에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했으므로 예시를 나타내는 연결어가 나와야 한다.

빈칸 (B)앞에서는 디자인과 스타일링이 별개 영역이라고 말하고 나서 스타일링을

속성을 언급하고, 빈칸 (B)뒤에서는 디자인의 속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대조를 나타

내는 연결어가 나와야 한다.

[Words and Phrases]

styling 양식, 어떤 양식에 맞추기 context 전후관계, 배경 prevalence 보급, 유행

the other way round 반대로, 거꾸로 interrelate 서로 관계를 가지다 distinct 별

개의, 다른 treatment 처리 appearance 외관, 생김새 expressive 표현적인

simplification 단순화 essentiality 본질

35.

Dominique-Jean Larrey는 1766년 7월 8일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Larrey는

Toulouse에서 의학 공부를 시작했다. 프랑스 대혁명 동안, 1792년에 그는 북군에 군

의관으로 입대했다. 그는 야전 병원, 구급차 서비스, 그리고 응급처치를 전장에 도

입했다. 그는 마침내 프랑스군의 수석 군의관이 되었으며 그 후에 이집트, 이탈리

아, 러시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털루에서의 그의 거의 모든 전투에서 Napoleon

Bonaparte을 수행했다. Napoleon의 몰락 후에, Larrey의 의학적 명성은 그를 구해

주었으며 그는 1820년 의학 협회에 창단 회원으로 임명되었다.

[풀이]

마지막 문장의 After the fall of Napoleon, Larrey's medical reputation save him이

라는 말로 보아, 주인공은 Waterloo 전투에 참가했지만, 전사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

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⑤는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and Phrases]

surgeon 군의관 field hospital 야전 병원 first-aid 응급 치료 treatment 치료



battlefield 전장 eventually 드디어 principal 장 thereafter 그 후에 reputation

명성

36.

Floppy Barrow는 남 호주에 사는 Phil과 Alan Grace, 그리고 Tim Inglis에 의해 발

명된 게임이다. 이 게임에서, 선수들은 유연하도록 특별히 개조된 낡은 자전거 바퀴

를 던지기 위해 빗자루를 사용한다. 이 게임은 2명에서 6명의 선수들로 실시될 수

있으며 테니스와 비슷하게 득점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네트를 두거나 네트 없이 실

시될 수 있는 데, 코트의 경계를 정해서 타이어를 자기 코트에 떨어뜨리거나 그것

을 상대방 코트에서 벗어나게 던지는 것과 같은 실수에 대해 득점을 매긴다.

Floppy Barrow는 상체 근육을 많이 발달시켜 준다. 그래서 이것은 유익하고 신나

는 형태의 운동을 제공해 준다.

[풀이]

본문에 나온 The game ~ is scored similarly to tennis.라는 말로 보아 Floppy

Barrow는 득점 방식이 테니스와 유사하다는 말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Words and Phrases]

broomstick 빗자루 modify 수정하다 out of bounds 제한 구역 밖으로 opponent 상

대방, 적수

37.

위 도표에서, 가운데의 다섯 항목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 회사에 의해 이루어

진 환경 친화적인 개선 사항들을 보여준다. 왼쪽의 막대 도표는 그것을 실행하는

비용을 보여주며 오른쪽 막대 차트는 같은 기간 동안 그 결과로 생긴 절약 비용을

보여준다. 이 회사는 자동 수도꼭지와 절수 변기를 설치함으로써 물 사용을 줄이고

152,000달러를 절약했다. 가장 큰 절약 비용은 에너지 절약 조명의 설치에서 나왔

다. 전기 시한 차단 장치는 두 번째로 많은 절약을 했다. 이 두 가지 개선 공사는

다른 조치들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었다. 가장 비싼 설치는 스마트 에스컬레이터

설치이다. 비록 설치비용은 달랐지만, 모든 개선 공사는 회사에 절감을 가져다 주

었다.

[풀이]

스마트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은 54,000 달러이고, 물 절약 자동 수도꼭지의 설치 비

용은 68,000 달러이기 때문에 스마트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가장 높다는 ④는 도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and Phrases]

installation 설치, 설비 faucet (수도의)꼭지 toilet 변기 electricity 전기 carry out

수행하다 reduce 줄이다



38.

[해석]

지난 20년에 걸쳐 나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어디에 있을

때 최상의 아이디어가 떠오릅니까?” 가장 흔한 대답은 ‘침대에 누워 쉬고 있을 때,’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음악을 들으며 차를 몰고 있을 때,’ 그리고 ‘목욕을

하며 편히 쉴 때’ 등이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동안 최상의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숲에서 산책하는 것이나 침대에 누워 쉬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그리도 특별한 것일까? 혼자 있는 것과 휴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히 쉬고 혼

자 있을 때 최상의 아이디어를 얻는다. 레오나르도다빈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쓴

적이 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의 완전한 면모를 갖추지만, 어느 한 사람과

함께 있게 되면 당신은 자신의 반쪽만 갖추게 된다.”

[풀이]

최상의 아이디어를 얻는 때가 언제인지를 조사한 결과 일에 몰두할 때보다는 혼자

쉬고 있을 때일 가능성이 높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혼자만의 시간과 휴식이 최상

의 아이디어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Words & Phrases]

frequent 빈번한 solitude 고독, 혼자 있는 것 by oneself 홀로, 외로이

accompany 동반하다 companion 동료, 상대

39.

[해석]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도덕성을 잘 갖춘 아이로 양육하기를 바란다. 우리들은 자녀

들이 선과 악, 그리고 옮은 것과 잘못된 것을 구별하기를 바란다. 우리들은 자녀들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을 배워서 정직하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간단히 말해, 우리들은 자녀들이 양심, 즉 그들이 올바른 길

을 걷게 할 확고한 내적인 목소리를 계발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양심은 저절로 계

발되는 것이 아니어서, 양심을 축적시키는 일은 우리들의 몫이 된다. 그 일은 부모

들이 매일 그리고 매년 염두에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과정이다. 우리들은 끊임

없이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구별하고 적절한 행동을 본보기로 제시할 필요가 있

다. 그러면 결국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이 의도하는 뜻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될 것

이고, 그러한 뜻은 그들의 성격의 바탕이 될 것이다.

[풀이]

부모는 자녀에게 도덕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올바른 행위를 가르치고 본보

기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글이다.

[Words & Phrases]

moral 도덕적인 know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 ethically 윤리적으로

conscience 양심 work on ～ ～를 두고 일하다, 노력하다 distinguish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 appropriate 적절한 essence 본질, 바탕, 핵심

40.

[해석]

신발은 그 역사가 수천 년 거슬러 올라가며, 오랫동안 필수적인 물건이 되어왔다.

(A) 가장 오래된 신발은 변화하는 날씨 여건에서 험한 길로 이동할 때 어느 정도의

보호를 제공할 필요성 때문에 생겨난 것임에 틀림없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옛날

에는 착용된 신발의 기본적 유형은 기후에 따라 결정되었다. (C) 예를 들어, 따뜻한

지역에서는 샌들이 가장 인기 있는 신발의 형태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반면, 오

늘날의 moccasin이라는 신발은 에스키모와 시베리아인과 같은 종족들이 추운 기후

에서 사용했던 신발을 원형으로 하여 파생된 것이다. (B) 그러나 신발은 항상 그러

한 순수하게 기능적인 목적만 충족시킨 것은 아니었는데, 유행을 끌기 위한 필요

때문에 몇몇 호기심을 끄는 디자인이 등장했고, 그러한 디자인들 모두가 걷는 것을

쉽게 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풀이]

주어진 문장을 통해 신발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언급한 후 (A)에서 신발의 탄생

배경이 보호 기능에 있고, 그 종류가 기후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C)는

(A)의 사례로 샌들과 moccasin을 제시하고 있다. (B)에는 (A)와 (C)에 언급된 신발

기능적 목적에 덧붙여 유행을 이끌 목적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Words & Phrases]

footwear 신발류 necessity 필요성 undoubtedly 틀림없이 functional 기능적인

requirement 요구, 필요 dictate 명령하다, 지시하다 derive from ～ ～에서 파생

하다, 유래하다

41.

[해석]

그 이야기는 Homer가 살았던 시대에 시작되는데, 그 시대에는 폭풍우를 만들어내

는 하늘과 어두운 바다가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에 의해 다스려졌다. 그 이후로 인

간의 이해의 모든 발전은 과감하게 미지의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디고 기존에 받아

들여졌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용감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한 대부분의

발걸음들은 작고 힘든 것이었지만 일부 소수의 발걸음은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었

다. 그것은 Gustave Flaubert가 다음과 같이 글로 적은 바와 같다. “바다로 나아가

는 사람들 중에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여 지구상의 대륙을 추가시키고 하늘에 별

들을 추가시키는 탐험가들이 있는데, 그들은 정복자이고, 위대한 인물이며 영원히

빛날 사람들이다” 우리가 가야할 길을 닦은 사람들은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거쳤던

바로 그러한 탐험가들이다.

[풀이]



이 세상과 자연은 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미지의

세계로 탐험하여 인간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킨 사람들의 의의를 설명한 글

이다. 따라서 ‘(세상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이끈 개척자들’(Pioneers in Human

Understanding)이 글의 제목으로 적절하다.

[Words & Phrases]

mythical 신화의 dare to 감히 ---하다 break free from ～ ～에서 벗어나다

eternally 영원히 unceasing 끊임없는, 부단한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42.

[해석]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든 간에 당신은 또한 그에 대한 과학기술적으

로 기대할 만한 해결책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들 중 일부는 수소엔진, 풍력에너지,

또는 태양에너지를 얻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해결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 중 일부는 새로이 또는 머지않아 개발

될 유전자 변형 곡물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믿

음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과학기술이 해로운 부작용 없이 결국 성공을 거두리라

고 추측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이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예기치 못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

[풀이]

과학기술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리라는 일부 사람들의 낙관적인 생각이 있

지만,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글이다. 이

러한 취지를 담을 수 있는 제목으로는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Common

Misconceptions about Technology)가 적절하다.

[Words & Phrases]

hoped-for 기대되는 genetically modified 유전자 변형의 assume 추측하다, 가정

하다 ultimately 결국, 궁극적으로 unanticipated 예기치 못한

43.

[해석]

눈보라가 지나간 후에 짙은 안개가 찾아왔고, 그 안개 속에서 Fredrick의 대원들은

곧 수백 개의 커다란 구멍이 있는 얼어붙은 강 위에서 길을 잃었다. 그들은 앞을

전혀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치고 병이 들어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그

래서 그들은 나흘 동안 산 주변에 텐트를 치고 머물러야 했다. 그런 후 Fredrick은

Albert Marshall의 텐트로 갔다. “몸이 안 좋구나, Albert”라고 그는 말했다. “너는

북극에 도달할 수 없어. 두 사람과 함께 내일 돌아가도록 해.” 그 다음날 Fredrick

은 Marshall이 탄 썰매가 멀리서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슬픈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풀이]

북극원정 길에서 악천후를 만나 텐트에 머무르게 된 상황에서 대원 중 한 명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돌려보내는 상황이므로 침울하고(gloomy) 처량한(pitiful) 분위

기임을 알 수 있다.

[Words & Phrases]

snowstorm 눈보라 regretfully 슬퍼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in the distance 멀

리서

44.

[해석]

1960년대 초에 London Bridge는 곤경에 처해 있었다. 자동차, 트럭, 그리고 버스가

지나치게 많이 다녀서 그 다리는 템스 강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런던의 시공무

원들이 새로운 다리의 건설을 원하자, Robert McCulloch라는 이름의 사업가는 그

낡은 다리를 사들여서 그것을 애리조나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1968년에 작업인부들

이 그 다리를 그 다리를 분해하여 벽돌마다 번호를 매긴 후 그 벽돌들을 로스앤젤

레스로 보냈다. 그곳으로부터 그 벽돌들은 애리조나로 옮겨졌고 애리조나의 사막에

서 작업인부들에 의해 재조립되었다. 그 다리는 마침내 1971년에 완성되었다. 그러

나 McCulloch는 Lake Havasu City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유명한 다리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전형적인 영국의 상점과 식당이 있는 영국식

마을을 만들어내었다. 오늘날 London Bridge는 애리조나의 최고의 명소 중 하나이

다.

[풀이]

다리를 분해한 뒤 재조립하는 과정이어야 하므로 disassembled 뒤에 reassembled가

이어져야 한다. 또한 재조립 후 완성된 것이므로 reassembled 다음에 completed가

이어져야 한다. 주어진 문장의 there는 로스앤젤레스를 가리킨다. 이상을 종합할 때,

주어진 문장은 ③에 위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Words & Phrases]

in trouble 곤경에 처한 disassemble 해체하다, 분해하다 number 숫자를 적다, 수

를 세다 reassemble 재조립하다 typical 전형적인 attraction 인기거리, 명소

45.

[해석]

스포츠 캠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들은 아

이들이 편한하고 안전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즐겁고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해 최선을 다한다. 불행히도 그러한 캠프의 일부 운동 코치들은 아이들이 탁월한

실력을 갖추는 것을 돕기 위해 때로 지나친 의욕을 갖게 된다. 그 결과 그들은 아

이들에게 높은 수준의 실력을 발휘하라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기라고, 그리



고 부상을 당할 때조차도 계속 뛰라고 강요한다. 이러한 ‘고통 없이는 아무 것도 못

얻는다’는 식의 접근방식은 극단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어서 불필요한 부상을 초래한

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스포츠 캠프에 보낼 때 유의해야 하고, 운동 코치

들이 자녀들이 바라는 것을 존중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운동 코치들과 상담해

야 한다.

자녀들에게 알맞은 스포츠 캠프를 선택함에 있어서, 부모들은 코치들이 아이들에

대해 잘 돌봐주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풀이]

자녀들에게 맞는 스포츠 캠프를 선택할 때, 스포츠 캠프의 코치들이 자녀들이 바라

는 것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지를 확인해야한다는 요지를 담은 글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담기 위해 빈 칸에 필요한 단어는 suitable과 caring임을 알

수 있다.

[Words & Phrases]

occasionally 때때로 over-enthusiastic 지나치게 열성적인 at all costs 어떤 희생

을 치르더라도 challenging 도전적인, 의욕을 북돋는 demanding 너무 많은 요구

를 하는 intensive 격렬한, 집중적인 caring 잘 돌봐주는, 배려하는

[46～48]

[해석]

(C)

Margo는 인도양의 케냐 해안에서 3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낚싯배를 타고 친구들

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갑자기 엔진이 꺼지더니 원인 불명의 이유로 배가 가라

앉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도 전에 Margo와 그녀의 세 친구, 그리

고 아프리카인 사공이 바다에 빠져 있었다. 그들 모두에게는 구명 재킷이 있었으나

해변까지는 갈 길이 멀었다. 그들 주변에는 많은 나무통과 나무판이 널려 있었다.

그 순간에 그들 셋 중 한 명이 “수영을 어떻게 할지 몰라.”라고 말했다.

(B)

Margo가 주도적으로 나섰다. 그녀는 큰 소리로 명령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나무판을 붙잡아 부유물로 사용하여 해변 쪽으로 서서히 발차기를 시작하라고 말했

다. 그녀는 수영을 못 했던 친구에게 그녀와 같은 나무판을 잡을 것을 명령했다.

“천천히 발차기를 해. 필요 이상으로 물을 휘젓지 말고.”라고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Margo가 곁에 굳건하게 있어주었기에, 수영을 못했던 그 친구는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다. 가끔씩 그의 발차기가 서툴러서 소리가 심할 때, Margo는 그에게 멈추라고

명령했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그들 다섯은 멀리 있는 해안을 향해갔다.

(A)

두 시간 후에 그들은 모두 기진맥진했지만 안전하기 해안에 도착했다. 그 때 수

영을 못 했던 친구가 Margo에게 생명을 구해주어서 고맙다고 말하고는 왜 그렇게



시종일관 천천히 소리를 내지 말고 가도록 했는지를 물었다. “이유는 우선 갈 길이

멀어서 우리가 힘을 비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야. 또 다른 이유는, 바다

에 상어가 득실대고 있어서 그들의 주의를 끌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너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면 너는 기겁했을 것이고 우리들 중 누구도 이곳에 도착하지 못했

을 거야.”라고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풀이]

46. 사건이 일어난 순서는 ‘바다에서 낚싯배를 타고 있던 동안 물에 빠져 난감한 상

황(C) → Margo가 나서서 행동 요령을 지시하는 상황(B) → 무사히 도착한 후에

있었던 Margo의 설명(A)’으로 요약할 수 있다.

47. (a), (b), (c), (e)는 모두 일행 중 수영을 못했던 사람을 가리키지만 (d)는 낚싯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아프리카인 사공을 가리킨다.

48. 낚싯배의 원인모를 침몰로 위기에 처했을 때 Margo의 서두르지 않는 대응으로

일행 모두 무사히 해변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글로 ‘난관에 처했을 때 침

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은 글이다.

[Words & Phrases]

exhausted 기진맥진한, 녹초가 된 insistent 주장하는, 고집 부리는 conserve 보존

하다, 비축하다 panic 당황하다, 공포에 휩싸이다 take charge 책임을 떠맡다, 주

도하다 float 뜨는 것, 부유물 stir 휘젓다 mysterious 원인불명의, 신비한 life

jacket 구명조끼

[49～50]

[해석]

Person A

과일이 소중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것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개 과일에서 영양분이 매우 풍부한 부분인 껍질을 버린

다. 사실, 과일껍질은 필수 비타민을 포함하고 있고 식이 섬유의 공급원이다. 식이

섬유는 콜레스테롤과 혈당의 수치를 낮춤에 있어 도움이 되는데, 이로 인해 심장병

과 당뇨병의 위험성이 줄어든다. 식이 섬유는 또한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는 사람들이 덜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일껍질을 먹

는 것은 또한 오염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과일 껍질을 먹는 사람들은 유기농 식품을 선호하는데, 이는 농부

들로 하여금 농약을 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보다 깨끗한 환경에 기여하도록 장려

한다고 생각한다.

Person B

과일 껍질이 어느 정도 영양적 가치가 있으며 식이 섬유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과일 껍질의 씁쓸한 맛과 거친 느낌을 좋아하지 않는

다. 영양적 가치가 있고 식이 섬유를 함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과일을 먹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여러분이 과일을 씻을 때

과일에 묻은 모든 농약을 제거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몇몇 화학성분은

틀림없이 껍질의 표면에 남게 된다. 과일을 씻기 위해 세제를 사용하는 것도 수질

오염을 추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과일을 먹기 전에 껍질을 제거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과, 배, 포도와 같은 일부 과일들이 껍질이 질겨서 씹고 소화시키

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풀이]

49. 과일껍질을 먹는 것을 놓고 (A)는 영양적 가치, 환경오염 예방, 유기농업 촉진

등을 이유로 찬성하고 있고, (B)는 과일의 맛 저하, 농약 제거의 어려움, 수질오염

가능성, 소화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두 글의 핵심 쟁점은

‘과일껍질을 먹는 것’이다.

50. (B)는 마지막 문장을 통해 과일껍질이 질겨서 소화시키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Words & Phrases]

nutritious 영양의, 영양적인 peel 껍질 dietary fiber 식이 섬유 diabetes 당뇨병

intake 섭취 organic food 유기농 식품 pesticide 농약 detergent 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