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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대본>

1.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을 고르시오. 

4.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5.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

르시오. 

6.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을 고르시오.

7.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8.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를 데리러 갈 수 없는 이유를 

고르시오.

9.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10. 대화를 듣고, 연극에 관해 두 사람이 언급하지 않은 것

을 고르시오. 

영어 영역

	 11. ②	 12. ④	 13. ①	 14. ③	 15. ③

	 16. ④	 17. ⑤	 18. ①	 19. ③	 110. ④ 

	111. ④	 112. ④	 113. ④	 114. ①	 115. ④ 

	116. ②	 117. ④	 118. ③	 119. ⑤	 120. ① 

	121. ⑤	 122. ④ 	 123. ① 	 124. ④ 	 125. ⑤ 

	126. ③ 	 127. ④ 	 128. ③ 	 129. ④ 	 130. ③ 

	131. ②	 132. ②	 133. ④	 134. ⑤	 135. ③ 

	136. ③	 137. ⑤	 138. ⑤	 139. ④	 140. ③

	141. ③	 142. ②	 143. ④	 144. ②	 145. ⑤

M :  I didn’t notice you at the meeting this 
morning.

W :  I had to see a client this morning. I didn’t 
get back in time. How was the meeting?

M :  Oh, well, you know. The same old stuff. 
Nothing was said that you don’t already 
know.

W :                                                                       

[Squeaking sound]
M :  Hello, Ms. Green.  
W :  Come on in, David. Oh, what happened to 

your face? You’re bleeding a little. 
M :  I was hit by a ball while playing soccer on 

the playground. 
W :  Oh, no. Let me have a closer look at your 

face. [Pause] I think you should see a doctor 
right now. 

M :  I think the area just above the right eyebrow 
was cut a bit deep. 

W :  Yes, it is. And the right part of your face is 
swollen all over. Where are your glasses, then? 

M :  They were broken when I was hit. 
W :  That’s too bad. Does your homeroom 

teacher know you got hurt? 
M :  Yes, he does. He told me to come here right 

away. 
W :  Okay. Let me have your mom’s cell phone 

number. I’ll call her now.

[The cellphone rings.]
W :  Hello, Dad. What’s up?
M :  Hey, Joanne. Are you still at the library?
W :  Yes, I am. I’m having a cup of coffee at the 

cafe in the library. I’m thinking of studying 
here until 10 p.m.

M :  Joanne, I am sorry, but I can’t pick you up 
tonight.

W :  Why? What happened? 
M :  I have to go on a business trip to New York 

right now.
W :  Oh, does Mom know about your trip?
M :  Yes, she does. She can pick you up at 10 p.m.
W :  Okay. I’ll call her now. When do you come 

back?
M :  The day after tomorrow. I’m going with my 

boss to attend a meeting.
W :  I see, Dad. Don’t worry about us. We’ll be fine.
M :  Good. See you in two days.

M :  What are you doing?
W :  I’ve just finished copying The Persistence 

of Memory by Salvador Dali. Look at my 
copy of the original.

M :  Hmm... the mountain on the painting’s 
upper right side has no trees or plants.

W :  Yes. And the sky above the horizon is 
featureless, with no clouds, sun, birds, or 
anything.

M :  In the left foreground, there is a solid box, 
which seems to be serving as a table. 

W :  Yes, there is a tree on the table. It has no 
leaves.

M :  But it has a clock on the branch. The clock 
appears to be melting away!

W :  Yes. And there is another clock on the table. 
It hangs over the edge of the table. Part of 
the clock rests on the top of the table, and 
part of it hangs down over the right side. 

M :  Hmm... something’s different between the 
original and your copy. In the original, the 
clock on the table is rounded, but the clock 
you painted is square-shaped.

W :  Oh, I must have made a mistake! I don’t 
know why I changed its shape. 

M :  But the clock on the ground is the same as 
it is in the original. It looks egg-shaped.

W :  Dad, did you see my USB stick while you 
were cleaning the desk? 

M :  No. I didn’t touch anything on your desk. 
W :  There’s a very important file on it, but I 

can’t find it anywhere. 
M :                                                                       

M :  Hello, Kevinwood District Public Library 
users. This is Simon Cowell, the library 
director. As you know, our library is closed 
on the last Monday of every month, so 
August 31st we will be closed as scheduled. 
But we’re so sorry to inform you that the 
library will be closed September 4th too 
because the water supply will be cut off. On 
that day, however, all the library staff will 
come to work as they normally do and 
fulfill other duties, including arranging 
books. So, once again, please remember 
that our library will be closed September 
4 th. Make sure you don’t come to the 
l ib ra ry on tha t day . Thank you fo r 
understanding in this matter. 

W :  Hello, this is 60 Seconds’ Everyday Health. 
Do you often feel pain in your shoulders? 
Shoulder pain is often caused by repeated 
motions during activities ranging from 
normal activities such as using a computer, 
or more intense motions like lifting or 
participating in a sport. How can you 
relieve your shoulder pain? Here are two 
exercises to offer you relief for your 

[The cellphone rings.]
W :  Hello.
M :  Hi, Mary. What’s up?

W :  Hello, David. Are you free this Saturday 
evening? 

W :  Hi. Did you enjoy the performance?
M :  Yes, I did. It was so impressive that I’d like 

to buy some souvenirs.
W :  Good. Here are CDs, T-shirts, calendars, 

postcards, and cups.
M :  Mmm... How much are the postcards?
W :  A pack of 10 postcards is $18 and a pack of 

20 postcards is $30.
M :  I’ll buy this pack of 20 postcards.
W :  All right. Anything else?
M :  I’d like these cups. How much are they?
W :  They’re $5 each.
M :  Okay, I’ll take two cups.
W :  I see. Please show me your ticket, and you 

can get 10% off.
M :  Here you are.
W :  Thank you. Here are a pack of 20 postcards 

and two cups. And you get 10% off the total.
M :  Great. Here’s my credit card.

shoulder pain. First, raise your arm and 
point your fingers up. Grab your elbow and 
push it as far up as possible. Repeat on the 
other side. Second, cross the arm that is 
giving you trouble across your chest. Grab 
your elbow and pull towards the opposite 
side. These exercises will help to relieve 
your shoulder pain. Thanks for listening.

W :  Are you busy?
M :  No, I’m not. I’m just reading a travel 

magazine.
W :  Well, I’m at Sunshine Mall. I bought a new 

washing machine.
M :  You’ve always been complaining that your 

old washing machine was too small.
W :  So I bought a big one that was on sale. But 

the problem is that I can’t fit it inside my car.
M :  Why don’t you get it delivered?
W :  They don’t have free delivery on anything 

that’s on sale. I have to pay the delivery fee 
and it is too expensive.

M :  That’s because your house is far from the 
mall.

W :  Yeah, so could you load my washing machine 
into your minivan and get it to my house?

M :  Well, all right. I’ll do it.
W :  Thanks a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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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Guam International Music Festival에 관한 다음 내

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2.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주문할 디지

털 사진틀을 고르시오.

13.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4.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5.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Olivia가 Michael에게 할 말

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6~17】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16.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7. 언급된 식품이 아닌 것은?

<해설>

18. 고객님께:

이탈리아에 있는 저희 제조사의 예상치 못한 가격 인

상으로 인해, 9월 1일부로 저희의 모든 수입 수제 가죽 

여성 신발(모든 사이즈와 모든 색상)의 거래 가격의 4.7
퍼센트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짜 이전에 

접수된 주문에 대해서는 예전 가격 수준으로 청구될 것

입니다. 하지만, 더 높아진 생산비와 인건비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 전면적인 가격 인상이 저희로서

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귀사의 거래에 감사드리며 귀사와의 계속적인 관

계를 기대합니다.

Paul Parker 올림

 ▶  ＊effective: (법률, 규정 등이) 시행[발효]되는

 ▷  해외 제조사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

피함을 알리는 내용이므로 글의 목적으로 ③이 가장 

적절하다.

19. 어느 날 Terry Adams가 나에게 Iowa 주의 Des 

Moines의 한 고등학교에서 Up with People 쇼를 소개

하고 싶으냐고 물었다. 내가 할 일은 지역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공로를 인정한 다음에 그 쇼에 온 관객들

을 환영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지 3분 동안의 연설이

었지만, 중요한 3분이었다. 나는 그 해 초에 내 인터뷰를 

위해 구입했던 똑같은 정장을 입고 3천 명의 Iowa 사람

들로 이루어진 관중 앞의 무대로 걸어갔다. 그러나 스포

트라이트가 내 얼굴에 비치자마자 나는 얼어붙었다. 나

는 단 한 마디도 내 입 밖으로 낼 수 없을 것 같았다. 나

는 우리가 어느 도시에 있는지를 잊었다. 나는 첫 번째 

후원자의 이름을 잊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나

는 땀방울이 내 이마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

다. 나는 내 손이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불안감을 통

제할 수 없었다.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시간 동안 나는 

말문이 막힌 채 그곳에 서 있었다.

 ▶  ＊recognize: (업적 등을) 알아주다, 표창하다

  ＊bead: (구슬 같은) 방울

  ＊butterflies in one’s stomach: 불안(감), 초조(함)

 ▷  I could feel beads of sweat flowing down my 

M :  What are you looking at on the computer?
W :  I’m going to buy a digital photo frame on 

the Internet. You know, there’s no use 
taking photos if we never look at them 
again.

M :  You’re right. Let’s buy one. How about 
Aluratek 1?

W :  The screen resolution is too low.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when choosing a 
digital photo frame is the resolution of the 
screen.

M :  You mean the higher the resolution, the 
better your images will look on screen?

W :  That’s right.
M :  Then, VidPro 3 is perfect.
W :  Look. That’s too expensive. We cannot 

afford to spend over $100. Let’s choose the 
one whose resolution is modest.

M :  OK. Then, how about internal memory?
W :  30 GB will be enough. And do you think a 

remote control is necessary?
M :  No, I don’t think so.
W :  Then we have only one option left. Let’s 

order this one.

W :  Hello, everyone. How much money are you 
spending on food every month? Maybe it 
accounts for a large part of your budget.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the ways 
you can spend less money on food. First, 
make a shopping list, and start going on a 
weekly basis instead of making frequent 
trips. Second, don’t buy packaged products. 
Packaged products can be confusing, so the 
best way to compare prices is on a price per 
100g or per kg basis. Third, make your own 
food. You’ll save money on food every time 
you bake a pizza instead of ordering one. 
Fourth, know the layout of your supermarket. 
Remember, staples such as bread, milk, and 
rice are placed at the back, so you have to 
walk through the store, passing by tempting 
items, to get to them. Finally, think ahead. 
If you have a lot of leftover vegetables such 
as potatoes, onions, or carrots every night, 
freeze them over the week and make a soup 
or stew at the end of the week. If you keep 
in mind these points, you’ll spend less 
money on food.

[The cellphone rings.]
W :  Hello? Jim?
M :  Yes, it’s me, honey. Where are you now?
W :  I’m on my way to the broadcasting station, 

but I’m stuck on 42nd Avenue.
M :  Oh, no! Karl’s debate competition begins at 

4 o’clock.
W :  I know. I’ll try to be there before it begins.
M :  I really hope he does well today.
W :  I believe he will. I think he did everything 

he could to prepare for this competition. 
Let’s wait and see.

M :  You’re right. But did you confirm the 
reservation at Uncle Joe’s Steak House?

W :  Yes, I did. We can go to the restaurant right 
after the competition. 

M :  Good. How is the traffic now?
W :  It’s getting better. 
M :  Good. Karl wants to see you before the 

competition.
W :                                                                       

M :  One day while she is walking down the 
street, Olivia meets Michael, a friend from 
high school. Olivia hasn’t seen him ever 
since they graduated from high school. She 
wants to have a talk with him, so she 
invites him to a coffee shop nearby. While 
talking with him, she learns that Michael 
became a painter and the paintings he 
painted were displayed at a famous gallery 
in Los Angeles. She remembers that 
Michael had a dream of becoming a 
professional painter.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Olivia most likely say to Michael?

Olivia :                                                                       

M :  Hello, listeners. I’d like to tell you about an 
upcoming special event. Guam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is one of the biggest 
classical music festivals on this island. This 
year it starts on August 20th and ends on 
August 27th. The festival will invite top 
classical musicians, including the world-
famous conductor Charles Redwood, and 
pianist Andrea Schiff. Also, other famous 
local and foreign musical talents will 
present their best performances along with 
the Guam Symphony Orchestra. It’s free, 
but you have to reserve your seat in 
advance for some of the most popular 
performances. You can pick up festival 
brochures from Guam Arts Center. Also, 
visit the website for details. Thank you.

W :  How can I help you?
M :  Is the apartment you’re advertising still 

available?
W :  Yes, it is.
M :  Can you tell me a little about it?
W :  It’s the perfect apartment for one person. 

It’s a studio apartment with a kitchen at one 
end.

M :  I see. And is it far away from the subway?
W :  There’s a subway station just down the 

street. Actually, the apartment is located 
right downtown, so you step out of the 
building and there are stores and restaurants 
everywhere.

M :  Well, I think it is noisy.
W :  No. It’s on a high floor, so you don’t hear 

any street or traffic noise.
M :  And is it in a safe area?
W :  I’ve lived in this neighborhood for five 

years and I’ve never heard about anybody 
having a problem.

M :                                                                       

M :  Yes, I am. Why do you ask? 
W :  I have two tickets for a play. Can you come 

with me?
M :  A play? I’ve never been to one in my life. 

Is it fun? 
W :  It sure will be. Do you know the actor 

Henry James? 
M :  No, I don’t. Who is he? 
W :  He is the lead. Critics say that his performance 

is spectacular. 
M :  Hmm... what’s the title? And what’s it about? 
W :  Its title is Looking for Sylvia and it’s about 

seeking true love in life. 
M :  Interesting. When does the play start? 
W :  It starts at 7:30 p.m. and ends at 9:10 p.m. 
M :  That’s good. In that case, let me treat you to 

a nice dinner before the play starts. 
W :  Oh, thank you. I can’t wait to go see the 

play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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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가장 낮았던 연령 집단은 18~24세(3%)가 아

니라, 35~44세(1%)였으므로, ⑤가 도표의 내용과 일

치하지 않는다. 

26. 여름 연극 캠프
7세에서 14세까지 모든 연기자 모집

뮤지컬 ‘알라딘’을 연습하면서 연기하기, 노래하기, 그리

고 춤추기를 와서 배우세요. 초보자이든 경험이 있는 연

기자이든 빠르게 진행되는 이 뮤지컬 연극 제작 캠프가 

여러분이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최종 공연을 위한 준비

를 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 일시: 8월 3일~16일(2주간) 오전 9시~오후 4시

* 장소: Historic Pittsburg California 극장

* 비용: 200달러 (Pittsburg 주민) / 

520달러 (주민이 아닌 사람)

* 공연: 8월 15일 토요일 오후 7시

8월 16일 일요일 오후 7시  

*   등록 기간: 2015년 7월 13일부터 7월 25일까지 (모든 

등록은 www.pittscenter.org에서 온라인으로 받습니

다.)

 ▶  ＊rehearse: 리허설[예행연습]을 하다

 ▷  Cost: $200 (Pittsburg resident) 부분을 통해 ③이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27. Bounce Back & Thrive 프로그램

Bounce Back & Thrive (BBT)는 8세 미만의 아이들

이 있는 부모들을 위한 발전하는 근거에 기반을 둔 회복

력 기술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습

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매일의 스트레스와 힘든 시

간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문제와 갈등을 침착하게 해결

하기 위해

 • 여러분의 자녀가 실망, 분노, 그리고 좌절감을 다루는 

것을 돕기 위해 

*   어디서: Anne Frank 공립학교

* 언제:   2015년 8월 24일에 시작하여 10월 30일까지 매

주 월요일에 / 저녁 7시에 시작하여 저녁 9시에 

끝납니다. 

- 가벼운 다과가 제공될 것입니다. 

-   참여할 수 있는 부모와 아이들의 수는 40명으로 제한

됩니다.

- 등록과 더 많은 정보를 위한 연락처:

 메일: Oksana.majaski@yrdsb.ca / 
 전화: 905-738-5497

 ▶  ＊bounce back: 다시 회복하다 

  ＊refreshment: (pl.) 다과, 가벼운 음식물

 ▷  참여할 수 있는 부모와 아이의 수는 40명으로 제한되

어 있다고 했으므로, ④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8. FoMO에 시달리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만 그

런 것이 아니다. FoMO란 ‘(정보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인데, 다른 사람의 생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을 설

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다른 사람의 활동을 놓

치지 않고 따라가려는 욕망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소

셜 미디어는 그것을 과도한 수준까지 올렸다. (정보를) 

놓칠까봐 극심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운전 중에 메

시지를 확인하고 보내고 수업 중에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를 확인할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 그러나 그것

은 문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FoMO는 사람들의 직장

에서의 효율성도 방해하고 있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소통하는 시간의 60 내지 70퍼센트 정도 

시선 접촉을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적게, 때로는 (소통하는) 시간의 30퍼센트 정도 밖에 안 

되게 시선 접촉을 한다. 시선 접촉이 줄어든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은 디지털 기기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

문이다. 

  ＊manifestation: 징후, 표명  

 ▷  연극놀이를 통해 아이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 받는다는 내용

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④ ‘연극놀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무대’가 가장 적절하다. 

  ① 연극놀이에서의 다양한 등장인물들 

  ② 반복 학습을 통한 사회화

  ③ 기본적인 인간관계로서의 타협

  ⑤ 자아중심주의: 유아의 주요 특징 

23. 여러분의 눈이 대화나 극적인 부분, 폭력 장면이나 스

캔들을 찾고, 묘사하는 단락들은 대충 건너뛰며 책을 띄

엄띄엄 읽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형편없는 

소설을 읽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여러분은 더 나은 소설

을 읽는 것이 낫다. 그러나 (띄엄띄엄 읽는 경향이) 만족

을 지연시키는 여러분의 능력이 약해졌다면, 속도를 늦

추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두뇌를 다시 

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을 위한 치료법은 더

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번에 한 페이지씩 소설을 읽는 것

이다. 잠들기 전에 한 페이지, 아침에 깨어났을 때 한 페

이지, 점심 식사를 하면서 한 페이지씩이다. 핵심은 무엇

을 읽든지 그것이 생각을 자극하게 하고 이런 생각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단지 케이크에서 설

탕으로 만든 장식용 당의만 벗겨 먹으면서, 당신의 인생

을 겉핥기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때로는 정말 좋

은 빵 한 조각을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식사에서 가장 만

족감을 주는 부분이다. 분명 그 부분이야말로 여러분에

게 남은 날을 살아갈 힘을 줄 것이다.  

 ▶  ＊gratification: 만족 ＊erode: 약화시키다 

 ▷  소설에서 자극적인 내용만 찾아 대충 읽지 말고, 두뇌

를 훈련시켜 한 번에 한 페이지씩 생각에 깊이를 더하

면서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제목으

로 ① ‘띄엄띄엄 읽지 마라: 한 번에 한 페이지씩 읽어

라’가 적절하다. 

② 너무 바빠서 책을 읽을 수가 없다고? 오디오북을 

들어보라

  ③ 경험이 책보다 중요하다

  ④ 책을 읽기 전에 요약본을 읽지 마라

  ⑤ 혼자 읽지 말고 독서 토론 그룹을 찾아라

24. John Harvard는 흔히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Harvard 대학교를 설립하지 않았다. 청교도들이 젊은 

목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그 대학교를 단체로 설립했다. 

그러나 그 대학교는 정육점 주인의 아들이자 Cambridge 
대학교 졸업생인 John Harvard의 이름을 기리는 것이

다. John Harvard는 1636년에 급우의 누이인 Ann 

Sadler와 결혼했고 Charleston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 

1637년에 그녀와 함께 신세계로 이민을 갔다. 불행하게

도 식민지에 질병이 널리 퍼졌고 John Harvard는 1938

년에 결핵으로 사망했다. 비록 그가 Harvard를 다니지

는 않았지만, 그는 죽을 때 그의 재산의 반과 400권의 

장서를 그 당시 이름이 없던 대학에 기부했다. 그 큰 기

부를 기념하기 위해 그 학교는 그의 이름을 따서 

Harvard 대학이라고 불렸다.

 ▶  ＊emigrate: 이주[이민]하다 ＊tuberculosis: 결핵

 ▷  목사가 되기 위해 신세계로 이민을 갔다고 했으므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5. 위의 도표는 2013년 미국에서 스마트폰과 다른 핸드

폰 소유자의 비율을 연령 집단별로 보여준다. 25~34세

의 미국인들은 가장 높은 비율의 스마트폰 소유권을 가

지고 있었다. 가장 높은 다른 핸드폰 소유권을 보여준 연

령 집단은 55~64세이며, 45~54세가 그 뒤를 뒤따랐

다. 나이가 많은 연령 집단일수록, 핸드폰을 가지지 않은 

미국인들의 비율은 더 높았다. 65세 이상의 연령 집단에

서, 다른 핸드폰 소유자의 비율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의 비율과 똑같았다. 스마트폰 소유자와 다

른 핸드폰 소유자 사이의 가장 낮은 비율 차이를 보여준 

연령 집단은 18~24세였다. 

 ▶  ＊ownership: 소유권 ＊gap: 차이 

 ▷  스마트폰 소유자와 다른 핸드폰 소유자 사이의 비율 

forehead. I could see my hands shaking.에서 필

자가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 “말하는 것을 실천하라.”고 아버지가 수년 전에 말씀

하셨다. 어른이 되었을 때 나는 우리들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를 말하고 다른 것을 행하는” 사고 방식

에 갇혀 있는 것을 보아왔다. 이런 식으로 행동할 때 우

리는 다른 사람들의 추론은 물론 우리 자신의 추론을 혼

동한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린 다음 자녀에게 몸을 

기울여 “내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야 해.”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마찬가지이다. 모든 사람

들이 당혹스러워한다. 왜 당신에게는 괜찮고 당신의 자

녀가 운전할 때 그에게는 괜찮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한 세트의 규칙이 한 그룹이나 한 개인에게 적용되고 다

른 세트의 규칙이 그 밖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 우리의 

신뢰성은 떨어진다. 당신은 사장이다. 당신은 ‘금연’ 표지

를 붙이게 하지만 당신은 담배를 피워 무는 것이 허용된

다. 왜 그것이 당신에게는 괜찮지만 직원에게는 괜찮지 않

은가? 당신이 당신의 권위를 자랑할 때 어떻게 그들이 당

신과 당신의 판단을 존중할 수 있겠는가? 설사 당신이 말

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의도하는 것을 말하라. 그런 다음 (그것을) 끝까지 따르라. 

 ▶  ＊show off: 자랑하다, 과시하다

  ＊follow through: (계획, 연구 등을) 끝까지 추구하다 

 ▷  “Walk your talk”와 “Say what you mean, even if 

it means you don’t say much. Then follow 

through.”에 필자가 주장하는 요지가 가장 잘 나타나 

있다.

21. 몇몇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여러 집단의 참가자들이 

의미 있는 글쓰기와 통합적인 처리 과정의 단계에 관한 

지도를 받았고 그 다음에 글을 쓰라고 요청을 받았다. 그 

연구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의미 지도가 참가자들이 쓰

고 있던 글들에서 더 높은 개인적인 의미를 이끌어 냈다

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이 쓰고 있던 글에서 의미를 찾아

내는 것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행동상의 변화를 

하도록 만들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의미 있는 어떤 

것에 관해 글을 쓸 때, 우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도구를 얻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한 개인

이, 아마도 그들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 글을 쓴다면, 그들은 그 상황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덕분

에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그에 맞춰 변화시키게 된다. 

 ▶  ＊integrative: 통합적인

 ▷  의미 있는 어떤 것에 관해 글을 쓰게 되면 그 상황을 

이해할 도구를 얻고 그에 맞춰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

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주제로 ⑤ ‘의미 있는 글

쓰기가 행동 변화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적절하다. 

  ① 말하기에 대한 글쓰기의 이점 

  ② 글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들 

  ③ 규칙적으로 글을 쓰는 것의 중요성 

  ④ 글쓰기와 지능 사이의 관계 

22. 연극놀이는 아이가 순전히 자아중심적인 존재에서 공

유하고 타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하도록 돕는다

고 진술되어왔다. 연극놀이에서, 아이들은 현실을 정복

하기 위한 자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그들은 이

런 상상의 세계에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다. 그들은 이런 경험들을 반복하고, 재연하고, 다시 체

험한다. <Understanding Children’s Play>라는 책에

서, 저자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어른을 흉

내 낼 기회를 얻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또한 현실에서의 

역할을 열심히 해내고, 그들 자신의 가장 긴급한 욕구를 

표현하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충동을 표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취해지는 역할을 뒤집고, 해

결책을 실험하도록 격려받는다. 어른이 장소, 장비, 그리

고 아이가 자유로움을 느끼는 분위기를 제공함으로써 그

런 행동을 격려한다면, 연극놀이는 인간 성장의 자연스

럽고 건강한 징후이다. 

 ▶  ＊egocentric: 자아중심적인 ＊reenact: 재연하다

  ＊relive: 다시 체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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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통해 어떻게든 반복적으로 묘사하는 그들의 선호 

대상을 감지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술가의 마

음은 자신의 영혼이 있는 곳에 있고 흔히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누군가의 영혼이 있는 곳이 그 사람의 

관심이나 초점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것이 그들의 작품 

속으로 스며든다. 말을 좋아하는 화가는 자기 그림에서 

흔히 말을 이용했다. 

 ▶  ＊take over: 더 중요해지다, 우세해지다

  ＊intuitively: 직관적으로 

  ＊chances are: ~할 가능성이 있다, 아마 ~일 것이다

  ＊creep: (사상 등이) 스며들다  

 ▷  (A) 예술가들에게 자기가 선호하는 색깔, 리듬, 악기, 

단어 등이 있다는 말 다음에 화가의 경우를 사례로 들

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For example이 적절하다. 

(B) 예술가의 영혼이 있는 곳이 바로 그의 관심이나 

초점이 있는 곳이라는 말 다음에, 그들이 매력적이라

고 여기는 것이 그들의 작품 속으로 스며든다는 말이 

이어지므로, 빈칸에는 That is to say가 적절하다. 

35. 의사와 환자간의 의사소통은 의료 행위의 핵심이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의사들은 자신들이 

환자와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

찌 되는가? Douglas Olson과 Donna Windish라는 두 

의사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환자의 57퍼센트가 자신

이 받은 진단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던 반면, 의사의 

77퍼센트가 자기의 환자는 그들의 진단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신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25

퍼센트는 자기들의 의사가 자기들이 신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들에게 말해준 적이 없다고 말한 반면, 의사

의 100퍼센트가 자기들은 환자들에게 적어도 신약에 대

해서는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환자의 82퍼센트는 온라

인에서의 평가가 어느 의사에 의해 기꺼이 치료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데 영향을 준다고 말했고 그래서 많

은 의사들은 자기들의 온라인에서의 명성을 향상시키고

자 노력했다.) 환자의 9퍼센트가 자신들의 의사가 악물치

료가 발생시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한 

반면, 의사의 81퍼센트는 자기들이 적어도 몇 번은 부작

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의료 기관들은 환자들이 효과적

인 소통을 할 자격이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강조한다. 

 ▶  ＊be the case: 사실이 그러하다

 ▷  의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에서 의사가 전달했다고 생

각하는 비율에 비해 환자가 이해하고 전달받았다고 생

각하는 비율이 더 낮았다는 것이 전반적인 글의 내용

인데, 온라인에서의 의사의 평가를 신뢰한다는 내용인 

③은 글의 흐름과 무관하다. 

36. 만약 어떤 것이 희귀하다거나 어떤 식으로도 발견하기

가 어렵다고 인식된다면 그것은 귀중한 것임에 틀림없

다. 우리 일상생활에는 이것의 수많은 예가 있다. (B) 마

케팅 캠페인은 제품이 얼마나 희귀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 제품 같은 것은 어떤 것도 없다”고 알린다. 슈퍼마

켓은 이용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특정 상품이 “고객 당 두 개”로 제한된다고 공표한다. 

(C) “지금 행동에 옮기세요. 이 거래는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전형적인 광고 계교조차 드문 기회를 붙

잡으려는 우리의 바람을 이용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없고 아마도 나중에 우리조차 구할 수 없을

지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강력하

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 (A) 그것은 심

리적 유도 저항과 관련이 있다. 모든 연령의 인간은 그들

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는 타고난 본능을 갖고 있다. 

이것은 두 살짜리가 어떤 것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들을 

때 몹시 화를 낼 때 볼 수 있다.

 ▶  ＊classic: 고전적인, 전형적인  ＊play on: 이용하다 

 ▷  (B)는 주어진 문장의 numerous examples의 첫 번째 

예이고 (C)는 두 번째 예이다. (C)의 Even the classic 

advertising trick의 Even에서 두 번째 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는 (C)의 마지막 문장의 질문 Why 

does this work on us?에 대한 답이다. 따라서 (B)-

(C)-(A)가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하다.

붙이게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서로 다를 것이다.

 ▶  ＊ambiguous: 애매모호한 

  ＊pollutant: 오염원, 오염 물질

  ＊comply with: ~을 준수하다 

 ▷  ‘정부 규제’라는 똑같은 말을 듣고 시민과 회사 소유주

가 서로 다른 의미로 이해한다든지, 자신이 겪어본 개

에 따라 ‘개’라는 말에 대한 개인적 의미가 달라진다는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① 지역과 인종의 방언

  ③ 그것의 사용 빈도와 정도

  ④ 교육적 그리고 종교적 배경

  ⑤ 이용 가능한 사전의 종류와 판본

32. 가장 좋은 집단적인 결정은 합의나 타협이 아닌 의견 

차이와 다툼의 산물이기 때문에 다양성과 독립성은 중요

하다. 똑똑한 집단은 특히 인지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결정에 집단이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입장을 변경하라고 요청

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것은 시장 가격 또는 지능형 투표 

제도처럼, 집단의 어떤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

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그들 모두가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

는 집단적인 의견을 종합하고 만들어 내기 위해 어떻게 

메커니즘을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낸다. 역설적이게도, 

한 집단이 똑똑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안의 각각의 

사람이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  ＊diversity: 다양성 ＊contest: 다툼

  ＊consensus: 합의 ＊compromise: 타협

  ＊cognitive: 인지의 ＊modify: 수정하다, 변경하다 

 ▷  집단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결정이란 합의나 타협

이 아니라 동의하지 않고 다투면서 만들어지는 산물이

고 따라서 다양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글의 주된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① 인지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③ 집단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잠자코 있는 

  ④ 상황에 따라 의견을 바꾸는 

  ⑤ 집단에 헌신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33. 우리의 신체의 변화가 질병의 증상이 아니라고 믿는다

면, 우리는 아마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찾을 것이

다. 예를 들어 당신이 피부가 희고 햇볕에서 아주 많은 시

간을 보냈다면 어떤 형태의 피부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

다. 첫 번째 징조는 주로 둥근 형태의 피부 변색이다. 당

신은 생기는 이 반점 중 하나를 보고 그것이 티나 여드름

이라고 믿거나 혹은 그것이 항상 그곳에 있던 것이라 믿

을 수 있다. 이제 피부를 볼 때 당신은 생기고 있는 피부

의 반점을 무시하면서 멋지게 보이는 부분에 주의를 기

울이려 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종종 그런 반점들이 있었

다가 없어졌으며 전에 그것들이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었

다고 생각함으로써 당신은 괜찮으며 암은 없다는 당신의 

편견을 굳힌다. 당신은 심지어 요즘 특히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  ＊discoloration: 탈색, 변색 ＊pimple: 여드름

 ▷  피부에 반점이 생겼을 때 그것이 피부암이 아니라고 

믿게 되면 그것이 피부암이 아닌 것에 대한 증거만을 찾

는다는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① 우리의 탐탁지 않은 특성을 없앨

  ②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믿음을 따를

  ③ 우리의 한정된 지식에 무감각해질

  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판단의 기초를 둘

34. 예술은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규칙조

차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서 예술적 재능이 

더 중요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명확한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최고의 선택을 하고 걸작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안다. 모든 사

람들처럼 예술가들은 그림에서의 색깔, 음악에서의 리듬

과 악기, 글쓰기에서의 단어, 그리고 기타 등등에서처럼 

자기 자신들이 선호하는 것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서

로 다른 화가들의 그림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그들이 좋

아하는 색깔을 금방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  ＊coin: 신조어를 만들다 

  ＊ kick ~ into overdrive: ~을 과도한 수준으로 올

리다

 ▷  (A) knowing의 목적절이 필요하므로 what을 써서 

간접의문문이 되는 것이 어법에 맞다. (B) be likely 

to do 구문이 되어야 하므로 to check가 어법에 맞

다. (C) 문장의 동사가 필요하므로 is가 어법에 맞다.

29. 가난한 한 남자가 몇 명의 낚시꾼을 지켜보며 한가롭

게 서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의 물고기가 가득 찬 바구니

를 보고서 그는 “내가 저것처럼 잡은 물고기가 있다면, 

그것을 팔아 음식과 옷을 살 텐데.”라고 말했다. “당신이 

나의 작은 부탁을 들어준다면 내가 그 많은 물고기를 당

신에게 주겠습니다.”라고 그 낚시꾼이 말했다. “내가 무

엇을 하기를 원하나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냥 잠

시 동안 이 낚싯줄을 봐주세요. 내가 할 일이 좀 있습니

다.” 그 젊은이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남자가 

떠난 다음에 송어가 계속해서 미끼를 단 낚시 바늘을 물

었다. 곧 그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에 신이 나서 그의 

모든 우울함을 잊었다. 낚시꾼이 돌아왔을 때, 그는 그 

젊은이에게 말했다. “당신이 잡은 것을 모두 당신에게 드

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교훈을 하나 배웠기를 바랍

니다. 당신은 단지 무엇인가를 바라며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바쁘게 살고 스스로 낚싯줄을 던지세요.”

 ▶  ＊catch: 잡은 것; 어획량 ＊tend: 돌보다, 지키다

  ＊trout: 송어 ＊snap: 덥석 물다, 꽉 물다 

  ＊bait: 미끼를 달다 ＊angler: 낚시꾼

 ▷  ④는 낚시꾼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가난한 남자

를 가리킨다.

30. 어려움에 처한 도시들에서 많은 관리들이 대규모 건

설 사업으로 자기들의 도시를 예전의 영광으로 다시 이

끌 수 있을 거라고 그릇되게 상상한다. 그것은 어려움에 

발버둥치는 도시가 건축을 통해 쇠퇴에서 벗어날 수 있

고 기존의 주택과 사무실 공간의 재고가 수요를 초과하

지만 새로운 건물들이 도시의 성공을 가져올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다. 성공적인 도시들은 일반적으로 건물

을 세우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경제적 활기가 사람들이 

공간을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할 마음이 꺼려지게 (→ 들

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은 성공의 결과이지 원

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구

조물을 갖고 있는 쇠퇴하는 도시에 과도하게 건물을 짓

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뿐이다. 도시 계획자들은 현실적

일 필요가 있다. 편의 시설에 대한 투자에서 진짜 결정적

인 요소는 도시를 정말 재건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민

들, 특히 그 주민들이 세계 경제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면, 그들을 끌어들이는 데 있다.

 ▶  ＊vitality: 활기

  ＊overbuild: (토지에) 집을 지나치게 많이 짓다

  ＊payoff: 결정적 요소

  ＊rebound: (병, 좌절, 실패 따위에서) 다시 일어서다

 ▷  ③ 성공적인 도시에서는 건물을 짓는데, 그것은 경제

적 활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공간을 위해 돈을 기꺼이 

돈을 낼 마음이 들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맥락이므로  

reluctant를 willing으로 고쳐야 한다.

31. 상징은 애매모호한데, 이것은 그 의미가 절대적인 방

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말의 

의미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지위와 가치관에 근거하

여 달라진다. ‘정부 규제’라는 말은 어느 화학제품 회사가 

배출하는 오염 물질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는 긍

정적인 지원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화학제품 회사

의 소유주들에게 ‘정부 규제’라는 말은 오염을 줄이기 위

한 값비싼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라도 그 의미는 개개인의 정체성과 경험에 따라 다

르다. 많은 상징들이 한 문화 안에서 합의된 의미 영역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개’가 네 발 달린 짐승이라

는 것을 이해하지만, 우리 각자는 우리가 봤던 개에 근거

하여 그 말에 대한 개인적인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 우

리 모두는 활력 있는 연설가를 본적이 있지만, 어떤 구체

적인 행동이 우리가 어떤 연설자에게 ‘활력 있다’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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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다.

① 두뇌의 역동적인 조정 작용 

② 두뇌: 신경에서부터 행동까지 

④ 어떻게 우리의 정신이 경험을 공유하는가?

⑤ 거울 신경세포와 두뇌의 발달

42. ▷ 어떤 사람이 미소를 짓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짓는 것

과 똑같은 효과를 얻는다는 예시로 보아 빈칸에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43~45】

43. ▷ 엉덩이를 다친 할머니에게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자와 필자의 아내가 차를 세웠다는 내용의 (A) 

다음에는 할머니를 의심하다가 결국에는 도와주기로 했

다는 내용의 (D)가 오고, 할머니를 언덕 위의 집까지 모

셔다드리고 다른 집안일도 도와주는 내용의 (B)가 온 다

음,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집에서 식료품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모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었다

는 것을 알게 된 내용의 (C)가 오는 것이 문맥상 가장 자

연스럽다. 

44. ▷ (b)는 필자의 아내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엉

덩이를 다친 할머니를 가리킨다. 

45. ▷ (D)에서 필자와 필자의 아내는 도움을 요청하는 할

머니를 보고 그들이 속고 있거나 강도질을 당하지 않을

까 의심했으므로, 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following fall을 가리키므로, 주어진 문장은 ④에 들

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40. 어느 연구에서 한 연구원이 야구 타자들에게 두 가지 

서로 다른 과제를 주었다. 첫째는 그들이 스윙을 하는 동

안 신호음을 틀어주고 그들에게 고음인지 저음인지 파악

해보라고 요청했다. 이 과제는 그들의 스윙에 아무런 영

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다음에 타자들에게 신호음

이 나올 때 야구방망이가 위로 올라갔는지 아래로 내려

갔는지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의 스윙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

려고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흔히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

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그들을 정말 심하게 방해했습니다.” 야구 타자들

은 수년간 수도 없이 그것을 연습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적으로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도 완벽한 스윙을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음을 확인했는데, 압박감이 전혀 

없을 때 타자들은 부드럽고 일정하게 방망이를 스윙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스윙하는 과정에 더 주

의를 기울이게 하자, 타자들은 아무런 지시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보다 갑자기 스윙을 훨씬 더 못 했다. 

   야구 타자들이 스윙하는 과정을 더 많이 의식함에 따

라 그들의 스윙은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  ＊tone: 신호음 ＊pitch: (음의) 높이

  ＊execute: 실행[수행]하다 

 ▷  야구 타자들에게 스윙하는 과정에서 방망이가 위로 올

라가는지 아래로 내려가는지 집중해서 보라고 한 경

우, 그 과정을 의식하지 않았을 때 보다 스윙을 더 못

했다는 내용이므로 요약문의 (A)에는 conscious, (B)

에는 suffer가 가장 적절하다. 

【41~42】

41. ▷ 거울 신경세포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

게 해준다는 것이 글의 핵심 내용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③ ‘거울 신경세포는 우리에게 공감을 주는가?’가 가장 

37. 최근까지 서양의 병원 근무자들은 아기들의 건강을 안

전하게 해주기 위해 정교한 모니터링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실로 신생아를 데려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C) 신생아와 엄마를 떼어놓는 통념은 Colombia의 

Bogota에 있는 한 병원에서 생긴 우연한 발견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1980년대에 그 병원은 신생아를 감

싸는 데 사용되는 담요를 포함하여 심각한 자원 부족을 

겪었다. (B) 아기들을 따뜻하게 하려고 병원 근무자들은 

발가벗은 아기들을 자기 엄마의 맨가슴위에 올려두었다. 

그 아기들은 잘 자랐는데, 담요로 감싸두었을 때보다 더 

잘 자랐다. 엄마와 아기간의 피부 접촉은 어미 캥거루와 

아기 캥거루간의 그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기술은 ‘캥

거루 보살핌’이라고 불렸다. (A) Bogota에서의 우연한 

발견 이후에 미국에 있는 병원들은 엄마와의 피부 접촉

을 경험한 조산아들이 그 경험을 하지 않은 아기들보다 

덜 까다롭고 더 조용하다고 보고했다.

 ▶  ＊premature: 조산한 ＊fussy: 까다로운

 ▷  신생아를 엄마와 떼어놓고 육아실에 데려갔다는 주어

진 글 다음에 Bogota에 있는 한 병원에서 신생아를 

감싸는 담요가 부족한 사태에 처했다는 내용인 (C)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담요 대신) 아기들을 엄마의 가

슴위에 올려두었는데 그 아기들이 담요로 감싸두었을 

때보다 더 잘 자랐다는 내용인 (B)가 이어지며, 마지

막으로 미국의 병원들에서도 엄마와의 피부 접촉을 겪

은 아이들이 덜 까다롭고 더 조용하다는 보고가 있었

다는 내용인 (A)가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C)-(B)-

(A)가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하다.

38. Andy Griffith는 <The Andy Griffith Show>에서 

동료 배우를 도와주었다. Barny Fife 역을 했던 Don 

Knotts는 작가들이 쇼에서 특집으로 삼기를 좋아했던 

희극 배우였다. 물론 이 모든 일이 Knotts 씨에게는 좋

았지만, 그것은 신체적으로 힘이 들었다. 많은 쇼에서 주

연 배우에게는 이름이 적힌 의자가 있는데, 만약 그들의 

이름이 의자에 적혀 있지 않으면 단역배우들이 거기에 

앉으려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 스타들이 서 있어야 하

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그런 의자를 <The Andy 

Griffith Show>의 주연 배우들은 이용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세 번째 해에, Knotts 씨가 의자를 요청했는데, 

주연 배우인 Andy Griffith 자신도 이름이 적힌 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모험적인 일이었다. Griffith 씨는 

그 요청을 우연히 들었고, Knotts 씨가 왜 그런 요청을 

하는지를 알았고, 곧 Aunt Bee 역을 했던 Frances 

Bavier를 포함한 주연 배우들이 모두 의자를 가지게 되

었다. 

 ▶  ＊back up: 도와주다 ＊feature: 특집으로 삼다

 ▷  Knotts 씨가 의자를 요청했고, Griffith 씨가 그 요청

을 듣고 주연 배들이 모두 의자를 가지게 되었다는 내

용이 글의 후반부에 이어지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

은 ⑤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39. 몇 년 전에 Berry 대학의 학생 자치회가 모든 사람들

이 사용하도록 교정 주변에 놓아두기 위해 20대의 자전

거를 구입했다. 이 자전거들은 “Berry 자전거”라고 쓰인 

금속판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필요로 할 때

마다 그 자전거를 갖고 가고, 다 사용했을 때 다른 사람

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정 어느 곳에든지 두도록 장려

되었다. 두 달 이내에 이 고급 자전거의 대부분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분실되었다. 여름 방학 동안에 학생 자치회

는 그 자전거를 교체하거나 수리했지만, 그 자전거를 자

신의 것인 것처럼 취급하라는 간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가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Berry 대학의 학

생들이 선천적으로 파괴적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어쨌

든, 교정에서 사적으로 소유된 자전거들이 이 시기에 분

실되거나 남용되는 문제는 없었다. 주인들로 하여금 그

들의 재산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사적 소유권이 만들어

내는 강한 장려책을 부인할 수는 없다. 

 ▶  ＊plate: (금속으로 된) 판 ＊plea: 애원, 간청 

 ▷  주어진 문장의 the bikes는 ④ 앞에서 언급된 심하게 

손상되거나 분실된 자전거를 가리키고 ④ 다음 문장의 

It은 주어진 문장의 the same thing happened the 

(A) 내 아내와 나는 산에 있는 주립공원까지 차를 운전

해가고 있었다. 우리는 언덕이 많고 구불구불한 길을 여

행하고 있었다. 휘어지는 부근에서 옆으로 승합차 한 대

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양쪽 차선을 거의 다 막고 있었

다. 매우 늙고, 매우 빼빼 마른 손 하나가 운전자석 창

문 밖으로 나와 우리에게 손짓을 했다. 우리는 천천히 

승합차 옆으로 차를 몰았고, 할머니 한 분이 차 안에서 

우리가 그녀를 도울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녀는 우리에

게 자신이 엉덩이를 다쳐서 언덕 위에 있는 집까지 가려

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 그녀는 집을 가리켰고, 근처의 언덕 위에 있는 집으

로 올라가는 길에는 적어도 60개의 계단이 있었다. 전체

적으로 매우 이상했고, 우리는 마음이 불안했다. 그녀가 

우리의 주의를 끌어 결국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인가, 그

리고 우리는 강도질을 당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승

합차 안에 누군가가 숨어 있는가? 다친 엉덩이로 어떻

게 운전을 하실 수 있죠? 우리는 묻고 싶은 질문이 많았

다. 우리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

다. 우리는 그녀를 도와줘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우리는 

길가에 차를 세웠고 그녀도 똑같이 길가로 차를 세웠다. 

(B) 조심스럽게 우리는 승합차에 접근했고, 그녀가 혼

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뒷좌석에 한 뭉치의 식

료품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는 내 아내가 그녀가 승합차

에서 내리는 것을 돕고 그녀 집으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

는 것을 도와줄 때 식료품을 들어달라고 말했다. 나는 

식료품을 들고 계단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매우 큰 충격

을 받았다. 그 할머니는 내 아내에게 벌써 일을 시켰다. 

나는 그녀가 그녀에게 자신을 위해 쥐덫을 설치해달라

고 지시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듯이 지켜보았다! 나는 

해야 할 다른 일이 있는지를 물었고, 나는 그녀의 상황

에 관해 질문했다. 

(C) 그녀는 내게 자신이 엉덩이를 다친 것에서 회복중

이라는 것과 그녀가 승합차까지 가도록 도와준 누군가

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마찬가지로 다른 누군가

가 식료품점에서도 그녀를 도와주었다. 단지 그녀는 집

에 오는데 한 번 더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다. 나는 그녀

가 길가에서 그녀를 도와줄 정해지지 않은 사람을 기다

리고 있었다는 데 망연자실했다. 그녀는 내게 우리가 천

사라 했고, 잇따른 차마다 그냥 다 지나쳤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감사의 말을 했고, 우리에게 멈춰 서서 

그녀를 도와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 ＊cautiously: 조심스럽게

 ＊stunned: 망연자실한

거미가 어떤 사람의 다리를 기어오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다리에서 오싹한 느낌을 받는다. 어떤 사

람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경

험한다. 어떤 사람의 팔이 뾰족한 바늘로 찔리는 것을 

볼 때, 우리의 팔의 근육이 긴장하고 우리의 숨 쉬기가 

격렬해진다. 우리가 좋아하는 올림픽 선수가 막 우승을 

하려고 결승선 근처에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심장은 

흥분으로 마구 뛴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반응들과 그렇게 비

슷한 격렬한 반응을 경험하도록 할 수 있는가? 답은 우

리의 뇌세포에서 찾을 수 있다. 거울 신경세포는 우리가 

어떻게 쉽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과 공감하

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거울 신경세포는 자동

적으로 우리를 다른 사람의 처지가 되게 해준다. 확신이 

서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관찰하는 동반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겪는 활동과 비슷

한 활동을 감정을 관할하는 뇌 부위에서 보여준다는 것

을 발견한 뇌 정밀검사 연구를 생각해 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고통에 감정 이입을 할 때, 어떤 수준에서 우리

는 실제로 똑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밝혀졌다! 

거울 신경세포의 매력적인 특징 하나는 우리가 ‘보고’ 

있건 아니면 ‘하고’ 있건 그것이 똑같은 방식으로 활성화

되는 유일한 뇌세포라는 것이다. 이 특별한 신경세포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복사한다. 예를 들어, 우리

가 어떤 사람이 미소를 짓는 것을 볼 때 미소를 짓는 것

을 위한 우리의 거울 신경세포는 활성화되며, 그것이 신

경 활동이 행복과 같은 미소 짓기와 관련된 감정을 생기

게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입술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도 미소를 짓는 것의 모든 이점을 얻는다! 

▶ ＊crawl: (곤충이) 기어가다

 ＊creepy: 오싹하게 하는, 으스스한

 ＊intensify: 심해지다, 격렬해지다

 ＊neuron: 신경세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