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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 Sally,here we are. This is my village.

여: Min-su, what a beautiful village! I've always wanted

to see the Korean countryside. So which house is yours?

남: Over there, across the bridge.

여: Which one? There are four houses.

남: Do you see the big tree?

여: Yes.

남: The house next to the big tree is mine.

여: You mean the two-story house?

남: No, the one-story house.

여: I've got it.

　정답: ①

 story 층 get it 알다.이해하다

2.

남: Excuse me. Are you Mary Smith?

여: Yes, I am.

남: This package is for you.

여: Oh, it's tennis racket I ordered on the Internet.

남: Do you play tennis a lot?

여: Yes, I do. That's why I need a good racket.

남: Will you sign here, please?

여: Sure. Thanks for delivering it so quickly.

남: No problem. We do our best to make our customers

happy. I have to make another delivery. Have a

nice day.

여: Thanks. Bye.

　정답: ②

 package 소포 racket 라켓 order 주문하다. deliver 배달

하다. 전달하다 customer 고객 delivery 배달

3.

여: You can often find these on the streets, expressways,

and country roads. They are made of numbers, letters of

the alphabet, words, or simply pictures. Some of them will

show you the speed limit or road features. They can also

inform you of road construction ahead. While you are

walking or driving a car, you will see them. They tell you

what you should do or should not do while walking or

driving.

　정답: ⑤

expressway 고속도로 speed limit 제한속도 feature 특징

construction 건설 ahead 앞의, 앞에 나온

4.

남: Oh, no, not again. I can't stand that noise.

여; Honey, what's the matter? Are you mad about the

shouting from the tennis courts?

남: No, that's not it. I can live with the noise from the

tennis courts.

여: Then what's the problem?

남: Upstairs! The boy upstairs is running and jumping

again. I can't even hear the news on television.

여: Well, he's just a child. He probably doesn't know any

better.

남: I know, but all that noise is giving me a headache. His

parents should teach him how to behave.

여: I've complained several times already, but it does no

good.

　정답: ①

stand 참다. 견디다. court 경기장 upstairs 위층 headache

두통 behave 행동하다. 처신하다. complain 불평하다. do

good 도움이 되다.

5.

여: Dad,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o Grandma's house?

남: About an hour.

여: Oh, no! Can we stop for a moment at a restaurant or

something?

남: Are you hungry? We'll be having lunch at Grandma's.

여: No, I mean ....... Look! There's a gas station over

there.

남: We have enough gas.

여: Dad, I need to go to the restroom. There's probably one

at the gas station.

남: You want to use the restroom? OK, then I'll stop

there.

　정답: ⑤

about 대략 gas station 주유소 restroom 화장실

6.

여: Hello, Can I help you?



남: Yes, I'm looking for a shirt. It's going to be a present

for my friend's birthday.

여: What size?

남: He's about my size.

여: Then, how about this one?

남: That's nice! I think my friend will like it. How much is

it?

여: Eight dollars. It's on sale now.

남: All right. I'll buy two, one for me and one for my

friend.

여: These two shirts? Anything else?

남: No, that's all. Here's twenty dollars.

여: Thank you. Here's your change, four dollars. Have a

good day.

　정답: ④

size 크기 on sale 세일중 change 거스름돈

7.

남: Excuse me. Could you help me?

여: Sure.

남: I want to go to Central Park. What subway station

should I get off at?

여: Look, there's a subway map above the door.

남: Good.

여: You see? We just passed Gold Station. Central Park is

five stops away.

남: Five stops from here?

여: Yes.

남: You're very kind. Thank you.

여: My pleasure. Oh, I have to get off at the next station.

　정답: ③

get off 내리다. stop 정거장

8.

여: John, have you seen these pictures?

남: No, I don't think so. Let me look at them.

This picture is really good. You're hiking?

여: Oh, yeah. I went hiking in the mountains last month.

남: Mm...... And in this one, you're cooking.

여: Yes. I'm taking a cooking class at school.

남: A cooking class? That must be interesting.

여: Yes, I really enjoy it. What do you think of this

picture?

남: I didn't know you play basketball. How often do you

play basketball?

여: Every Sunday. It's fun.

　정답: ③

 hiking 도보여행 cook 요리하다.

9.

[The telephone rings.]

남: Hello!

여: May I speak to Mr. Kim?

남: Speaking.

여: Hi, it's Judy.

남: Hi, Judy. How are you doing these days?

여: I'm fine. Thanks. Are you free this afternoon?

남: Is there something I can help you with?

여: Yes, there is. But it's difficult to explain over the

phone. Can I see you in your office for a moment?

남: Well. I don't think I'm available in the afternoon. How

about ten o'clock tomorrow morning?

여: That's fine with me. Thank you.

남: OK. See you then.

　정답: ②

 free 시간이 자유로운, 한가한 explain 설명하다. available

이용 가능한, 사용할 수 있는

10.

여: Bob, what are you going to do after you graduate?

남: I'm planning to go to college, Ms. Adams.

여: Have you decided on your major?

남: I've thought about it, but I haven't decided yet.

여: You were always good at mathematics. I think you

should major in mathematics or computer science.

남: I know, but I want to study chemistry.

여: Chemistry? That's a good idea. Did you discuss it with

your parents?

남: Yes, I did.

　정답: ③

 graduate 졸업하다. college 대학 major 전공, 전공하다.

chemistry 화학 discuss 토론하다.

11.

남: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We at Blue Lake Tours hope you are enjoying your trip.

Unfortunately, heavy rain is now moving toward us. For

your safety, we ask you to return to the inside of the boat.

Please remain inside until further notice. You can enjoy

lunch, and of course, you can still take pictures if you like.

Once again, please stay inside. Thank you.

　정답: ①

 captain 선장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safety 안전

notice 공지사항,경보,경고

12.

남: Excuse me. You're Sandra, aren't you?

여: Yes, but..........



남: It's Jim, Jim parker. Don't you remember me? We

went to elementary school together.

여: My goodness! It's you. Good to see you, Jim. How have

you been?

남: I've been great. You're still as beautiful as you were in

elementary school.

여: Thank you.

남: Do you remember how our friends made fun of us?

They used to say we were husband and wife.

여: Yes. indeed. You were a special friend of mine. It's

hard to believe that six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남: Yes, time flies.

　정답: ④

 make fun of ～ ～를 놀리다. special 특별한

13.

① 여: Where does the train for Seoul leave?

남: Go to platform 3, please.

② 여: Shall we go to this concert?

남: Sounds good! I'm very interested in classical music.

③ 여: Are you ready to order, sir?

남: Yes, I'd like to have a beef steak.

④ 여: Slow down. The spped limit here is 60.

남: Really? I didn't know that.

⑤ 여: Wake up, Kevin! You're going to be late for school.

남: Just ten more minutes, mom.

　정답: ②

 platform 플랫폼 concert 음악회 classical 고전의 order

주문하다. beef 소고기의 speed limit 제한속도

14.

남: Aren't you in Ms. Brown's computer class?

여: Yes, that's right.

남: I'm Andrew. I'm in her class, too.

여: Oh, hi, Andrew. I'm Lisa. But I don't think I 've seen

you in class.

남: Well, I always sit at the back of the classroom.

여: I see.

남: So what do you think of the class?

여: I love it. I've learned a lot about computers. She's a

great teacher.

남: I really enjoy her class, too.

　정답: ①

15.

여: Congratulations! I heard you won first prize in the

writing contest.

남: Thanks. I'm really happy. But I have to say my

teacher and club members made it possible.

여: What do you mean?

남: I'm a member of the writing club at school. We practice

writing together, and the teacher helps us. Would you like

to join our club?

여: I'd love to. When do you meet?

남: Every Saturday afternoon. Do you think you can make

it this weekend?

여: Sure. Where do you meet?

　정답: ②

 congratulation 축하 contest 경연대회, 대회 practice 연습

하다. join 합류하다. 같이하다.

16.

남: Excuse me. Is this Mrs. Wilson's office.

여: Yes, it is. I'm Mrs. Wilson. Can I help you?

남: I'm Ronald Jones. I spoke to you on the phone about

my son.

여: Mr. Jones, I'm glad to meet you. Please have a seat.

남: How do you do, Mrs. Wilson? This is a nice school.

여: Thank you. I hope you didn't have any trouble finding

my office.

남: No, your directions were perfect.

　정답: ⑤

17.

여: Helen's class performed the play Cinderella. She

played one of Cinderella's evil sisters. At first, she wanted

the role of Cinderella, the most important character. But

her teacher said there were no unimportant roles in the

play, and that all the roles were equally important. Helen

did her best in practice. As a result, she did a gteat job on

stage. After the performance of the play, what did her

teacher most probably say to Helen?

남: Helen, I'm so proud of you.

　정답: ⑤

 perform 수행하다. evil 사악한 role 역할,배역 equally 동등

하게 stage 무대

18.

나는 비록 등반가는 아니지만, 산에 오르고 밖에 나가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그 날은 날씨가 더워서, 산에 오르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

다 훨씬 더 힘들었다. 정상에 도착하는데 6시간 정도 걸렸다. 그러나

확 트인 전경을 보니 힘든 등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 날밤,

우리는 야외에서 요리를 해 먹고, 그리고 나서 다른 등반가들과 자그

마한 오두막을 함께 썼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멋진 일출을 보면

서, 나는 왜 한국이 종종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리는지 이해하

게 되었다.

　정답: ⑤

 mountaineer 등반가 hiking 하이킹하도. outdoors 야외에



서 sweeping 휩쓸어 가는, 전반적인, 일소하는 worthwhile ～할

만한 가치가 있는 share 공유하다, 함께 쓰다. cabin 오두막집, 선

실 awake 잠에서 깨다. magical 마술과 같은, 마술의 sunrise

일출

19.

‘사랑에 빠진 Alice’는 지난 해 흥행 순위 10위권안에 드는 영화였다.

(B)그 영화는 그 해의 최고의 영화로 선정되었고, 5천7백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렸다. (C) 이 수치는 영화 ‘어부들’이 벌러들인 수입에

단 1백만 달러가 적은 액수이다. (A) 이 수치는 두 영화가 세계적으

로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확실히 보여준다

　정답: ③

 figure 숫자, 수치 film 영화 earn 벌다 box office 매표소

less than ～ 보다 적은

2O.

일반적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내는 데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젊은이로서 우리는 사회집단에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거나 획득하

려고 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부끄럽게 느낄 필요가 없

다. 집단에 맞추거나 자신을 집단에 맞추는데 도움을 주는 인성을 계

발하는 법을 배우기란 쉽지 않다. 그것은 야구나 농구 같은 경기를

배우는 것과 다소 비슷하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꽤 많은 실수를 저

지르지 않고 배우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정답: ⑤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youth 젊음, 젊은이 ashamed 수줍

어하는, 부끄러워하는

fit ～에 맞추다. personality 개성, 인성 process 과정

21.

전설에 따르면, 1500년대 중엽 폭풍이 영국 북서부에 있는 한 커다

란 나무를 강타했고, 알 수 없는 검은색 물질이 그 뿌리 사이에서 발

견되었다고 한다. 그 물질을 발견한 목동은 그것의 부드러움에 호기

심을 느꼈다. 그것은 돌, 진흙, 먼지 같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들은

그것이 납의 일종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랬다. 그들은 그

물질은 종이에 대고 문지를 때 진하고 축축한 잉크와 관련된 문제들

은 이제 피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은 것에 대한 필요성이 마침내 해

결되었던 것이다.

　정답: ⑤

 legend 전설 storm 폭풍 substance 물질,물체 root 뿌리

shepherd 목동 clay 진흙 dirt 먼지 lead 납 rub 문지르다.

22.

졸업앨범이 곧 출간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학창시

절 동안 같이 지낸 사람들과 행사사진이 가득합니다. Westport 고

등학교 학생으로서 여러분은 이러한 많은 행사의 바로 그 중심에 있

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축구팀이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는 것

을 여러분은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재미있는 곳으로의 여행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학교 음악 축제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여러분

을 위해 이러한 대형 행사들은 이 졸업앨범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

다. 그 책을 한 권 예약하려면 11월 30일까지 212호실로 가서 비서

에게 구입을 원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정답: ②

 yearbook 졸업기념앨범 publish 발간하다. 발행하다.

reserve 예약하다. copy 복사본

23.

Ann: 처음에 어떻게 비행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Ted: 어릴 때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공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비행기가 하늘로 이륙하는 것을 보았죠. 이 쇠로 만들어진

경이로운 새에 대해 오랫동안 궁금하게 여겼죠. 그러던 어느 날, 저

는 공학을 포기하고, 비행사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Ann: 비행은 어려웠나요?

Ted: 당신도 아시다시피, 사람은 날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죠. 이

륙에서 착륙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종사들은 우리 환경과 다른 환경에

처해 있고, 따라서 항상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로소 마음

을 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착륙했을 때 뿐이거든요. 그리고 가끔 비

행은 12시간이나 13시간이 걸리기도 한답니다.

　정답: ⑤

 take off 이륙하다. engineering 공학 pilot 조종사 land 착

륙하다. setting 무대, 배경 relax 긴장을 완화하다, 긴장을 풀다.

occasionally 때로, 간혹

24.

원숭이의 행동실험에서 새끼 원숭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미 원숭이

에게서 분리되어 가짜의(인공의) 어미에게 맡겨졌다. 그 가짜 어미들

중 몇몇은 차갑고 딱딱한 철사로 만들어진 반면, 다른 어미들은 따뜻

하고 부드러운 타월로 만들어 졌다. 두 종류의 어미중에서 선택하도

록 했을 때, 원숭이들은 되풀이해서 타월로 만들어진 어미와 시간을

보내기를 선택했다. 이 실험은 새끼 원숭이들은 타월로 만들어진 어

미와의 접촉을 통해 제공되는 아늑함을 찾으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

다.

　정답: ④

 experiment 실험 separate 분리시키다. at birth 출생시

artificial 인위적인, 인공의 wire 철사

25.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한 농부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그 농부는 씨

를 뿌리고, 그가 뿌린 것을 수확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농작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근에 있는 농부들로부터 농작물을 훔쳤다. 그리스

의 신인 제우스는 이것에 매우 격노했다. 그래서 그는 그 농부를 개

미로 변하게 했다. 그러나 농부의 성격은 그대로 였다. 그 농부처럼

개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음식을 쌓으면서 여전히 이 들판 저 들판을

돌아다녔다.

　정답: ③

 myth 신화 sow 씨를 뿌리다. seed 씨, 씨앗 reape 거두다.

수확하다. content 만족한 crop 농작물 store 저장하다.

26.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능력의 작은 부분만을 깨닫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고, 또 충분히 할 능력이 있는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능력에 도달

하거나 그것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들은 단지 그들이

이루기를 바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나는 성공이란 목적지가 아닌 과정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자신의 개

인적 목표를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에게 우선 목표를 명확히 세우라고 권하는 바이다.

　정답: ①

 potential 가능성, 잠재능력 progress 진보,진전 define 정의

하다 destination 목적지

27.

아이는 종종 공개적으로 자신을 인정해 주는 말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제 그림을 보세요! 예쁘지 않나요?” 그러나 어른들은 일반적

으로 지지를 받고 싶은 욕구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다. 무언가에 최선

을 다해 노력한 어른은 “내가 잘 하지 않았나요?”라고 묻지는 않을 것

이다. 하지만 어른도 항상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과 어른 둘다 긍정적인 말을 듣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지가 필요할 때 칭찬해 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정답: ②

 approval 승인,인정 openly 공개적으로, 솔직히 positive 긍

정적인 remark 말 support 지지

28.

나는 어제 컴퓨터에 관한 책을 사려고 서점에 갔다. 나는 점원에게

컴퓨터에 관한 책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책들이 2층에 있

다고 말했다. 나는 책이 아주 많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나와 같은

초보자를 위한 책을 찾는데 긴 시간이 걸렸다.

　정답: ②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될 때 이를 간접의문문이라고 부르는

데, 그 형태는 ‘의문사+주어+동사’이다.

 clerk 점원 beginner 초보자

29.

로프를 만드는 데는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로프가 일직선 상

태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었다. 공간상의 제약 때문에 로프는 처음에

는 야외에서 만들어졌다. 곧 날씨가 어떠하든 간에 로프를 만들 필요

가 생겼다. 로프 만드는 사람들이 일 년 내내 일할 수 있도록 특수한

건물이 지어졌다. 종종 이 건물들은 길이가 300미터 이상이나 되었

다. 그것들은 일하는 사람들이 로프 만드는 작업 도중에 뒤쪽으로 천

천히 빌딩의 맨 끝까지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ropewalks'라고 불렸

다.

　정답: ⑤

 strait 곧장, 똑바로 outdoors 야외에서 construct 건설하

다. operation 일, 작동, 작용

30.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 대신에 행동을 한다면 좌절과 분노의 감

정이 얼마나 여러 번 진정되는지 놀랍기만 하다. 놀고 일하는 것은

건강한 활동이며 우리의 정서적 혼란에 의해 생겨난 긴장을 경감시

켜 준다. 노는 것은 육체적으로 평안함을 주며, 우리의 감정을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눌 때 긴장을 경감시켜 준다. 일하는 것 또한 분노감

을 몰아내고 넘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때때로

아이디어는 우리가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생긴다. 행동은 긴장을 완

화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준다.

　정답: ④

 despair 실망감, 좌절 ease 완화하다, 진정시키다. relieve 경

감하다, 완화하다. tension 긴장

upset 당황, 낭패 work off 덜어주다. 없애다. overflowing

넘치는 set free 석방하다.

31.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들은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다. 이런 방법중 하나는 동업자간의 할인이다. 그것은 대량으

로 물건을 사들이고, 그것을 파는 상점이나 회사들에게 제공된다. 또

한 대량 할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양의 제품을 주문하는

개인에게 제공된다. 회사는 판매, 보관, 선적, 청구서 작성과 같은 비

용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매자들에게 가격파괴(저렴

한 가격)를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금 할인은 현금으로 지

불하는 사람들에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답: ①

 scale 규모 quantity 양 store 저장하다. ship 선적하다.

bill 청구서를 작성하다.

32.

끔찍한 사고가 내 인생을 바꿨다. 친구와 나는 심야영화를 보고 집으

로 가는 중이었다.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빨간 신호등을 무시

하고 지나가기로 결심했다. 출발하자마자 나는 의식을 잃었다. 후에

우리가 다른 방향에서 오던 차를 들이박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사고로 인해 내 친구는 평생 휠체어에서 지내야 했고, 나는 너무

비싼 대가를 치룬 교훈을 얻었다.

　정답: ②

 intersection 교차로 consciousness 의식 wheelchair 바퀴

의자, 휠체어 costly 비싼, 비용이 드는

33.

기본적으로 잡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뉴스 잡지와 특별한 관심

사에 대한 잡지가 그것이다. 뉴스 잡지는 신문과 잡지를 결합한 형태

이다. 대부분의 뉴스 잡지는 주간으로 발행된다. 그 잡지들은 주요한

국제 뉴스와 국내 뉴스를 요약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 보고한다. 반면, 특별한 관심사에 대한 잡지는 주로 한

가지 특별한 주제를 다룬다. 이러한 유형의 잡지들은 보통 월간으로

발행된다.

　정답: ⑤

 basically 근본적으로 combination 결합, 연합 publish 발행

하다. 발간하다. summarize 요약하다.

34.



물은 여러 일상적인 질병에 대한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다. 섭씨 38도

나 39도의 뜨거운 물에서 목욕하는 것은 근육을 풀어주는 데 최상이

다. 하지만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39도 이상의 물로 목욕하기 전

에 의사들에게 상담해야 한다. 37도 정도로 온도를 약간 낮추면 불면

증에 대한 이상적인 치료법이 될 것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서 15분 정도 있는 것은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

이 될 수 있다. 35도나 36도 사이의 온도의 물에서 목욕하는 것은 신

경이 예민할 때 당신을 진정시켜 줄 것이다.

　정답: ④

 solution 해결책 muscle 근육 cure 치료, 치유책

sleeplessness 불면증 range ～한 범위에 이르다. nervous 신경

이 과민한

35.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에 대해 다른 아이들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특별한 종류의 사랑들 느낀다. 이 감정은 종종 ‘부모의 사랑’

으로 언급된다.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이런 사랑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느끼는

것과 똑같이 부모의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도 느끼는 여자들도

몇몇 있다.

　정답: ②

 refer 언급하다. parental 부모의

36.

인터넷 사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낸

다. 인터넷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보안 혹은 안전성이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자신들의 인터넷 사이트가 사용자들에게 안전한

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누구인

지 그리고 오고 가는 정보들이 정확한지 알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

한 것은 그들은 기업의 비밀이 확실히 보호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

다는 것이다. 아래에 어떤 기업이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다.

　정답: ③

 challenge 문제, 도전 security 보안 make sure 확실히 하다.

correct 옳은, 올바른 take measure 조치를 취하다. meet 대처

하다.

37.

모든 것이 내 마지막 화살에 달려 있었다. 나의 적수는 여전히 침착

해 보였다. 잠시 나는 금메달을 들고 집으로 가는 것을 상상했다. 나

는 내가 그동안 해온 모든 힘든 훈련들을 생각하며 발사선에 섰다.

갑자기 나는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서서

히 과녁에 조준했다. 잠시 후, 화살이 날아가기 시작했고, 나는 관중

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들었다. 과녁을 바라봤을 때 나는 내 눈을 믿

을 수 없었다. 내 화살은 노란 원 안의 정중앙을 꿰뚫었다. 그리고 나

서 나는 동료들이 “네가 해냈구나!”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정답: ④

 go through 겪다. 경험하다.(=experience) training 훈련

beat 치다, 두드리다. aim at ～을 겨냥하다. cheer 갈채를 보내다.

teammate 팀동료

38.

① Bill은 노인들을 두 시간 동안 방문했다.

② Cindy와 Mary는 모두 환자들을 두 번 도왔다.

③ John은 Cindy가 환자들을 도운 시간만큼 어린이들을 돌봤다.

④ Bill은 Mary가 환자들을 도운 횟수만큼 노인들을 방문했다.

⑤ Cindy는 한 번 방문할 때마다 평균 두시간씩 환자들을 도왔다.

　정답: ④

 senior 연장자의, 나이가 든 average 평균, 보통의

39.

내가 9살이었을 때, Kathy는 나와 같은 반이었다. 그녀는 항상 깔끔

하고, 똑똑하고, 인기가 많았다. 나는 주로 그녀를 보기 위해 학교에

갔다. 매일 아침 나는 머리를 빗었다. 매일 밤 내가 가진 단벌 옷을

빨았다. 겨울에 나는 아침마다 옷이 젖었건 말랐건 간에 그 옷을 입

어야 했기 때문에 종종 아프곤 했다. 모두가 Kathy 같은 존재, 즉 당

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인물이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드럼을 연주할 때, 그리고 대학에서 달리기 경주 기록을 깼을 때, 그

것은 Kathy를 위해서 였다. 이제 노래를 부르고 난 뒤 관중들의 환

호를 들을 때면, 나는 Kathy 또한 그 소리를 들었으면 하고 바란다.

　정답: ④

 mostly 대체로, 대부분 brush (머리를)빗다. cheer 갈채, 갈

채를 보내다. audience 관중, 관객

40.

오랫동안 Jack의 부모는 그가 책을 읽도록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는 전혀 그러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가 재미있는

책을 읽고 있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잠자리에 들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Jack은 그 책이 너무 지루해서 읽고 싶지 않았다.)

Jack은 이제 10페이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책을 다 읽을

때까지 자지 않아도 되는지 물어 보았다. 그는 그 책을 다 읽을 때까

지 깨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 날 밤 이후, 그는 심지어 자정이

지나서도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읽고 싶어했다.

　정답: ②

 boring 지루한 stay up 잠자지 않고 깨어 있다. be allowed

to ～하도록 허락받다.

41.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당신이 쓰

는 언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당신에 대한 그들의 반응

도 그것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쓰는 언어는 선생

님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당신의 요구에 대

한 부모님들의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또한 친구들이 당신

을 이해하는 것과 당신에 대한 그들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것

은 심지어 특정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또는 직장에서 더 높은 지위

로 승진하는 능력을 결정할 수도 있다.

　정답: ③

 costly 비싼, 비용이 많이 드는 properly 제대로, 적절히



determine 결정하다. workplace 직장

42.

최근 새로운 건축법규가 우리 시에서 효과를 나타냈다. 모든 신축 가

옥들은 이제 겨울 동안 열기가 불필요하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적절한

건축 자재로 지어져야 한다. 법은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 사용되는

천연 가스와 전기의 양이 50% 절감되었다. 도시는 에너지를 절약하

기 위해 다른 일들을 벌이고 있다. 부분적으로 시에서 지원되는 버스

는 그 지역에 갈쳐 많은 사람들을 운송한다.많은 새로운 자전거 전용

도로가 만들어졌고, 오늘날 도시에는 차보다 자전거가 2배나 더 많

다.

　정답: ①

 code 법안, 법규 come into effect 효과를 발하다. 효력이 있다.

definite 결정적인, 확실한 transport 전달하다. 보내다. path

길, 도로

43.

골프는 얼음 위에서 하는 경기로 네델란드에서 시작되었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경기는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나타났다. 그것은 특히 인

기가 있게 되었고, 왕들은 그것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는

‘왕의 경기’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제임스 2세는 국민들이 이 매력적

인 경기를 하느라 자기 일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했다. 1457년에 그

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그 경기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왕

은 그 경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알았을 때 마음을 바꿨고, 다시

그것은 공 인기있는 경기가 되었다. 골프는 서서히 다른 나라들로 퍼

졌으며, 1890년에는 미국에 전파되었다.

　정답: ④

 enjoyable 즐길 수 있는, 즐거운 royal 왕의, 왕족의 neglect

소홀히 하다. attractive 매력적인

44.

수년 동안 기상 예보 센터를 이끌었던 Allen Pearson은 경보 시스

템에 만족하지 않았던 한 부인에 대해 “그 부인은 토네이도 경보로 5

시간 동안 자기집 지하실에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나에게 항의하려고 전화했지.”하고 말했다. Allen Pearson은 “우리

는 그녀를 놀라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님을 설명하려고 애썼지. 우리는

그저 그 부인이 rue예하고 있기를 바랬을 뿐이니까. 불행히도, 같은

일이 다섯 달 후 다시 일어났지 anbj야. 그 부인은 그때 정말로 화를

냈어. 우리가 경보를 했는데 토네이도는 없었거든. 그 부인은 더 이

상 우리를 믿지 않는데.”

　정답: ①

 head 책임을 맡다. 인솔하다. warning system 경고체제

protest 저항하다. tornado 회오리바람 watch 경보 Basement

지하실 alarm ～을 깜짝 놀라게 하다. aware 인식하는

45.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소리 없

이 꾸준한 진전이 있어 왔다. 많은 대학들은 지금 한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교과서가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 제작되어져 왔다. 그러나 소수의 외

국인들만이 이러한 진전의 혜택을 누렸다.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

은 동료인 한국인 노동자들이나 가르친 경험이 없거나 거의 없는 자

원봉사자들에게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보다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정답: ④

 steady 꾸준한 progress 발전, 진전 benefit 혜택을 받다.

coworker 직장동료 volunteer 자원봉사자 establish 세우다, 설

정하다. educational 교육적인, 교육의

46.

얼마나 자주 우리는 누군가에게 소개되어지고 잠시 후 그 또는 그녀

의 이름을 잊어버리는가? 사실상 우리는 많은 경우 이름을 결코 알지

못한다. 오늘날 소개는 아주 불분명하게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억하기는 매우 어렵다. 사람들의 이름을 잊는 것은 종종

우리가 정말로 그들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

리가 그들의 이름을 안다면, 우리는 “당신은 중요하다. 나는 당신을

기억한다.”고 말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소개를 분명히 해야한다.

　정답: ③

 introduction 소개, 도입 care about ～에 대해서 신경쓰다.

[47-48]

당신은 가족의 일원이고, 지역사회 야구팀의 선수이며, 학교에서는

학생이다. 당신은 또한 당신 나라의 시민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당

신은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여러 가지 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당신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일반적으로 당신은 당신에게 기대되는 바를 알기 때문에 각

자의 역할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 거의 어려움이 없다. 이러한 지식은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당신을 안내해 준다.

하지만 때로 당신은 갈등에 봉착할 것이다. 각각의 역할이 당신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그러면 당신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역할을 동시

에 하도록 요구받을 지도 모른다.많은 역할들이 당신에게 상반하는

요구를 할 때, 당신은 아주 불편함을 느낄지도 모르고, 때로 좌절감

을 느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가족이 이번 일요일에 소풍을 갈 예

정이다. 그러나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그 날에 자기 생일 파티에 당

신이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은 역할 갈등이 생기면, 당신은 더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떤 순서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능력이 다양한 사회적 역할들을 수행하는 필수 기술

이다.

 community 공동체사회 occupy 차지하다. 점유하다.

cpmplex 복잡한 structure 구조 interaction 상호작용

conflict 갈등 frustrated 좌절하는 multiple 다양한

49-50

(A) Sue는 이웃 사람들에게 신문배달을 했다. 그녀는 고객들에게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났다. 그녀는 이 일

을 일년 동안 했고,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것

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고객들은 모두 만족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아침 일직 뉴스를 접할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때로 Sue는 깨어 일어났을 때 몸이 좋지 않았다. 그러

나, 그녀는 고객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신문을 배달했다.

(B) Robert의 친구들은 그가 자전거를 타지 못한다고 해서 그를 놀

렸다. 그래서 Robert는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자기 큰 형에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형은 뒤

에서 자전거를 붙잡았다. 그러자 Robert는 곧 자신감이 생겼다. 그

러나, 형이 자전거에서 손을 놓자마자 그는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

졌다. 넘어진 후, Robert 는 일어나서 다시 시도했다.

같은 일이 되풀이해서 일어 났고, 그로 인해 그는 다쳤다. 그러나,

Robert는 계속 시도했고, 마침내 자전거타기를 배웠다.

 route (신문․우유 따위의) 배달구역 confident 확신하는, 확

실한 take off 손을 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