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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 실례합니다. 저는 도서관을 찾고 있는데요.

여: 그래요. 시계탑이 보이시죠?

남: 예, 저기요?

여: 도서관은 시계탑 뒤에 있어요.

남: 오, 알겠어요. 탑 뒤로 건물이 세 개인데요.

여: 맞아요. 도서관은 가운데 건물이예요.

남: 고마워요.

　정답: ②

the clock tower 뒤에 있는 건물 중 the one in the middle이라

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2. 여: 김씨 식당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남: 예, 18일 날짜로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여: 몇 시죠

남: 12시요.

여: 몇 분이세요?

남: 여섯이요.

여: 18일 12시에 여섯 분이요?

남: 그래요.

　정답: ①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3. 남: 오늘밤 파티에 오실 수 있어요?

여: 물론이죠, 몇 시죠?

남: 7시30분이요.

여: 죄송해요, 7시 30분까지는 힘들겠는데요. 제가 1시간 후에 가도

될까요?

남: 물론이죠. 8시 30분이요?

여: 예, 8시 30분에 갈게요.

남: 좋아요, 그 때 보죠.

　정답: ④

남자가 파티 시각이 seventy thirty라고 하지만, 여자는 an

hour later에나 갈 수 있다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자가

모임에 도착할 시각은 8시 30분이다.

show up: (모임 등에) 나오다, 나타나다

4. 여: 실례합니다. 앉아도 될까요?

남: 예, 그러세요. 전에 뵌 적이 없는 것 같군요. 전공이 무엇인가요?

여: 역사학이요.

남: 역사과 신입생이세요?

여: 예, 전공을 컴퓨터공학에서 역사학으로 바꿨어요. 수학이 너무

많아서요. 저는 동양 역사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정답: ②

“Are you a new student in the history department?”라는

남자의 질문에, “Yes, I've just changed my major from

computer science.”fkrh 여자가 답하고 있다.

Is this seat taken?: 자리가 비었나요? department: 과(科)

major: 전공 과목

5. 남: 뭘 도와드릴까요?

여: 예. 한 달 전에 제가 이 테이프 녹음기를 샀어요. 그런데 오늘 갑

자기 작동이 멈췄어요.

남: 그러세요? 떨어뜨린 적 있으세요?

여: 아니요.

남: 한번 보죠. 건전지가 다 됐군요.

여: 정말이요? 그럼 건전지를 바꿔주세요.

남: 예.

　정답: ③

녹음기를 고치려 간 여자에게 남자가 하는 말은 “... the

batteries are dead.”이다.

drop: 떨어뜨리다 take a look at: ～을 살펴보다 dead: (전

지 등이) 다 된

6. 남: 안녕, Mary. 나 John이야.

여: 안녕, John. 무슨 일이야?

남: 내 차에 문제가 있어. 너, 나 집까지 좀 태워다 줄 수 있니?

여: 물론, 집까지 태워다 줄게. 지금 어디야?

남: 주유소 옆 은행 앞이야.

여: 알았어, 곧 갈게.

　정답: ③

차가 고장난 남자가 여자에게 집에까지 바래다 달라고 부탁하고 있

다.

give sb a ride: ～를 태워주다 gas station: 주유소

7. 여: 신문을 버리지 마세요.

남: 왜요? 이건 오늘 게 아니예요. 쓸모없는 건데.

여: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재활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남: 이 오래된 신물을 다시 쓴단 말이예요?

여: 물론이죠, 이 공책도 재활용 종이로 만든 거예요.

남: 재활용에 대해 말해줘서 고마워요.

　정답: ⑤

날짜가 지난 신문을 그냥 버리려는 남자에게 재활용(recycling)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다.

throw away: 버리다, 낭비하다 recycling: 재활용



8. 신사 숙녀 여러분, 노벨 문화상 수상자인 Adrian Watson 여사

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녀의 최근 소

설은 우리 나라에서 6개월 동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녀의 소설의

대부분은 20개 이상의 언어로 출판되었습니다. 오늘 그녀가 우리에

게 소설을 읽는 방법에 대해 말해 주실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인 Watson 여사를 환영해 주세요.

　정답: ①

a Nobel Prize winner in literature, Mrs Adrian Watson을

소개하고 있는 글로 보아, 초청 연사의 직업은 소설가이다.

it's my great honor to～: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9. John: 오늘 오후에 뭐 할 거야?

Mary: 글쎄, 특별한 거 없는데.

John: 테니스 치는 게 어때?

Mary:

　정답: ⑤

10. 모든 사람들이 전쟁의 일부가 되었다. 남자와 사내아이들은 싸우

고 있었고, 여자와 소녀들은 공장에서 군수 물자를 만들고 있었고,

또는 민방위와 진화 작업을 돕고 있었다.

　정답: ④

글의 서술시 동등한 역할을 하는 것은 동등하게 표현해 줘야 한다.

문맥상 윗글의 making과 helping은 모두 동등하게 나열된 분사 구

문이므로, 이런 병렬 구조의 문장에서는 같은 format을 유지해야 한

다. 그러므로 while they were는 모두 생략하고 helping만 남겨야

한다.

war materials: 군수 물자 civil: 시민의, 민간인의

11. 모든 사람들이 내게 15살이 되면 굉장한 내적 변화가 있을 거라

고 말했다. 나는 그것이 일어나길 정말로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일어

나지 않았다. 그러나 할머니께서 내가 물어보셨을 때, 난 “예, 전 굉

장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끼고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정답: ④

문맥상 할머니께서 내게 물어보신 것이므로, When my

grandmother asked me가 되어야 하는데, 수동태로 쓸 경우에는

When I was asked by my grandmother가 되어야 하고, 이를 분

사 구문으로 쓸 경우에는, 주절의 주어가 같으므로 주어를 생략하고,

시제도 일치하므로 단순 분사 구문(동사 원형+ ～ing)을 사용하여

Being asked by my grandmother로 써야 한다. 이 때 Being은

생략 가능하므로, 답은 asked by가 되어야 한다. 분사구문에 있어

접속사는 명확한 의미 설명을 위해서 써 줄 수도 있다.

internal: 내적인, 내부의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12～13] (A) Tony 가족의 차가 진흙으로 뒤덮여 있다. 그의 어머

니는 그에게 세차를 하라고 여러 번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세차를 해도 소용없다고 고집을 피운다. 그의 가족이 Expo

여행을 갈 때 어머니는 Tony에게 내일 돌아올 것이므로 여행에 같이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B) 어머니: 오, 이런, 차 좀 봐라. 네게 몇 번이나 말해야 되니?

Tony: 알아요, 하지만 장마철이라 거의 하루 걸러 비가 오잖아요.

곧 다시 더러워질 거예요.

어머니: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럼 난 너를 Expo 여행에 데려갈 수

없다.

Tony: 엄마, 전 꼭 가고 싶어요.

어머니: 넌 갈 필요 없다. 우린 내일 돌아올 거다. 그러니 넌 집에 있

는 게 낫겠다.

12. 　정답: ⑤

차를 닦으려 하지 않는 Tony의 이유나 그러한 태도를 암시하는 말

이 나와야 한다. ① 다시 더러워질 텐데요. ②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

각하세요? ③ 닦아도 소용없어요. ④ 제가 그 일을 해야만 해요? ⑤

차를 가져가셔야만 해요?

messy: 지저분한

13. 　정답: ④

넌 집에 남는 게 낫겠다는 뒷말과 어울리는 거부의 말이 나와야 하

는데, ③ Hurry up and get ready.는 이와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

이다.

messy: 지저분한

14. 이것과 손님은 3일이면 냄새가 난다.(B. Franklin)

이것은 헤엄을 쳐야 하고 새는 날아야 한다.(O. Hammerstein)

고양이는 이것을 먹지만 발을 적시지 않는다.(J. Heywood)

나무는 하늘에서 자랄 수 없고, 구름은 깊은 바다에 존재할 수 없으

며, 이것은 들에서 살 수 없다.(T. Carus)

　정답: ③

헤엄쳐야 하는 것은?

stink: 악취를 풍기다 have got to: ～해야만 한다 wet:적시

다

15. 그것은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것은

일종의 애정이다. 그것은 내가 당신을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함을 의

미할 수도 있다. 그것은 어떠한 말도 없이 예의 바르게 표현하는 방

법일 수도 있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당신이 어리석거나 재미있는 것

을 말했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일종의 반응이다. 핵심

은 상황이나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그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

이다

　정답: ④

전체를 읽고 핵심을 금방 파악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

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씩 대입해 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는 문제이다.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나면 ① excuse와 ② point는

일단 오답이고, 나머지를 읽어보면, 뭔가를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좋아함, 편안하게 하려고 함, 어리석음과 재미의 표현 등을 종

합해 볼 때, 답이 smile임을 알 수 있다.

affection: 애정 polite: 예의바른 feedback: 반응

16. 작가들에게, 페이지에 실린 단어들은 결코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

다. 각각은 바뀔 수도, 재배열될 수도 있다. 작가들은 자기 작품에 본



인의 관심과 기술, 둘 다를 적용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 페이지로부

터 자신을 분리해 내어야만 한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비평을 받아들

여야 하지만, 그것을 의심해야만 한다. 다른 이들의 칭찬을 받아들여

야 하지만, 그것을 훨씬 더 의심해야 한다. 작가들은 다른 이들을 믿

을 수가 없다. 그들은 자기가 자신의 최대의 적이 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정답: ②

‘(그들이) 자기 자신의 최대의 적이 되는 것’이란 앞서 기술한 다른

이들의 비평을 의심하고 더군다나 칭찬은 더 의심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 자기 비판에 적극적이 되란 것임을 알 수 있다.

rearrange: 재배열하다 apply～ to...: ～을 …에 적용하다

caring: 관심 craft: 기술, 기능 be suspicious of: ～을 의심

하다

17. 두 개의 콜롬비아 리듬은 외국에 기원을 두고 있다. ‘cumbia’는

금광에서 일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더운 지역으로 이송된 아프리카의

노예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것은 가족들을 그리워했던 이들의 슬픈

노래다. 이와 대조적으로 ‘banbuco’는 백인, 스페인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것은 더 추운 지방에서 만들어졌고, 스페인 사람들이 그들의

여자 친구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졌다.

　정답: ⑤

두 개의 콜롬비아 리듬의 상반된 기원 및 성격을 서술하고 있으므

로, 대조의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① 그럼에도 불구하고, ② 더욱이,

③ 결과적으로, ④ 간단히 말하자면, ⑤ 대조적으로

region: 지역 golden mine: 금광 zone: 지대, 지역

18. 논쟁은 때때로 엄격한 집안에서는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된다. 그

럼에도 논쟁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자라는 젊은이들의 삶의 방식이

다. 초기 사춘기 때에, 그들은 무엇이든 그들의 부모와 논쟁한다. 나

이가 들어감에 따라 논쟁의 양은 감소하지만, 질은 증가한다. 논쟁은

사춘기 소년소녀들이 그들의 가정 생활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답: ①

사춘기 시기의 논쟁은 normal developing youths의 삶의 방식

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disrespectful: 무례한 rigid: 엄격한 adolescence: 사춘기

quantity: 양

19. 젊은이들은 누구도 늘 승리할 수는 없으며, 졌을 때조차도 게임

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야구부에 들지 못한 아이는 실

망감을 느낀다. 그러나 부모는 너무 빨리 보상을 해 주거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

기 때문이다. 젊은이는 실망을 경험하도록 허락되어져야 한다.

　정답: ①

늘 이길 수만은 없으며, 부모도 쉽게 위로해 주지 말라는 충고엔

실망도 느껴봐야 한다는 생각이 숨어 있다.

misdeed: 악행, 범죄 patriotism: 애국심

20. 이야기가 모든 문화권에서 그렇게 인기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야기 속의 사건들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

지만, 대개 발생한 순서대로 기술되어 있다. 때때로 저자는 자연스러

운 순서를 벗어나 사건들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스타일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그러면 독자인 우리는 사건의 진짜 순서를 이해하기 위해

서 다른 단서들에 의존해야 한다.

　정답: ④

바로 앞 문장의 out of their natural order로 인해, 독자는 다른

실마리에 의존해야 한다.

popular: 인기있는 not ～ always: 항상 ～한 것은 아니다

present: 제시하다 fixed: 고정된, 정해진 frequency: 빈도

sequence: 순서, 연속, 결과

21. 부의 길, 당신이 그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시장으로 가는 길만치

쉽다. 그것은 두 단어에 집약적으로 함축된다. 근면과 절약이다. 즉,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고 그 둘을 최대로 사용하라. 근면과 절약이

없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것들이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

다.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정직하게 얻고, 얻은 모든 것을 저축한다

면 반드시 자신의 목표를 이룰 것이다.

　정답: ③

diligence와 thrift 두 덕목에 관한 글임에 명심하며, 얻을 수 있

는 모든 것을 얻고, 그것들은 ‘저축’하라는 말이 이어질 것이다.

depend: ～에 달려 있다. 의존하다 thrift: 절약

22. 유머의 치유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병원들은 웃음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몇몇 의사들은 ‘웃음차’

라는 수레를 몰고 다닌다. 그것에는 많은 재미있는 책과 유명 코미디

언이 녹음한 1인극이 비축되어 있다. 이 아이디어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따라서, 적어도 건강 관련 직업에서 웃음은 농담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정답: ②

the healing power of humor(유모의 치유력)이 핵심어이다. 그

러므로 웃음은 대단히 효과 있고 성공적이며, joke 같이 여겨지지 않

는다.

heal: 고치다 wheel: (수레바퀴 달린 것을) 움직이다 stock

with: ～으로 비축되어 있다 a variety of: 다양한, 갖가지

monologue: 독백극, 1인극 considerable: 상당한, 중요한

profession: 직업, 고백 tragedy: 비극

23. 경영자는 노동의 질과 양을 분석함으로써 각 노동자가 충족시키

고자 하는 특별한 욕구 수준을 밝혀낼 수 있다. 이 분석에 기초하여

경영자는 각각의 일자리가 양자 모두를 만족스럽게 하는 기회가 되도

록 만들 수 있다. 노동의 경험이 어떤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켰다면,

고용인들은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게 될 것이

고, 경영자는 그들과 더불어 그 혜택을 거둬들일 것이다.

　정답: ①

노동의 질과 양의 분석으로 인한 경영자와 고용인 둘 다의 긍정적

인 효과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identify: (～이 틀림 없음을) 확인하다, 증명하다 analyze: 분

석하다 quantity: 양 analysis: 분석 motivate: ～에게 동기

를 부여하다 harvest: 거두어 들이다 protest: 항의 neglect:



소홀히 하다, 무시하다

24. 지하철 상태가 이 도시의 망신거리이다. 7월 20일 오후 6시경,

거리의 날씨는 상쾌하고 시원하기조차 했다. 그러나 지하철에 들어갔

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온도계는 32℃를 기록했다. 나는 이와 같은

발전의 시대에는 시 예산 내 비용에서 지하철 환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정답: ③

지하철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이용에 불편하며, 이

는 반드시 시 예산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demanding(요구)을 담

은 글이다.

disgrace: 불명예, 망신(=dishonour) thermometer: 온도계

register: 기록하다 ventilate: 환기하다 budget: 예산

greeting: 인사 rejecting: 거절

25. 그림 하나는 천 마디 말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 당신과 당신

부모님을 어떻게 그렸느냐 하는 것은, 당신 자신에 관한 많은 것들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의 모습이 큰 귀를 가지고 있

다면, 당신은 아마도 비판에 민감할 것이다. 친구들은 당신을 좋아하

기 때문에 때때로 당신을 그릴 것이다. 반면에 당신의 큰 눈은 의심

이나 긴장을 내포한다. 마지막으로 짧은 팔은 동기의 부족을 나타낼

지도 모른다.

　정답: ③

외형에 대한 표현 방식으로써 지니고 있는 생각을 알 수 있다는 내

용인데, 갑자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다는 내용이 나타나 글

의 전체 흐름을 깨고 있다.

reveal: 드러내다 figure: 외형 sensitive: 민감한

suspicion: 의심 tension: 긴장 indicate: 가리키다

motivation: (행동의) 동기 부여

26. 한 남자 음악가가 언어 영역인 그의 왼쪽 뇌에 손상을 입어 고통

스러워했다. 나중에 그는 언어에 장애가 있었지만, 그의 음악은 전처

럼 훌륭했다. 반면 어떤 젊은 여자 작곡가는 오른쪽 뇌에 손상을 입

었다. 그녀는 의사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음

악 작곡에 대한 흥미를 모두 잃었다. 그녀는 심지어 음악을 듣는 것

조차 싫어하게 되었다.

　정답: ④

그녀에 대한 설명이므로 일단, ④, ⑤ 중 하나가 답이다. 여자는 언

어 중추인 좌뇌의 손상을 입지 않고 오른쪽 뇌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의사 소통이 어떠했다는 설명이 곧바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주

어진 문장은 ④에 적합하다.

stroke: 타격 afterwards: 후에 brilliant: 훌륭한, 뛰어난,

빛나는 composer: 작곡가

27. 어떤 사람들은 포경업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B) 그러나 고래를 죽이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그리고 경

제적인 이유 둘 다로 인해 중단되어야 한다. (A) 무엇보다도 고래는

하등한 동물이 아니다. (C) 더욱이, 기름 때문에 고래를 죽이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기술이 진보되었다.

　정답: ②

왜 포경업이 중단되어야 하는지를 주장하는 글이다. 제시된 주장에

반대되는 주장이 먼저 나오고(B),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무엇보다

도(Before everything else)’라는 부사구로 제시되고, 그 다음에

‘더욱이(Moreover)’라는 부사어로 이어진다.

whaling: 고래잡이 constitute: 구성하다 humanitarian:

인도주의적인, 인도주의자

28. 우리는 지역의 건강 관리업에서 확고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활

동적이고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우리의 괄목할 만한 성장

률 때문에 확장되고 있는 회사에 소중한 공헌을 할 희망을 가지고 있

는 패기 만만한 프로그램 분석가를 계속해서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적어도 3년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사 관리자에게 이력서

와 원하는 급여액을 적어 보내주십시오.

　정답: ④

‘résumé(이력서)’라는 단어만 알면 끝날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소개에 이어 어떤 사람을 모집하게 되었다,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 사원 모집에 관한 광고글

이다.

dynamic: 활동적인 established: 확립된, 안정된

incredible: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lead to: ～하게 되다

continuous: 끊임없는 recruitment: 신규 모집 ambitious:

야심적인, 패기 만만한 expand: 확장하다 résumé: 이력서

requirement: 필요 조건 director: 관리자 personnel: 사원

29. 영어 수업반에서 문법이 서투른 학생이 있었다. “Santos, 책이

어디에 있지?” 선생님이 물었다. “I don't... don't got it.”이라고

책을 가져 오는 것을 깜박 잊은 Santos가 대답했다. “Santos, 그렇

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 응?”이라고 선생님이 말했다. “자, 반복해봐

요. 나는 책을 가져오지 않았다. 너는 책을 가져오지 않았다. 우리는

책을 가져오지 않았다...” Santos는 알고 싶어했다. “근데요, 모든

책에 무슨 일이 생겼나요?”

　정답: ②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표현에 ‘don't got’을 쓰는 것이 아니라,

‘haven't got’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것을 연습시키기 위해, 선

생님은 여러 인칭을 사용한 예문으로써 연습을 시키고자 하지만,

Santos는 여전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forget to: ～하는 것을 잊다(cf. forget ～ing: (과거에) ～한 것

을 잊다)

30. 수면에 대해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은 사람이 습관적으로 낮에 자

든 밤에 자든 별 차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요해 보이는 것은

이미 확립되어 있는 수면 사이클의 방해이다.

→노동자들의 스케줄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정답: ⑤

잠을 언제 자느냐가 아니라, 확립된 수면 싸이클을 깨느냐, 마느냐

가 관건이라는 내용이므로, 싸이클만 지켜진다면(스케줄이 변하지만

않는다면) 별 문제 없다는(잘 일할 수 있다는) 정리글이 되어야 한



다.

biologist: 생물학자 conclude: 결론짓다 habitually: 습관적

으로 disturbance: 소란, 방해, 교란

31. 강둑은 낮고 평평했다. 촌락과 통나무집의 수는 더 적었다. 마을

의 거주자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마주쳤던 어떤 이들보다도 더 비참해

보였다. 하늘에는 어떠한 새들의 지저귐도 없었고 향기도 없고, 빠르

게 지나가는 구름에서 나오는 움직이는 빛이나 그림자도 없었다. 시

간이 가도 뜨거운 하늘의 변하지 않는 불꽃이 같은 사물을 비췄다.

시간이 지나도 강은 시간 그 자체처럼 천천히 흘러갔다.

　정답: ①

사람들은 비참해 보이고(wretched), 사물의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으면서 강물만 흘러간다면 어떠한 느낌이 들까?

flat: 평평한, 펑크 난 settlement: 촌락, 정착 cabin: 오두막

집 inhabitant: 주민 wretched: 비참한 encounter: 만나다

scent: 냄새, 향기 swift: 빠른 glare: 빛 roll: 흘러내리다,

구르다

32. 어머니가 10까지 세시고 나는 주의깊게 들었다. 그런 다음 어머

니는 나에게 혼자 세어 보라고 하셨고 나는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그녀는 나에게 숫자를 기억하게 만드셨다. 한 시간 후에 나는 100까

지 셀 수 있게 되었다. 숫자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

들을 잊어버릴까봐 난 100까지 반복해서 세면서 정원을 돌아다니며

춤을 추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을 때 나는 100까지 반복해서

세면서 정원을 돌아다니며 춤을 추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을

때 나는 그대로 서서 내가 100까지 셀 동안 들어보시라고 고집을 피

웠다.

　정답: ①

숫자를 잊어버릴까봐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과 아버지께 확인시

키려고 하는 모습, 모두가 진지하고 열성적이다.

again and again: 되풀이하여 insist: 고집하다, 주장하다

earnest: 진지한, 열심인 polite: 공손한, 예의바른 passive: 소

극적인, 수동적인, 활기 없는 critical: 비판적인

33. 고문으로서 나는 과장들과 그들의 생각을 논의하는 데 한 시간

정도 보내기로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잊혀졌고, 외

부 사무실에서의 15분 내지 45분 정도의 오랜 기다림은 보통이었고,

토론 시간은 종종 10분이나 15분으로 줄어들었다. 나는 대개 토론

동안 비인간적인 거리를 계속 유지해야 했고 그들은 책상 뒤에서 움

직이지 않는다.

　정답: ②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고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약속을 어기고

토론 자세도 별로 좋지 않았으므로 필자의 감정은 좋지 않았을 것이

다.

consultant: 고문, 상담역 be supposed to: (～하기로) 되어

있다 outer: 외부의 cut down: 줄이다 keep at: (다른 사람

들에게 ～을) 계속해서 시키다 impersonal: 비인간적인

resentful: 분개한 envious: 부러워하는, 시기심이 강한

34. 그러나 다른 종과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진화는 다른 종

의 진화와 다르다. 우리의 진화는 매우 일반화된 능력으로 귀결되었

다. 그러나 다른 종들에게 있어 진화는 그들의 능력을 특수화했다.

예를 들어 기린은 나무 꼭대기에서 나뭇잎을 먹게 적응되었지만, 나

무에서 나뭇잎을 먹도록 특수화되고 결국 제한되었다. 단지 아주 힘

들게 해서만 몸을 구부려 땅 위의 나뭇잎을 먹을 수 있다.

　정답: ⑤

인류와 다른 종들 사이의 진화의 차이점에 대한 글이다. 그러나 글

서두에 Despite these similarities with other creatures란 어

구를 고려할 때, 앞에는 인간과 동물과의 유사점에 대한 글이 와야

할 것이다.

similarity: 유사성 evolution: 진화 species: 종(種) lead

to: (결과가) ～이 되다 capability: 능력 specialization: 분

화, 특수화 giraffe: 기린 adapt: 순응하다, 적응시키다

graze: 풀을 뜯어 먹다 treetop: 나무 꼭대기 restricted: 제한

된 bend down: (상반신을) 구부리다

35. 나는 방과후에 매우 재미있는 활동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 방과

후 집에 오면 저녁 식사는 대개 준비되어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숙제

를 마치면 난 수영장이나 공공 도서관에 갔다. 주말에는 아버지와 영

화관이나 박물관에도 갔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어머니의 활동과

는 아주 달랐다.

　정답: ③

나의 pleasant activities after school에 대한 글인데, 마지막에

my mother's(activities after school)는 매우 달랐다는 것으로

보아, 다음에는 어머니의 학창 시절의 방과 후 활동이 서술되어야 한

다.

36. All-Star 운동 장비는 가게에 있는 모든 장비에 대해 평생에 한

번 있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스포츠든, 유명 상표의 장비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장비와

가장 저렴한 가격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All-Star 선

수인 Rocky Horwitz는 “나는 모든 스포츠 용품은 A1l-Star에서 삽

니다.”라고 말합니다. 세일은 일 주일 간만 계속되므로 서둘러

Rocky와 함께 하십시오.

　정답: ④

세일중이니 빨리 와서 사라는 마지막 문장을 통해 광고문임을 알

수 있다.

name-brand: 유명 상표의 last: 계속하다 join: 참가하다,

끼다

37. 어떤 TV 기자가 몇몇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꿈이 무엇인지를 물

었다. 한 아이가 대답하길 “제 꿈은 훌륭하고 경쟁적인 학교에 가는

거예요.”라고 했다. 또다른 아이는 “저는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요.”라

고 말한다. 잠시 후 똑같은 프로그램에서 5살 아이가 “개인용 컴퓨터

요.”라고 대답했다. 어린이들은 점점 더 현실적으로 되어간다. 어린

이들이 그들의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격려하지 않는다면, 현실 세계는

로봇이 살게 될 것이다.

　정답: ①



지나치게 현실적이 되어 가는 아이들을 보고 필자는 imagination

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상상력이 없는 지나치게 현실적인 아이들을

극단적으로 로봇에 비유하고 있다.

competitive: 경쟁적인, 경쟁에 의한 respond: 응답하다

millionaire: 백만장자 encourage:격려하다 inhabit: (～에)

살다

38. 2000년까지 지구의 삼림 면적은 1/5 가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

다. 이 손실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가의 열대 우림 지역에서 발생할

것이며 지속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그러한 감퇴는 목재품의 가격

상승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할 것이다. 제3세계의 목재 소비 중 9/10은 요리와 난방에 쓰인

다. (삼림) 부족은 더 많은 현금이 기초 연료에 사용되어야 함을 의

미할 것이다.

　정답: ④

① 열대림의 감소는 계속될 것이며, ② 제3세계의 목재 용도는 요

리와 난방이며, ③ 개발도상국의 열대림은 계속 파괴될 것이며, ⑤

2000년까지는 전세계의 삼림의 20%가 감소할 것이다.

diminish: 줄어들다 a fifth: 1/5(분모부터 기수, 분자는 서수

로 읽으며 분모가 복수일 때에는 분자의 서수에 s를 붙인다.)

permanent: 영구적인, 불변의 decline: 감퇴, 기움 impact:

영향 severe: 심한 consume: 소비하다 shortage: 부족

portion: 부분

39. 나는 섬에서 태어났다. 5살 때 그곳을 떠났는데, 내가 그곳을 떠

날 때 그곳의 3/4에는 발을 들여 놓은 적이 없었다. 나는 최근에 나

와는 지구 반대편에서 태어난 여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녀는

수세대 동안 나의 가족들이 살았던 그 섬을 방문했었다. 그녀는 바닷

가에 있는 마을의 이름을 대며, 내가 모르는 광경을 계속 묘사했다.

나는 너무도 부끄러워 거의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 하면 사람들은 그

들의 고향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나는 믿게 되었었기 때문

이다.

　정답: ②

필자가 만난 사람은 지구 반대편에 사는 여자이다.

set: 놓다, 갖다 대다 name: 이름을 대다 reply: 대답하다

40. Smith 씨는 아내를 공항까지 태워다 주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걱정스럽게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예요.”라고 말했

다. “만약 차가 고장나거나 비탈길에서 미끄러지거나 개를 친다

면…?”, “제발, 걱정 그만해요.” 그가 대답했다. “우리는 아직까지 괜

찮잖아요.” “예, 그렇지만….” “조용히 하고 운전이나 계속하게 해 주

세요.” Smith 부인은 무사히 비행기를 탔다.

　정답: ④

ⓛ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② 늦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③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라.(선입견을 가지지 마라.) ④

다치기 전에 울지 마라.(일이 일어나기 전에 걱정 먼저 하지 말라.)

⑤ 시간이 화살같이 흘러간다.

 terrified: 무서워하는, 겁에 질린 break down: 고장나다

skid: 미끄러지다 ramp: 경사로 run over: 치다 for

heaven's sake: 제발, 아무쪼록

41.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중 누구도 하늘의 색깔을 알지 못했다. 그

들의 눈은 그들에게로 쓸려오는 파도에 고정되어 있다. 이 파도는 하

얀 거품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그들 모두는 바다색을 알고 있다. 수

평선은 좁아졌다 넓어졌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다. 항상 바다의 가

장 자리는 바위와 같아 보이는 파도로 들쭉날쭉했다. 이 파도는 거칠

고 거대하며, 모든 파도는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정답: ③

거센 풍랑에만 눈이 고정된 채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fasten:(시선을) ～에 멈추다, 고정하다 sweep: 몰아치다, 청소

하다 foam: 거품이 일다 horizon: 수[지]평선 widen: 넓어지

다 dip: 내려가다, 가라앉다 jag: 홱 움직이다, 들쭉날쭉하게 자

르다 rough: 거센, 난폭한 huge: 거대한 horror: 공포

indifferent: 무관심한 scared: 겁에 질린 relaxed: 느슨한, 긴

장을 푼

42. 자동차는 능력의 발휘를 제공한다. 운전을 한다는 것은 극복할

도전을 의미한다. 당신의 행동을 기다리고 당신이 숙련되고 필요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사소한 결정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운

전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성인 세계로 가는 통과 의례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운전을 한다면 당신은 유능하고 책임감 있고 능력 있는,

즉 독립된 인간이다.

　정답: ①

마지막 문장(If you drive, you are competent, responsible,

and powerful― your own man.)이 주제문이다.

exercise: 실습, 사용 constant: 끊임없는 parade: 행진

await: 기다리다 certify: 증명하다 skilled: 숙련된

license: 면허 rite: 의식, 관례 passage: 통과 competent:

유능한

43. 좋든 나쁘든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

러나 특별한 기념 의식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날이 있다. 우리가 태어

난 날, 결혼한 날, 죽은 날. 모든 인간은 이러한 사건들에 의해 영향

을 받고 모든 사회는 공통의 특징을 공유한다. 출생뿐만 아니라 결혼

도 기쁨의 순간이다. 죽음은 슬픔의 순간이다. 사회간의 유일한 차이

점은 이러한 사건을 기념하는 방법이다.

　정답: ④

birth, marriage, death에 대해 모든 사회의 공통된 특징을 공유

하며 ceremony를 치루는데, 단지 기념하는 방법만 차이가 난다는

내용이다.

be marked by: ～으로 특징을 이루다 affect: ～에 영향을 미치

다

44. 단체로 다른 나라를 관광하는 전형적인 관광객을 생각해 보자.

그는 공항이 붐비고 불쾌한 성수기에 여행할 것이다. 그의 전세 비행

기는 몇 시간 연착될 것이다. 게다가 그가 만날 유일한 현지인은 관

광객들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결코 행복하지 않은 과로한 종업

원들과 호텔 직원들일 것이다. 그는(관광객은) 집으로 돌아올 때 다



른 문화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식견도 거의 혹은 전혀 갖지 못한 채

돌아올 것이다.

　정답: ⑤

charter: 전세 perform: (임무 등을) 수행하다 insight: 식

견, 통찰력 merit: 가치, 장점 overseas: 해외의

disadvantage: 단점

45. 사람은 단순히 스펀지처럼 지식을 이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외국

어를 배우는 것처럼 그리고 물리학에서 증거를 배우는 것처럼 공식적

인 기술을 배운다. (다시 말해) 교과서를 읽고 추상적인 원리를 이해

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분야의 문제들을 실제로 풀어봄으로써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교과서가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그 지식을 언제 적

용하느냐이다. 사실, 그것이 배움에 가장 중요한 부분임이 드러난다.

　정답: ④

배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when to apply the knowledge

임을 주장하고 있다.

soak up: (지식 등을) 이해하다, 빨아들이다 apply: 적용하다

turn out: ～임이 드러나다

46. 안락한 삶의 조건은 화학적, 물리적인 청결뿐만 아니라 사생활,

공간 및 조용함이 포함된다. 이런 것들은 인간 본성상 매우 뿌리 깊

은 욕구에 속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번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욕구는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안락함들은, 이러한 욕구

들에 관심을 쏟지 않고 발전이 계속된다면 곧 이용할 수 없게 될 것

이다. 너무 늦기 전에 강력한 조처들이 취해져 깨끗하고 사적이고 공

간이 있고 조용한 주거가 보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답: ①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다.

rooted: 뿌리 깊은 unavailable: 이용할 수 없는, 무익한 pay

attention to: ～에 유의하다 due: 적당한 action: 조처

dwelling: 주거, 거주 guarantee: 보증하다

47. 끊임없이 이리저리 급하게 돌아다니는 것은 대부분 시간 동안 스

트레스를 받는 확실한 방법이다. 항상 급하게 어디론가 가거나 어떤

것을 끝마치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아마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일 게다. 최선의 충고로서, 주간 계획을 잘 살펴

보고 어떤 활동을 뺄 수 있는지를 결정해라. 그러면 더 느긋하게 그

중요한 활동들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답: ⑤

rush: 급히 행동하다, 서두르다, 돌진하다 around: 여기저기에

take a look: (주의하여) 보다 drop: 빠뜨리다(=omit) go

about: 착수하다 leisurely: 느긋한, 여유 있는 fashion: 방법,

유행

48. 고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은 결국 그 자신만이 치유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고독이란 마음의 상태일 뿐임을 개인 그 자신이

확신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다. 그는 자신에

게 옆 사람과 같다고 말함으로써 시작해야 한다. 이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짓는 장벽을 더 낮추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고독은 이

러한 장애물들이 더 낮춰질 때만이 근절되고 몰아내질 수 있는 것이

다.

　정답: ①

첫째 문장이 주제문인 두괄식 글이다.

afflicted: 괴로워하는 in the long run: 결국 convince: 확

신시키다 be equal to: ～과 같은 ～을 해 낼 수 있는 lower:

낮추다 barrier: 장벽, 장애물 uproot: 뿌리째 뽑다 expel:

내쫓다

[49～50]

(A)

학교는 어린이들에게 종교를 강제하거나 주입시켜서는 안 된다. 어린

이들은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배경을 가졌

다. 이는 어떤 가치 체계를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설령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종교에 의해 제

공되어지는 틀 밖의 윤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여전히 모른

다. 학교는 학문적인 것에 충실해야 하고 도덕적인 교육은 부모와 지

역 사회에 남겨 두어야 한다.

(B)

미국의 공립 학교는 도덕적인 교육자로서의 그들의 역할을 등한시했

다. 이러한 경시의 값비싼 대가는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공공연한 추

문 뒤에는 만연한 물질주의와 탐욕이 있다.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종업원들은 종종 그들의 고용주로부터 도

둑질을 하고, 학생은 시험 시간에 부정 행위를 한다. 학교는 옳은 것

과 그른 것의 차이점을 가르치는 것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impose: (의견 등을) 강제하다, (의무를) 부과하다

indoctrinate: 주입하다 ethnic: 인종의 agree on: (조건이나

안에) 동의하다 cf. agree with/ to I agree with you. / I

cannot agree to your proposal. framework: 뼈대, 체계

stick to: ～을 고수하다, 충실히 지키다 academics: 지식 교육

moral: 도덕적인 neglect: 게을리하다, 등한시하다

unbearable: 견딜 수 없는 materialism: 물질주의 greed: 탐

욕 public: 공공연한, 공적인 scandal: 추문, 불명예

employee: 피고용인 cheat: 속이다

49. 　정답: ②

50. 　정답: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