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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대본 및 해설

1. [출제의도] 대화하고 있는 대상 찾기

M : That looks mysterious. What is it?

W : Picture language from an ancient culture.

M : What does the picture mean?

W : Guess! It’s easy.

M : Is it a picture of a broken arrow?

W : Exactly! Arrows were used in battle

during that time.

M : Then the broken arrow means “peace.”

Am I right?

W : You are correct. It does symbolize peace.

[해설] broken arrow를 통해 그림 문자의 모양을

알 수 있다.

[어구] ancient 고대의, arrow 화살

symbolize 상징하다

2. [출제의도] 아이의 심정 추론하기

W : What are you doing?

M : Mom, I’m looking for a place to hide.

W : What? Are you playing hide and seek

inside the house?

M : It is raining now. So I cannot play outside.

W : How many times did I tell you not to play

hide and seek inside? If you do that, the

house will be dusty and messy.

M : Then what else can I do with my friends?

W : Why don’t you watch videos or read books?

M : It’s boring.

W : No way! Never play hide and seek inside.

[해설] 숨바꼭질 하고 싶은데 엄마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구] hide and seek 숨바꼭질

dusty and messy 엉망진창인

3. [출제의도] I가 의미하는 것 추론하기

Though you try to catch me, you will never

succeed. I just keep going forward without

stopping. I don’t know how to return or stop.

There is a saying that tide and I wait for no

man. I include past, present, and future. I am

often called gold, because I am as valuable as

gold. Some people make the best use of me.

Others waste me. They feel like they are not

getting enough of me.

[해설]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고 금이라고 종종 불

리며,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

람도 있다는데서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구] tide 조류, include 포함하다

4. [출제의도] 여자가 확인한 사항 파악하기

M : May I help you?

W : Yes, I’m looking for an apartment.

M : How about this apartment?

W : Oh, it’s a great apartment. What is the

rent?

M : It’s only 350 dollars a month.

W : That’s good. How many rooms are there?

M : Two.

W : OK, is there a refrigerator?

M : Sure, it’s in the kitchen.

W : I see.

M : It even has a swimming pool!

W : Swimming pool? That’s wonderful! Who

can use it?

M : Everyone living in this apartment complex

can use it for free.

[해설] 계약 기간 확인에 관한 대화는 등장하지

않는다.

[어구] apartment complex 아파트 단지

5. [출제의도] 주말에 할 일 파악하기

W : Ted, do you want to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M : We went to the movies last weekend.

Why don’t we try something else?

W : I have an idea. Let’s go to the festival

this weekend.

M : Are there any fun things to do at the

festival?

W : There is an eating contest.

M : What is it?

W : Whoever eats the most food wins the contest.

M : I can eat a lot of food. That sounds like fun.

W : OK, then let’s go and try it.

[해설] 대화 중반부의 <Let’s go to the festival

this weekend.> 후반부의 <Whoever eats the

most food wins the contest.>와 <Let’s go and

try it.>이라는 대화에서 축제에 참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어구] whoever 누구든지, 누구나

6. [출제의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파악하기

<man>

M : You have to be careful about what you

eat. If you do not eat rich-colored fruits, you

may develop various health problems. I

recommend that you should eat rich-colored

fruits. They have the ability to make the

body healthy. For example, red fruits like

apples prevent cancer. Yellow fruits like

bananas are good for lowering cholesterol.

Also green fruits like kiwis make people feel

good and relaxed.

[해설] 색채가 풍부한 과일들은 질병예방은 물론

정신적 안정, 노화방지를 해 준다는 데서 색채가

풍부한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함

을 알 수 있다.

[어구] various 다양한

rich-colored 색채가 풍부한

prevent 막다, 방지하다

7. [출제의도] 지불 금액 파악하기

M : Hello! Can I help you?

W : Yes. I would like some ice-cream. How much

is it?

M : It’s four dollars. If you buy three, you can

get one more for free.

W : Then I’ll buy three.

M : What flavor would you like?

W : Two chocolate and two strawberry, please.

Here’s twenty dollars.

M : Thank you. Here’s your change, eight dollars.

Have a good day!

[해설] <If you buy three, you can get one more

for free.>에서 3개 사면 한 개가 공짜라는 점에

주의하면 지불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8. [출제의도] 두 사람의 관계 파악하기

M : Hello, Julie. I’m Tom from TBC news. Your

latest book is about butterflies. Many people

say your books are very interesting and

good for children. Do you have any advice

for children who want to become a writer

like you?

W : Many young people ask me that question. I

usually tell them to keep a diary. Every day

they can write about what they see and

what they think by using words or pictures.

It is also very helpful to read books

everyday.

[해설] 남자는 <I’m from TBC news.>와 여자에

게 질문하는 내용에서 기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당신과 같은 작가가 되기 위해 조언해 달라는 남

자의 마지막 질문에서 여자가 작가임을 알 수 있

다.

9. [출제의도] 세탁과 건조시간 파악하기

W : You have a lot of clothes there. It’ll take

a long time to wash them all.

M : Really? This is my first time to use the

washing machine at school. I don’t know

how long it will take.

W : Are you going to wash clothes, and then

dry them as well?

M : Yes.

W : Ok, then it takes 30 minutes to wash clothes.

M : It doesn’t seem so long.

W : It takes another 30 minutes to dry.

M : Wow! That’s a long time.

W : Why don’t you read a book while washing

your clothes?

M : That’s a good idea!

[해설] 세탁하는 데 30분, 건조하는 데 30분 걸리

므로 총 1시간이 걸림을 알 수 있다.

[어구] take 시간이 걸리다

washing machine 세탁기



10. [출제의도] 여자가 문의하는 내용 파악하기

W : Hi, Mr. Smith. May I see you for a minute?

M : Sure. Come on in. What can I do for you?

W : I want to change my class schedule.

M : OK. What do you want to change?

W : I want to switch history class for art class.

M : Well, I’m sorry. You can’t do that. The

art class is already full.

W : Ah, no way!

M : Is there any other class you want to take?

W : What about music class?

M : Let me check. (pause) Good, that’s available.

[해설] 여자의 <I want to change my class

schedule.>와 <I want to switch history class

for art class.>에서 과목 변경을 문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구] class schedule 수업시간표

11. [출제의도] 약속한 요일 파악하기

W : Picasso’s paintings will be displayed in

the City Art Museum. Would you like to

go there with me?

M : Fantastic! I like Picasso. How about

Monday?

W : I’m taking piano lessons every Monday

and Friday. Are you free on Tuesday?

M : Well, I have to cut the grass.

W : What about this weekend?

M : I’m sorry I can’t. I’m planning to visit

my grandparents.

W : You are so busy.

M : Not really. Just this week! Is Wednesday

OK with you?

W : I have an appointment with a dentist

Wednesday morning, but I will be free

in the afternoon.

M : That’s great. See you then.

[해설] 여자가 수요일 오후에 시간이 있다고 하

자, 그날 만나자고 하는 남자의 말에서 수요일임

을 알 수 있다.

[어구] fantastic 멋진, 훌륭한

12. [출제의도] 대화 내용 파악하기

M : Where do you want to go, ma’am?

W : To the City Hall.

M : Are you new to Chicago?

W : I have been here before.

M : How do you like this city?

W : Mostly, I like it. The big lake is wonderful.

M : Is there anything you don’t like?

W : Well, everyone is always in a hurry.

M : You’re right. And what do you think of

the weather here?

W : It’s too windy.

M : That’s true.

[해설] 시카고에 대한 여자의 인상에서 시카고 사

람들이 서두르는 점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어구] in a hurry 급히, 서둘러

13. [출제의도] 상황에 적절한 대화 파악하기

① M : How long can I keep the books?

W : Return them within two weeks.

② M : What happens if I return the books late?

W : You will have to pay a $5 fine.

③ M : I would like to book a ticket to L.A.

W : When are you leaving, sir?

④ M : How many books can I check out at

a time?

W : Up to 10 books.

⑤ M : What time does the library close?

W : It closes at 11:00 p.m.

[해설] 도서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화이므로 ③

번의 L.A.행 비행기 예약에 관한 대화는 관련이

없다.

[어구] return 반납하다, fine 연체료

book 예약하다

14. [출제의도] 상황에 적절한 응답 파악하기

W : Where are you going?

M : I’m going to the flea-market.

W : Free-market? Is everything free there?

M : No. It’s a flea-market, not free market!

W : Still, I don’t get it. A flea? Is it a kind

of insect?

M : No. It is a market where people can buy

and sell used things. I bought this jacket

for only 3 dollars there.

W : Wow! It looks like a new one! By the

way, what do they sell?

M : All kinds of things.

W : What an interesting place! I want to go

there. I need to buy a used digital camera.

Can I get one?

M :

[해설] 벼룩시장에서 중고 디지털카메라를 살 수

있는지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가능 여부를 답할

수 있는 말을 추론할 수 있다.

[어구] flea market 벼룩시장

15. [출제의도] 상황에 적절한 응답 파악하기

W : Sam, will you do me a favor?

M : What is it?

W : I’m going to be out of town for a month.

I have a business in Florida. So will you

take care of my plants?

M : Your plants? You have all different kinds

of plants. Don’t they need special care?

W : Not at all. It’s simple.

M : Well, the only thing I know about plants

is they need water and sunshine.

W : That’s right. My home has a wide window,

so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sunshine.

M : Really? What should I do then?

W :

[해설] 플로리다에서의 사업차 한 달 동안 집을

비우게 됨에 따라 집에 있는 식물을 돌보아 달라

고 남자에게 부탁하고 있다.

16. [출제의도] 상황에 적절한 응답 파악하기

W : My younger sister makes me angry.

M : What happened?

W : She spilt water on the book that I was

reading.

M : The book you borrowed from Mike?

W : That’s it!

M : Uh-oh. Why didn’t you keep that book

away from her?

W : You can say that again. It was my

mistake.

M : Mike really cares about his books. You

know that.

W : Right. He is very sensitive about his

books. I don’t know what to do.

M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해설] Mike로부터 빌린 책에 여동생이 물을 엎

질러 여자가 걱정을 하는 장면에서 남자가 문제

해결에 관해 조언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

다.

[어구] spill 엎지르다, sensitive 민감한, 예민한

You can say that again. 네 말이 맞아

17. [출제의도] 담화의 상황에 알맞게 말하기

(man : boy’s voice)

It’s my mother’s birthday today. My father is

preparing a lot of delicious food. He always

cooks on my mother’s birthday. My father is a

good cook, but he is too slow. He hasn’t finished

cooking yet. We usually have dinner at 6:00. But

it’s already 8:00 now. My mother and I are still

waiting for our dinner. We have no idea when it

will be ready. It seems that it will take one

more hour.

(woman) In this situation, what will the son

most likely say to his father?

The son : Dad,

[해설] 어머니의 생일날에는 꼭 아버지가 요리를

하는 데 요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들이 아

버지가 요리하는 동안 저녁식사를 기다리는 상황

에서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 읽기 **

18. [출제의도] 설명하는 대상 찾기

[해석] 나는 학생들과 관련이 있다. 그들은 나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때때로 나는 학생들에게

고통이나 즐거움을 줄 수가 있다. 일부 선생님들

은 1년에 두 번 이상 각 학생의 가정으로 나를 발

송한다. 부모들은 나로 인해 기분 좋아 하기도 하

고, 화를 내기도 한다. 나는 시험에서 학생들이 얻

은 성적을 보여준다.

[해설] 학업성취 결과를 나타내는 학생들의 성적

표에 관한 내용이다.

19. [출제의도] 지칭의 의미 추론하기

[해석] 거의 모든 사람들은 처음 이것을 할 때 두

려워한다. 그러나 이 일은 환자를 도울 수가 있다.

당신이 정말로 혈액을 필요로 할 때 이 일로 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시작될 때 팔에 순

간적인 따끔함이 느껴진다. 대략 15분에서 30분

정도면 전 과정이 끝난다. 일단 이것을 하고 나면

당신은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반창고를 붙

인 다음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 몇 시간 이내에



당신의 몸에서는 피를 다시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은 피를 잃은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

요가 없다.

[해설] 헌혈의 과정과 헌혈 후 회복에 관한 내용

이다.

[어구] sting 따끔한 찔림, flow 흐름, 유출

replace 복원시키다

20. [출제의도] 글을 쓴 목적 판단하기

[해석] 어린이 연기자가 되려면 어려서 시작해야

만 한다. 노래나 춤이나 연기 등 가능한 많은 교

습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한 잡지나 신문

에서 어린이 사진 모델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

다. 유능한 사진사에 가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

라. 여러 가지 옷을 입고 다양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라. 그리고 그 사진들을 잡지 편집장이나 영

화감독 같은 유력 인사에게 보여주어라. 그러면

선발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해설] 어린이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델이나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배우로 발탁될

기회를 얻을 것을 조언하고 있다.

[어구] various 다양한, editor 편집자

21.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해석] 잘못을 할 때마다 항상 변명을 하는 꼬마

가 있었다. 우유를 쏟으면 그의 엄마는 조심성 없

다고 그를 꾸짖곤 했다. 그는 그럴 때마다 “내 잘

못이 아니에요. 엄마. 우유가 내 컵에서 뛰쳐나갔

어요.”라고 말하곤 했다. 어느 날, 그의 엄마는 뭔

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는 무슨 일인지 보

려고 뛰어 나와 층계 바닥에 가장 애지중지하는

꽃병이 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엄마는 꼬마

에게 “네가 꽃병을 층계 아래로 밀었니?”라고 소

리쳤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은 꽃병

이 잘못한 거예요. 나는 오직 한 계단만 밀었어요.

나머지는 꽃병이 스스로 떨어진 거예요”라고 꼬마

가 말했다.

[해설] 자신의 잘못에 대해 늘 변명을 둘러대는

한 소년에 관한 글이다.

[어구] scold 꾸짖다, lie ～에 놓여있다

22.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해석] 농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를 보러 가면 치

어리더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들의 역할은 관중

을 열광시키는 것이다. 미국 최초의 치어리더는

남자였다. 193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여자 치어

리더가 등장했다. 오늘 날 남녀 모두 치어리더가

될 수 있다. 그들은 남녀가 함께 활동할 때 가장

활기차기 때문에 대개는 팀으로 활동한다. 그들은

음악에 맞추어서 특별한 구호나 율동을 연습한다.

남자 치어리더들은 여자 치어리더들을 공중으로

높이 올렸다가 받는다.

[해설] 남녀 치어리더가 함께 활동할 때 가장 활

기차다는 점에서 빈 칸에 팀으로라는 말이 들어가

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문맥상 적절한 어구 추론하기

[해석]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개와 우편배달부가

서로에게 친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편배달부

가 집집마다 우편물을 배달할 때마다 개가 짖고

심지어 물기도 한다. 그러나 늘 그런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개와 우편배달부가 사이 좋게 지내

는 이야기가 있다. 한 뉴욕 우편배달부가 그의 구

역에서 만나게 된 세 마리의 개와 친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그가 그의 구역에 우편물을 배달할 때

그 세 마리 개들이 항상 그를 쫓아다녔다. 편지를

들고 어느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 세 마리 개들은

바깥에 머무르면서 그를 기다렸다.

[해설] 전반부에서는 개와 우편배달부의 사이가

좋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글의 후반부

에서는 개와 우편배달부의 관계가 좋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사이좋게 지낸다는 말이 빈 칸에 들어가

는 것이 적절하다.

[어구] bite 물다, though 그러나

24. [출제의도] 문맥상 적절한 어구 추론하기

[해석] 만일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땀을 많이

흘리면 당신은 물을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온

음료를 마시겠습니까?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것

은 당신의 운동 시간에 따라 좌우된다고 한다. 만

일 한 시간 이상 운동을 한다면 이온음료를 택해

야만 한다. 그러나 한 시간 이내로 운동을 했다면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Connecticut

대학의 어떤 연구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20분마다 최소한 반 컵의 물을 마셔야 한다.

[해설] 1시간을 전후로 한 운동의 결과에 따라 물

과 이온음료의 효과가 다르므로 빈 칸에 운동시간

에 따라 좌우된다 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

하다.

[어구] work out = exercise 운동하다,

25. [출제의도] 글의 내용 파악하기

[해석] Walter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

지만 그는 대학에 가까스로 진학했다. 그는

Mississippi에 있는 Tougaloo 대학을 졸업했다. 그

리고 나서 그는 New York으로 갔다. 그는

Manhattan 음악 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오페라 가수로 성공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흑인에게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다른 직

업을 찾아야 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가

르치는 일로 선회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

사가 되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서 일했고 그들

의 문제를 이해했다.

[해설] Walter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음악을

전공했으나 오페라 가수로서 성공하지는 못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어구] master’s degree 석사학위

26. [출제의도] 문맥에 적절한 어법 판단하기

[해석] 한 여자가 샴푸 상자 앞에 서 있다. 그녀

는 한 상품을 선택한다. 이것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좋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지도 모른다. 요

즘에는 많은 상품이 품질과 가격 면에서 꽤 비슷

하다. 상품이 서로 비슷하다면 무엇이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브랜드를 선택하게 하는가? 아마 TV

광고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해설] (A) box는 셀수 있는 명사이므로 lots of

다음에 복수 형태인 boxes가 적합 (B) many

products를 지칭하는 소유격대명사인 their가 적합

(C) make + 목적어 + 동사원형을 취하므로 buy

가 적합

[어구] quality 질, influence 영향을 끼치다

27. [출제의도] 문맥에 적절한 어법 판단하기

[해석] 미국에는 먹을 음식이 충분치 못한 사람들

이 매우 많다. 이들 중에는 어린이들도 있다. 미국

에는 식량이 충분치 못한 가정의 아이들이 3백 만

명 이상이다. 배고픔을 겪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주의를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은 운

동장에서 뛰어다닐 힘이 부족하다. 오랜 기간 동

안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아이들의 성장

과 뇌의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

[해설] (A)선행사(people)가 사람이므로 관계대명

사 who가 적합 (B)주어(Children)가 복수이니까

have가 적합 (C)주어로 동명사(getting～)가 오는

것이 적합

[어구] deal with ～을 겪다, ～을 다루다

have trouble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28. [출제의도] 문맥에 적절한 어법 판단하기

[해석] 1976년 4월 6일에 나는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다. 어머니는 나를 출산하던 날 나를 볼 수

가 없었다. 한 달 뒤 마침내 어머니는 나를 만날

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서 걱정을

했지만 어머니는 전혀 놀라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나를 처음 보았을 때 “이렇게 귀여울 수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녀는 나를 보고 매우 행복해 하는

것 같았다. 그 시절에 부모들은 장애 자녀들을 남

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외출할 때 항상 나를 데리고 다니

셨다.

[해설]

① had born → was born(태어났다)

② be allowed to 동사원형 : ～을 허락받다

③ be shocked ～에 놀라다

④ 감탄문의 어순 How 형용사 주어 동사!

⑤ look + 형용사 : ～하게 보이다

[어구] handicapped (신체적, 정신적)장애가 있는

give birth to 출산하다

29. [출제의도] 문맥상 적절한 어휘 추론하기

[해석] 사람들이 집을 깨끗하게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한 의학교수는 엄청나게 많은 먼지

진드기가 집에 득실거린다고 경고한다. 그런 먼지

진드기는 다양한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당신이 먼

지 진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다. 예를 들어, 깔개나 커튼을 청결하게

하라. 그리고 먼지 진드기가 더운 곳에서 더 빠르

게 번식하니까 실내의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시켜

라.

[해설] 문맥상 (A)는 warns (B)는 prevent (C)는

cool이 적절하다.

[어구] mite 진드기 prevent 방지하다, 막다

30. [출제의도] 문맥상 적절한 어휘 추론하기

[해석] 미국에 있는 가장 큰 햄버거 식당에서 아

픈 아이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좋은 생각을 했다.

다음은 그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아픈 아이들은 그들의 집에서 먼 병원

에서 치료를 자주 받는다. 이런 아픈 아이가 있는

가정은 병원 근처로 이사할 형편이 안 된다. 그래

서 이 회사는 아픈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서 각별히 준비한 집을 지었다. 이런 집들은 병원

근처에 위치해 있다. 이런 집의 방세는 하루에 단

지 10달러였다. 이러한 아이디어 덕분에 아픈 아

이들은 가족과 함께 계속 살 수 있었다.

[해설] 문맥상 (A)는 works가 (B)는 built가 (C)

는 live가 적절하다.

[어구] treatment 치료, 처치

31. [출제의도] 실용문 이해하기

[해석]

① 체스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10불을 지불해야 한다.

② 오전 8시부터 30분 동안 등록할 수 있다.

③ 등록에 늦은 사람들은 첫 경기를 할 수 없다.

④ 체스시합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트로피와 리본

을 준다.

⑤ 전화로 문의하거나 등록이 가능하다.

32. [출제의도] 글의 주제 파악하기

[해석] 과거에는 시력 검사표가 사람들의 시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요즘에

는 새로운 장치가 대신 사용되어 진다. 이 장치는



시력이 얼마나 좋은 지를 나타낸다. 이 장치는 시

력 측정을 위해 사람들의 눈에 만개 이상의 광선

을 보낸다. 이 광선이 눈에 들어가서 수정체가 빛

을 얼마나 정확하게 굴절하는 지를 계산한다. 10

초 후 이 장치는 시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

다. 이런 기술로 인해 더 이상 사람들은 시력 검

사표를 보고 숫자를 말할 필요가 없다.

[해설] 시력검사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검사 장치

의 도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어구] accurately 정확하게, measure 측정하다

33. [출제의도] 글의 주제 파악하기

[해석] 뇌의 기능을 보다 더 활발하게 하고 싶으

면 많은 과일을 먹어야만 한다. 과일에 포함된 성

분중의 하나는 천연 당분이다. 그 성분은 보다 더

빠르게 사고하고 정보를 더 오래 기억하게 해준

다. 또한 뇌를 자극한다. 그러므로 과일은 뇌에 좋

은 식품이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과일

섭취가 또한 도움이 된다. 과일을 많이 먹으면 시

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해설] 과일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어구] stimulate 자극하다

34. [출제의도] 글의 내용 파악하기

[해석]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독한 냄새 때문에 스

컹크를 싫어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통 스컹크에

대해서 모르는 몇 가지가 있다. 스컹크는 치즈를

좋아하고 랩 음악을 싫어한다. 스컹크는 들쥐, 생

쥐, 그리고 딱정벌레를 잡기 때문에 인간에게 도

움이 된다. 스컹크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기 전에

항상 경고를 하는 공정성을 보여준다. 그것들은

경고의 표시로 꼬리와 앞발을 들어올린다. 또한

스컹크가 매우 근시안이어서 멀리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해설] 스컹크는 멀리 있는 사물을 잘 보지 못한다.

[어구] beetle 딱정벌레, fair 공정한

near-sighted 근시안의

35. [출제의도] 글의 순서 정하기

[해석] 당신은 피자 한 판, 샐러드, 그리고 콜라를

한 끼 식사로 먹기에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

는가? 그런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A) California의 한 사업가는 같은 고민을 하다가

Los Angeles에 ‘한입-크기’ 식당을 개업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C) 이 식당에는 32가지의 적은 양의 음식들이 메

뉴에 있었다. 어떤 ‘한입 크기’의 음식도 3달러를

넘지 않았고 어떤 음식은 1달러도 안되었다.

(B) 가격이 싸서 그 식당은 매우 인기가 있었다.

사람들은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적은 양을

보다 더 싼 가격에 먹을 수가 있어서 그 식당을

좋아했다.

[해설] 음식 주문에서 크기가 다양하지 못한데 대

한 어려움을 해소한 한 음식점의 성공에 관한 내

용이다.

[어구] bite-size 한입 크기

36.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해석] 철자 F는 영어에서 주된 하나의 소리를 낸

다. father, after, roof 에서는 발음이 같다. 한 단

어 속에서 F가 겹치는 단어는, coffee의 경우처럼

, F가 하나인 경우과 같은 발음을 낸다. 철자 F가

V 발음이 나는 아주 흔한 단어가 하나 있다. 그

단어는 of 이다. 몇몇 단어에서는 철자 GH가 F

발음을 낸다: 그러나 이런 경우 어두에서는 일어

나지 않는다. 철자 GH가 F 발음을 내는 경우는

laugh 이다.

[해설] 철자와 발음규칙에 관한 글이다.

[어구] the same as ～ 와 똑같은

37. [출제의도] 글의 내용 요약하기

[해석] Alice는 크리스마스트리로 달려가서 멋진

선물들을 보았다.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다른 친

구들보다 적은 선물을 받았다. 아마 그녀는 자신

이 가장 원했던 것들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

때 그녀는 왜 자신의 선물이 적은 지에 대해서 궁

금해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는 자신 앞에 있

는 선물만으로 만족했다. Alice와 달리 당신은 지

금 갖지 못한 것들을 생각한다. 그것은 일상적인

즐거움을 빼앗아간다. 왜 당신은 크리스마스트리

옆에서 행복하게 앉아있는 Alice처럼 당신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가?

[해설] 아이의 조그마한 만족을 통해 우리로 하여

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할 것을 주

장하고 있다.

38. [출제의도] 글의 분위기 파악하기

[해석] 나는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 기도를 끝내

고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따라 마셨다. 나는 뒤뜰

밖으로 걸어 나가서 주변의 야생화들을 보았다.

나는 신선하고 달콤한 공기를 느꼈다. 이슬방울이

아침 햇살에 빛나면서 부드러운 빛을 반사하고 있

었다. 나비들은 내 왼편에서 춤추고 있었다. 파랑

새들은 사과나무와 핑크색 꽃들 속에서 노래하고

있었다. 벌새들은 즐겁게 노래하고 있었다. 부드러

운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는 가운데 나는 파란 하

늘을 올려다보았다.

[해설] 밝은 아침, 자연 풍경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어구] dewdrop 이슬방울

reflect 반영시키다, 반사하다

breeze 산들바람

hummingbird (미국의)벌새

39. [출제의도] 글의 요지 파악하기

[해석] 5살까지의 어린 아이들은 음식을 먹다가

죽을 수도 있다. 위험한 음식에는 사탕, 포도, 견

과류가 포함된다. 보통 그것들은 둥근 모양이며

아이들이 먹기에 조금 크다. 이것들은 목안에서

걸리기가 쉽다. 이런 상황은 아이들이 숨을 잘 쉴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둥

글고 커다란 음식들을 작은 조각으로 자를 필요가

있다. 보모들이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음식을 줄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

[해설] 음식으로 인하여 어린아이가 질식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

[어구] throat 목구멍

40. [출제의도] 글의 요지 파악하기

[해석] 농부가 더 많은 씨앗을 얻기 원할 때 씨앗

을 가져가 땅에 뿌린다. 남이 웃기를 원하면 당신

이 먼저 웃음을 지어라. 사랑을 원하면 먼저 남을

사랑해라. 당신이 남을 도우면 그들 또한 당신을

돕는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돈을 주기를 원하는

가? 그렇다면 당신의 것을 나누어 주어라. 당신이

베푼 것이 당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마련이다. 가

진 것을 베풂으로써 당신은 원하는 것 이상을 얻

을 수 있다.

[해설]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거든 베풀어야 한다

는 교훈을 주는 글이다.

[어구] seed 씨앗, affection 애정, 관심

41. [출제의도] 주인공의 심경 추론하기

[해석] 나는 옥수수 밭에 숨어서 그가 나를 알아

보지 못하기를 원했다. 그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소리치자, 다른 7명의 거인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마치 그의 하인들처럼 보였다. 거인이 명령을 했

을 때, 그의 하인들이 내가 숨어 있는 밭의 옥수

수를 베기 시작했다. 나는 거인들의 날카로운 칼

에 의해 산산조각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들이 나를 향해 다가오자, 나도 피해 도망갔다. 마

침내 나는 밭의 가장자리까지 몰렸다. 갑자기 비

가 세차게 내렸다. 내가 숨을 곳은 더 이상 없었

다.

[해설] 주인공인 I가 쫓기는 장면이므로 두려

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구] cut into pieces 산산조각 나다

relieved 안도하는

42. [출제의도] 자연스런 글의 흐름 찾기

[해석] [그 말은 벌떡 뛰어 올랐고 나는 선인장

더미로 떨어졌다.]

작년에 부모님과 나는 휴가차 농장으로 갔다. (①)

나는 매우 행복했고 흥미진진했다. 농장에 도착하

자마자 나는 멋진 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②) 나

는 말 타는 법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래서

곧바로 말위에 올라탔다.(③) 내가 말 위에 앉아있

는데 말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어떻게 말을 멈춰

야 할지를 몰랐다. (④) 말은 선인장 농장을 가로

질러 달리다가 땅 위에 있는 뱀을 보았다.(⑤) 나

는 선인장 가시를 뽑아내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

다.

[어구] cactus 선인장, thorn 가시

43. [출제의도] 글의 제목 정하기

[해석] 신데렐라 이야기는 유명하다. 많은 나라에

서 다양한 버전으로 발견된다. 아프리카에서는 이

복자매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필리핀에서는 숲

의 정령이 신데렐라를 돕는다. 중동의 신데렐라는

신년 파티에 참석한다. 신데렐라가 언제나 여자인

것은 아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어린 소년인 Becan

이 공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산다. 심지어 신데

렐라 랩도 있다: 신데렐라는 농구선수를 만나고

싶어서 파티가 아니라 농구장에 가기를 원한다.

[해설] 여러 나라의 다양한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다룬 글이다.

[어구] spirit 정령, 영혼

44. [출제의도] 글의 제목 정하기

[해석] 거의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사용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원리를 생각해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 휴대폰은 큰 나무 탑들이

보내는 신호에 의해 작동된다. 이 탑은 높이가

300m이다! 그 모습이 보기 흉해서 요즘 일부 사

람들은 그것들을 싫어한다. 그러자 휴대폰 회사들

이 획기적인 생각을 해냈다. 그들은 진짜 나무처

럼 보이는 탑을 만들기 시작했다. 고속도로를 운

전할 때 정말로 큰 나무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

다. 이것이 나무처럼 보이는 송수신 탑이다

[해설] 휴대폰 통화에 필요한 신호를 전달하는 나

무 모양의 큰 송수신 탑에 관한 내용이다.

[45-46]. [출제의도] 글의 제목 정하기,

지칭하는 대상 찾기

[해석] 많은 TV 용어들은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

심지어 television이라는 단어도 두 단어로 이루어

진다. 이 단어들은 far(멀리)와 to see(보다)라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이다.

soap opera는 TV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최초의

soap operas는 라디오에서 방송된 이야기였다. 그

프로그램은 수년 동안 방영되었다. 비누회사들은

TV에서 이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동안 그들의 제

품을 광고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이런 프로그

램을 soap operas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내용이 진지한 TV프로그램은 drama라고 불린

다. 그리고 재미난 프로그램은 comedy라고 부른

다. 어떤 것은 재미있으면서 내용이 진지하기도

하다. 이런 것은 dramedy라고 불린다. 마찬가지로

sit-com은 situation(상황)과 comedy(코미디)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infomercial은 또 다른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

다 이 단어는 information(정보)와 commercial(상

업광고)의 합성어이다. informercial은 1980년대에

시작됐다. 오늘날 온갖 종류의 상품에 관한 장시

간의 informercial을 특히 유선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해설] 두 단어로 이루어진 TV용어의 합성어에

관한 내용이다.

[어구] term 용어

combination 조합, 결합

commercial 상업광고

[47-48]. [출제의도] 글의 주제 파악하기,

빈 칸에 적절한 어휘 추론하기

[해석] 일본에서, robot pets(로봇으로 된 애완동

물)가 최근 들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어떤 사람

들은 그것이 인간의 친구가 되어가고 있다고 믿는

다. 다른 사람들은 robot pets는 개나 고양이와 같

은 진짜 애완동물을 대신할 수 없는 장난감에 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robot pets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애완동

물사이의 유사점을 알고 있다. 그러한 robot pets

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다. 인간이나 동물처럼,

그들도 아기, 어린이, 성인의 단계를 거친다. 일상

의 대화와 관심이 robot pets의 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robot pet과 상호작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은 더 빠르게 성장한다.

그러나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들

은 robot pets이 진짜 동물을 모방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장난감에 불과

하다. 그들은 인간이나 동물처럼 감정이나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

이 robot pets을 진짜 애완동물보다 더 선호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해설] 실제동물과 인조 애완동물의 유사점 및 인

조애완동물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시각에 관한

내용이다.

[어구] attention 관심

interaction 상호작용

imitate 모방하다

[49-50]. [출제의도] 자연스런 글의 순서 정하기

글의 내용 파악하기

[해석] (B) 한 젊은이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었

다. 몇 달 동안 그는 스포츠카를 갖고 싶어 했다.

그는 부친께 졸업 선물로 스포츠카를 사 달라고

부탁했다. 졸업식 날, 젊은이는 차를 샀다는 부친

의 은근한 암시를 기다렸다.

(A) 드디어, 그의 부친이 그를 방으로 불렀다. 그

는 아들에게 아름답게 잘 포장된 선물상자를 건네

주었다. 아들은 상자를 열고 성경을 발견했다. 화

가 나서 그는 부친께 언성을 높이며 “아버지의 그

많은 돈으로 겨우 성경 한권을 사주시는 건가요?”

라고 말하고 집을 나갔다.

(C) 몇 년이 지났고 졸업식 이후로 젊은이와 그

부친은 만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부친의 사망

부고장과 몇 년 전 그가 두고 간 성경을 받았다.

눈물을 흘리며, 그는 성경을 펴서 책장을 넘겨보

았다. 성경을 읽는 그 때, 자동차 열쇠가 성경 틈

에서 떨어졌다. 그 열쇠에는 자동차 판매인의 이

름이 적혀있는 꼬리표가 달려있었다. 또한 꼬리표

에는 그의 졸업날짜와 지불완료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해설] 아버지에게 사죄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식에 관한 편지를 받았다.

[어구] pass away 돌아가시다(죽다)

purchase 구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