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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그림이해
W: Hey, Tony. It's a surprise to see you here. What are you doing here?M: Hi, Jenny. I'm looking for a birthday gift for my friend Kent.W: Do you have anything particular in mind?M: Actually I'm thinking of buying a pen holder. W: Sounds good. Oh, how about this one? M: You mean the rabbit-shaped one? But I don't think Kent will like it.W: Then how about this wooden square-shaped one?M: But it's too plain. I want a unique one.W: Oh, look at this football-shaped one. Kent likes football, doesn't he?M: Looks good, but I think this one with a clock is more attractive. W: You mean the one with a clock on the flag? Oh, that looks a lot better than the football-shaped one.M: Yeah, I've made up my mind.   

2. [출제의도] 심경 변화 추론
W: Are you tired of driving?M: No, I'm doing fine.W: Okay, then I'm going to look through the papers for the meeting. Oh, no. What did I do with my briefcase?M: Isn't it on the back seat?W: No, I don't see it. I might have left it in the hotel room.M: If you want to go back, I'll turn the car around.W: Well, I'm afraid we should go back. All my important papers are in it. M: I'll turn off at the next road and... Wait a minute. I remember you were carrying it to the elevator. W: Really? Then where did I put it?M: Well...W: Oh, I remember now. I put it in the trunk of the car. We don't need to go back.

3.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
W: Today, the subway is becoming more popular as a means of public transportation.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its popularity. First, it is punctual. It is not affected by traffic congestion, so it almost always runs according to the timetable. Next, the subway is not influenced by weather changes. It runs at its normal speed regardless of weather conditions. In addition, the subway is relatively cheap to use. A ride costs only about two dollars and it includes free transfers at stations where subway lines intersect. Lastly, the subway is environmentally friendly. In fact, it emits practically no harmful gases. 

4.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
M: May I help you?W: I'd like to get my student ID card, please.M: Fill out this form and give me your picture and the receipt.W: I'm sorry... receipt?M: Yes. The receipt you got after paying the 

registration fee.W: Oh, I don't have it. Do I need that to get the ID?M: I'm afraid so. Did you lose it?W: Yes, I think so. What should I do, then?M: Don't worry. You'd better go over to the administrative office. You can have it reissued.W: Thanks. But where is the administrative office?M: It is the same place you paid the registration fee.W: I see. Thank you very much.
5.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

M: Hi, Mary, I know you're an expert in skincare.W: Well, I wouldn't say that, but I do know something. So how can I help you?M: I think I have oily skin and there're always small bumps here and there on my face. How can I get rid of them? W: Well, I would suggest that you wash your face often. And every night you should rinse your face with slightly warm water, then pat it dry with a clean towel. M: I see. I'll do it from today. W: And I will get you a cream tomorrow.M: What cream?W: It's pretty effective in wiping out dirt and oil. It rids your face of dead cells.M: Sounds good. W: Just use a small amount on the oily areas. Also, don't rub it hard.M: I'll keep that in mind! Thanks. 
6. [출제의도] 담화의 목적 추론 

M: As many of you know, last Friday was the deadline of our campaign to name our company's mascot. Our cute Teddy bear, which decorates all of our product boxes, has been nameless since its creation twenty-five years ago. The response to this campaign was literally explosive. We received over seventeen thousand entries. Each sender, of course, is hoping to win the ten-thousand dollar prize. Our staff have carefully selected twenty semi-finalists. We are asking all of you to stop by the cafeteria sometime this week, and pick up an official ballot form and choose the name you like best. Thank you all in advance for your participation.
7.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

W: Hello. How may I help you?M: Hi, I'd like to rent some digital camera memory cards. What size do you have?W: We only have one-gigabyte memory cards. M: Then, I'll rent three. How much is the rental fee for a card?W: We have rental fees arranged on a weekly basis. It's five dollars per week. How long do you want to rent?M: I need to rent them for two weeks.W: Okay. You'll rent three memory cards for two weeks, right?M: That's right. W: Okay. Please wait a second while I bring the memory cards.M: Thank you.
8. [출제의도] 대화자의 관계추론 

W: Mr. Simpson, I've heard you want to write a will, right?M: Yes. After my heart attack, I've thought I may die unexpectedly. W: Are you okay now? M: I feel good now although I have to take pills everyday.W: I'm glad to hear that. What do you want to say in your will?M: I want my wife to have everything eventually.W: Don't you have any sons or daughters?M: I have two sons and a daughter. W: Will you leave them with anything?M: I saw many people fight with their brothers and sisters because of property. Moreover, my wife is so weak that she'll need the money.W: Okay, I see. I'm finished writing your will. If you sign here, it will become legally effective.
9. [출제의도] 장소 추론 

W: The entrance is narrow but the inside here is very wide.M: Yes, it is. Wow! It has a wonderful echo. Look! 

The rock formations are incredible!W: Right. They're so beautiful. Hey, look over there. Some drawings by primitive men are carved on the walls. M: Fantastic! How long ago were they created? W: They say the drawings are over eight thousand years old.M: Amazing! I'm so impressed. Thanks for taking me to this wonderful nature exploration program.W: My pleasure. M: By the way, why don't we take some pictures? W: We are not allowed to take pictures here inside. M: Oh, it's a pity.
10.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

M: Hi, Sandra. Come on in.W: Hello, Mr. Lopez.M: Thank you for coming on such short notice. Vicky's mom went on a business trip. And I have a dinner appointment with my friends.W: That's okay. Actually, I have nothing to do tonight. And I really enjoy being with Vicky.M: Good. You can order some pizza or something for dinner. Here's fifty dollars.W: Thank you, Mr. Lopez. Don't worry about us.M: Oh, Vicky has a cold. So, don't forget to make her take her medicine after dinner. W: Okay. I'll keep that in mind.M: I'm going to be back by eleven. You know my cell phone number, right?W: Yes. Have a nice evening.
11.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

(Telephone rings.)M: Sally's Beauty Salon.W: I'd like to have my hair permed. Do you have any openings tomorrow?M: Sorry, but we're fully booked on Saturday. W: Then, how about next Wednesday?M: You mean November 8? Well... You can make an appointment with Jane at eleven o'clock and with Kim at three o'clock.W: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with Jane. But I have an important meeting on Wednesday morning.M: Then, how about the next day? You can make an appointment with her in the afternoon.W: You mean Thursday? That's good. M: May I have your name, please?W: My name is Emma Jones.M: I'll put your name down. Thank you.  
12.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

W: The 21st Green Half Marathon will be held on November fourth, the first Saturday in November like the past twenty years. The half marathon fee includes a race T-shirt and a course map. If you register before the race day, it'll be forty dollars. You can also register on the day. But the fee will be doubled. The Green Half Marathon will offer prize money to top three male and the top three female finishers. $500 will be offered to the first place male and female, $350 for the second place, and $200 for the third place. If you want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website. 
13. [출제의도] 그림에 맞는 대화 찾기

① W: How many times did I say you should be quiet here?   M: I'm sorry, ma'am. I'll be careful.② W: What are you doing now?   M: I'm watching a piano concert on TV. It's a very special one. ③ W: I'd like to have my piano tuned.   M: I'm sorry, but we only sell pianos.④ W: Very good! Your fingers over the keys seem to be smoother today.    M: Thank you. Actually, I practiced the piece a lot.⑤ W: Could you move the piano upstairs?   M: Sure, just let me know where you want it.
14. [출제의도] 대화 완성 

M: You have been smiling all day long. Any good news? W: Yes, I have some good news. M: Tell me. I'm so curious. You seemed to be in a bad mood yesterday. W: Yes, I was. Okay, here it is. You know the 



company called Cine20. M: Yeah, I know. It's a film company. W: You remember I sent a scenario to them a couple of months ago? M: Yeah, I remember. Then the news is...W: Yes, my story is going to be made into a movie! M: You finally got it! Congratulations! W: It's a wonderful day, and I feel like I'm on top of the world. M: Let’s go out. We have to celebrate. 
15. [ ] 대화 완성

W: Oh, no, it's raining! This is a brand new sweater. It's going to be ruined!M: No, it won't. Don't worry, Sharon. I have an umbrella. We can walk to that store over there.W: Walk to that store? Oh, you mean the one on the corner?M: Yeah, it has cheap umbrellas.W: Oh, thanks, Joel. I'm the only one without an umbrella. Everybody else checked the weather report. Why didn't I check it?M: I never bother to check it.W: Really? But you have your umbrella.M: Yeah, do you know why? I carry it all the time. It folds up and fits in my schoolbag.W: Sounds perfect! I’ll get an umbrella like yours. 
16. [출제의도] 대화 완성

M: Susan, could I talk to you now? W: Sure. What's up?M: I'm seeing a girl these days.W: Are you? Congratulations!M: But as you know, I've never gone out with a girl before, so I don't know what to do for her. W: So you want my advice.M: That's right. Do I have to give her a present every time I meet her?W: Do you want to be broke?M: Then, if I write a letter to her every day, will she like it?W: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Well, do you know what her hobby is?M: She likes going hiking on weekends.W: What about going hiking with her every weekend? I think having the same hobby as your girlfriend is very good. M: Good idea. I’ll give it a try this weekend.
17.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표현 추론

M: Bill is visiting London with some of his friends. They are having a nice time. But Bill is somewhat weak and so he gets tired very easily. Every day they walk more than ten kilometers. Yesterday, they visited three museums. Today, they walked along the Thames River and took a tour of Buckingham Palace. They also went shopping in the afternoon. After dinner, Lisa, one of his friends, suggests that they go to see a musical at the Cambridge Theater. However, Bill doesn't feel well, so he wants to go to bed early.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Bill most likely say to Lisa?
18. [출제의도] 지칭 추론

[ ] 어리석은 사람들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다고 인도의 현자인 Sant Kabir은 말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악의 짐이 그들에게 너무나 무겁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들이 스스로에게 지우는 그러한 불필요한 악들 중의 하나이다. 보다 운 좋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느껴본 적이 전혀 없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은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친구, 회사의 동료들, 그리고 친척들과 같이 대등한 사람들이나 대등한 사람들에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된다. 우리는 너무 높은 위치에 있거나 혹은 우리와 관계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느끼지는 않는다. 우리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나 인도의 수상이 되느냐에 대해 신경을 쓰겠는가?
19. [출제의도] 함축 의미 추론

[해석]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한 부족민들은 그들의 농작물을 수확할 때 도끼를 사용해야 하고 새들이 종종 그 부족민들을 낚아채 날아간다고 기록하였는데, 이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크기로 태어난 아이를 두며, 그 아이들이 세상의 다른 곳의 아이들처럼 성장하는데, 우리가 청소년일 때 갑자기 키가 훌쩍 크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절대로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키가 크지 않는다. 과학자들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열대 우림 사이를 신속하면서도 조용하게 움직이는데 이상적인 체구를 갖게 한다. 그들은 그들의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을 한 것처럼 보인다.
20. [출제의도] 목적 추론

[해석] 당신은 저희 산학협동 훈련 프로그램이 배출한 학생들을 그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시간제 노동자로 계속 고용해 주셨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학생과 회사 모두에게 주는 이익에 대해 당신은 저희들과 몇 차례에 걸쳐 논의해왔습니다. 많은 고용주들이 저희들의 프로그램을 잘 모르고 있어서 저에게 모임 시간을 정하여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저는 당신이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에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10월 20일에 Ambassador 호텔에서 지역 기업주들을 대상으로 40분 동안 강연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점심 식사는 11시 30분에 시작됩니다. 당신의 강연은 12시 30분에 있게 될 것입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제게 알려주십시오. 당일 오전 11시 직후에 제가 당신을 차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21. [출제의도] 어법 

[해석] 텔레비전 카메라가 자신들을 비출 때 사람들은 이상하게 행동한다. 어떤 사람들은 은폐라고 알려진 행동을 취한다. 그들은 카메라가 자신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스포츠 경기나 텔레비전으로 중계되고 있는 행사를 차분히 지켜본다. 그리고 일반 대중을 향해서 우스꽝스러운 얼굴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텔레비전에 자신들의 모습이 나가는 시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재능을 보여주려고 하며 그들을 스타덤에 오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카메라를 향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아무런 얼굴 표정도 짓지 않고 다른 일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카메라가 그들을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비추면 자신들의 모습이 여전히 비춰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슬쩍 확인을 한다.
22. [출제의도] 어법

[해석] 마사이족은 날로 현대화되는 세상에서 자신들의 방식을 계속 보존하려고 하는 부족이다. 그들은 케냐와 탄자니아의 국경을 따라 살고 있으며 그들의 생계의 원천인 소들을 쫓아 때때로 집을 이동한다. 마사이족은 소에게 그들의 생활의 많은 부분을 의존한다. 그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 소들을 도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가 죽으면 뿔은 그릇(용기)으로 쓰이고 가죽은 신발, 옷, 침대 덮개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한 사람이 소유한 소가 더 많을수록 그는 더 부유하다고 여겨진다. 소는 비록 남성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그 남성의 모든 가족들에게 속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3. [출제의도] 무관한 문장 추론 

[해석] 개인주의가 혼자 있고, 사회에 속하지 않는 고립을 의미한다고 흔히 오해를 하지만, 고립은 개인주의의 본질이 아니다. 사실, 개인주의의 개념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개인주의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살도록 하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이 사회의 기본적인 요소임을 주장하기 때문에 ‘개인주의’라고 불린다. (개인주의는 서구 국가들에서 우수한 경제적 진보를 이끌어낸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사실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고 설사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도 ‘자기 방식’대로 하려는 사람은 ‘개인주의자’가 아니다. 진정한 개인주의자는 자신을 위한 최상의 것을 원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일하는 것이 굉장히 이득이 된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24. [출제의도] 빈칸 완성

[해석] 비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덩치가 큰 원숭이로, 몸길이는 20에서 45인치, 몸무게는 30에서 88파운드 가량 된다. 그것들은 또한 가장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이는 그것들의 먹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과학자들은 비비가 매우 다양한 먹이를 갖고 있는데, 그로 인해 그 지역의 다른 야생동물들이 죽었던 험난한 시기 동안에 그것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풀을 먹는데, 특히 어리고 부드러운 순을 좋아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 먹이를 두고 다른 동물들과 경쟁을 해야만 하므로 작은 과실류나 씨앗, 뿌리, 꼬투리, 꽃봉오리로 그들의 먹이를 보충한다. 그것들은 곤충들도 즐겨 먹으며, 이따금 큼직한 고깃덩어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25. [출제의도] 빈칸 완성

[해석] 어떤 사람이 국가와 국법에 대해 법률적으로 복종할 것을 아무리 강력히 주장할지라도 일부 법은 필연적으로 악법으로 판명될 것이다. 입법자들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그들 중 아주 적은 수는 항상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정의를 이루는 것에 대한 그들의 의견에 있어서 근시안적이다. 중요한 사실은 간헐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지 않는다면 법은 개선되지 못한

다는 것이다. Thomas Jeffer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통치자가 국민들이 저항정신을 간직하고 있다는 경고를 수시로 받지 않는다면 그 어떤 나라가 자유를 수호할 수 있겠는가?” 사실, 보다 많은 공정한 법이 제정되고 낡은 법이 개정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현명한 비판정신을 통해서이다.
26. [출제의도] 빈칸완성 

[해석] 히끼꼬모리(은둔형외톨이)는 사회생활에서 물러나기로 선택한 일부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현상을 일컫는 일본어이다. 일본 보건성은 히끼꼬모리를 부모의 집을 떠나지 않고 방 한 칸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개인으로 정의한다. 그 현상의 특수성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지만 그런 젊은이들 중 몇몇은 수년간 고립된 상태로 지내거나 드물게는 수 십 년간 그렇게 지낸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에는 100만 명의 히끼꼬모리 환자들이 있다. 
27. [출제의도] 빈칸 완성

[해석] 일부 사람들은 공원을 함부로 다룬다. 그들의 행동은 여러 면에서 확실히 드러나고 이런 사례는 거의 끊임없이 나열될 수 있다. 차를 청소하기 위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 종류의 부스러기들이 남게 된다. 공원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은 그들만이 아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스프레이 페인트를 가지고 공원에 와서 담장과 동상에 그림을 그려 더럽힌다. 공원을 찾는 또 다른 사람들은 공원의 테이블, 벤치, 그리고 취사장을 사용한 후 치우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간 후 다른 어떤 사람이 치울 거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사람이 공원 오염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8. [출제의도] 심정 추론

[해석]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 중 하나였던 앤드류 윌리엄스는 2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들을 위한 쇼의 일부 순서에 출연을 요청받았다. 그는 스케줄이 바빠서 짧은 1인극을 하고 즉시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앤드류가 무대에 올랐을 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다. 그는 그의 1인극을 끝낸 다음에도 무대 위에 있었다. 박수 소리가 점점 더 커졌고 그는 계속 무대 위에 머물렀다. 30분 후, 그는 마침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무대를 떠났다. 무대 뒤에서 누군가가 물었다. “나는 당신이 몇 분 후에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앞줄에 두 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둘 다 전쟁에서 팔을 잃었더군요. 한 명은 오른쪽 팔을, 다른 한명은 왼쪽 팔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둘이 함께, 큰 소리로 유쾌하게 박수를 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무대를 떠날 수 없던 이유입니다” 라고 앤드류가 말했다 
29. [출제의도] 도표 내용 이해

[해석] 위의 도표는 1999년에서 2005년 사이에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의 수와 그들이 지출한 여행 경비를 보여준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 동안 외국인의 수는 증가와 감소가 번갈아 나타나는 유형을 보였지만 같은 기간 동안 그들의 여행 경비는 꾸준히 감소하였다. 2003년에 외국인 방문객의 수와 그들의 여행 경비는 둘 다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2004년에는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서 외국인 방문객의 수가 처음으로 500만을 넘어섰다. 2005년에는 비록 외국인 방문객 수가 최고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출한 여행 경비는 전년도보다 감소했다.
30. [출제의도] 어휘 추론

[해석] 대부분의 요통은 앉아있는 동안의 나쁜 자세 때문에 유발된다. 나쁜 자세로 앉을 때, 척추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몸을 앞으로 숙인 “C” 모양이 된다. 이것은 척추에 대단한 무리를 준다. 척추에 손상을 입지 않기 위하여, 당신은 척추가 자연스럽게 곡선을 이루는 “S” 자세로 바르게 앉음으로써 척추에 가는 무리를 줄여야만 한다. 이것은 무릎의 높이를 낮추어(→높여) 무게 중심을 뒤쪽으로 옮김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약 4인치 높이의 발판이나 낡은 전화번호부책을 이용하라. 그리고 가능한 한 책상에 가까이 앉아라. 장시간 일을 할 때는 목 부분까지 전체 척추를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의자가 필수적이다.  
31. [출제의도] 어휘 추론

[해석] 취미는 흥미와 즐거움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금전적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취미 활동은 상당한 기술, 지식, 경험의 습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 만족이 그 목적이다. 어떤 사람들의 취미는 다른 이들에게는 직업이 된다. 즉, 게임 테스터가 요리를 취미로 즐길 수 있는 반면, 요리사가 컴퓨터 게임을 취미로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취미로 간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마도 그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얼마나 쉬운가라는 점일 것이다. 우표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많은 이들이 우표 수집을 즐거운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우표수집은 흔히 취미로 간주된다.
32. [출제의도] 문장 순서 파악  

[해석] (B) 상대방의 발을 손 안쪽에 두고 잡은 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가볍게 누르는 동작을 발 윗부분에서 시작하여 발목까지 계속 한 후, 그 방식으로 발가락까지 되돌아가라.(C) 발바닥 가운데 부분을 손으로 잡아라. 다른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발가락을 잡아라. 발가락을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에 둔 채 부드럽게 쥐어서 돌려라.(A)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들어 뒤꿈치를 감싸면서 발목 뒤쪽을 잡아라. 다른 손의 집게손가락을 발가락 사이에 넣어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아래위로 문질러라.
33. [ ] 문장 순서 파악

[해석] 메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유별난 동물이다. 머리에는 분명 고양이의 수염과 비슷해 보이는 긴 수염을 갖고 있다.(C) 또한 메기는 고양이가 목을 그르렁거리는 소리와 약간은 닮은 윙윙거리는 음울한 소리를 내며, 거의 어떤 종류의 먹이라도, 그것이 벌레이든, 끈이든, 심지어는 낡은 양말이든 간에 물어버릴 것이다.(B) 그 밖의 희한한 종류의 메기가 많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는 전기메기가 사는데, 그것은 굉장히 괴로운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다. (A) 하지만, 제일 괴상한 메기는 한 연못이나 강에서 다른 연못이나 강으로 이동하기 위해 땅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남아메리카의 메기이다. 이제, 그 메기가 쥐만 잡을 수 있다면 진짜 고양이와 비슷할 것이다.
34. [출제의도] 분위기 추론

[해석] Ted 삼촌과 Jennifer는 바람이 낮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다가오는 폭풍 앞에서 기다란 풀이 물결치고 있는 곳을 볼 수 있었다. 그때 남쪽에서 오는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공중에서 들렸고, 그쪽으로 눈을 돌리자 역시 그 방향에서도 잔물결 같은 풀의 모습이 보였다. 갑자기 Ted 삼촌이 일어섰다. “Carol, 큰 회오리바람이 오고 있어.” 삼촌이 숙모에게 소리쳤다. “나는 가서 가축들을 살펴볼게.” 그런 다음 삼촌은 암소와 말들이 있는 가축우리로 달려갔다. Carol 숙모는 일을 멈추고 문 쪽으로 왔다. 한번 쓱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 수 있었다. “서둘러, Jennifer!” 숙모가 소리쳤다. “지하실로 달려가!”
35. [출제의도] 문장 위치 추론

[해석] apartment라는 단어는 건물의 거주 단위 혹은 구획을 의미하는 말이다. 아파트 건물주인, 즉 임대인들은 아파트를 나타낼 때 흔히 units라는 말을 사용한다. units는 거주용 아파트뿐만 아니라 임대되는 업무용 특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자가 없을 때는, 임대인이 빈 집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아파트 임대인들에게 그것은 월세를 지불하는 입주자 부족으로 인한 수입의 손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임대인들의 목적은 흔히 그 거주 단위에 대한 무입주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임대인들은 지역 신문이나 인터넷에 광고를 게재한다.
36. [출제의도] 요지추론 

[해석] 어린 시절에 형성된 나쁜 식습관은 평생에 걸쳐 커다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학교는 아이들이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며 우리가 건강한 습관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곳이다. 그 이유로 몇몇 주(州)는 사탕, 탄산음료, 그리고 다른 정크 푸드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학교 영양 정책을 선택하였다. 만약 당신이 학교에 가면 자동판매기와 학교 매점은 지방 함유량이 높고 설탕으로 가득 찬 스낵을 더 이상 팔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어느 누가 학생들이 정크 푸드의 근원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겠는가? 나는 우리 정부가 충분한 영양 섭취와 건강한 먹을거리를 장려하는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7. [출제의도] 요지 추론

[해석] 한 판매 대리인이 어떤 고객이 구매한 물건에 대해 대금을 전자 결제로 지불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 고객이 인터넷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대리인은 어쨌든 지불이 되기 전에 그 물건을 고객에게 보내주기로 하였다. 그 고객은 고마워했다. 그리고 그 고객은 그들의 사이트에서 초기화면에 있는 전화번호가 잘못되었다는 극적인 사실을 지적하였다. 판매 대리인은 그 고객이 이 실수를 포착하여, 미래에 있을 상당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다. 고객의 이러한 실수의 발견은 판매 대리인이 고객에게 베푼 친절에 대한 보답이었다.
38. [출제의도] 요지 추론

[해석] 당신이 병원 진료실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병원의 접수원과 진료 시간과 대기실에서 당신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의 수에 주목한다. 하지만 벽에 걸려있는 현대 미술 작품을 보지 못할지 모른다. 당신은 직장에서 종종 당신의 상사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 결과, 당신의 상사가 어쩌다가 한 번 당신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놓치게 된다. 이와 같은 일은 당신이 친구 집에서 식사를 

할 때도 일어날 수 있다. 당신은 항상 그가 음식을 못한다고 생각해왔고, 그래서 그가 준비한 음식의 맛없는 부분에 주목한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그가 최근 요리법을 배운, 맛있는 사과 파이를 음미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39. [출제의도] 주제 추론

[해석] 인간의 모든 열망 중에서 가장 뿌리 깊은 열망 중의 하나는 이해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그리고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스피드시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단지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사람이 말하는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장하는 바를 이해하기 보다는 우리들 자신의 응답을 생각해내는데 그 시간을 이용하고 있다. 타인의 관점을 진정으로 이해할 시간을 가지는 것은 그가 말하는 것을 당신이 소중히 여기고 한 인간으로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사람의 “안구 뒤에 도달하기” 시작하고 그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할 때, 당신은 그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오래 지속될 높은 신뢰의 관계를 쌓게 될 것이다.
40. [출제의도] 주제 추론

[해석] 거의 모든 곤충들은 위협을 느끼게 되면 도망간다. 하지만 많은 곤충들은 더 특성화된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바퀴벌레는 침략자를 몰아낼 지독한 냄새의 화학물질을 분비한다. 벌, 말벌, 그리고 어떤 개미는 작은 포식자들은 죽이고 더 큰 것들에게는 고통을 줄 수 있는 독침을 가지고 있다. 자신만의 방어 수단이 없는 어떤 곤충들은 침을 쏘거나 지독한 냄새가 나는 곤충들의 겉모습을 흉내 낸다. 그들은 포식자들이 불쾌한 맛이나 침을 가진 동물 뿐 아니라 그들을 흉내 낸 것 역시 피한다는 것을 안다. 다른 곤충들은 주변 환경에 융화되는 능력을 이용한다. 그들은 그들을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독특한 색의 무늬를 가지고 있다. 포식자들은 그들이 배경에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41. [출제의도] 연결사 찾기

[해석] 나는 자신의 몸을 신성한 신전으로 여기는 Gordon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다. 그는 규칙적인 훈련과 운동을 통해 몸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몸을 항상 부지런히 돌봄으로써 뛰어난 건강을 유지한다. 그는 오직 건강에 좋은 음식만을 먹고, 옷을 부적절하게 차려입고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보통 그의 몸을 하나의 귀중한 보물처럼 여긴다. 그가 몸에다 바치는 모든 사랑의 결과로, 그의 몸은 결코 그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는 거의 항상 최적의 수행능력 상태에 있다. 그의 몸은 그의 사랑하는 동반자이며 그가 몸을 이용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42. [출제의도] 제목 추론

[해석] 다음 번 식료품 가게에 갈 때, 우리의 지역 환경을 도와주는 최상의 구매품을 위해 여기저기 둘러보아라. 구입하는 농산물의 상표와 표시를 확인하고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사기 위해 노력하라. 지역의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식탁에 음식을 가져오는데 에너지를 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기 오염도 줄여준다. 지역의 물건을 구매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신체 건강에 더 좋고 입맛에 더 좋은 보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의미한다. 해외에서 선적된 과일과 채소는 우리의 식료품점에 도착하기 전 상자에 담겨 비행기를 타고 오는 긴 여행동안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개 적어도 익기 2주전에 수확된다.
 43.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 

[해석] 2000년간 아시아의 주산물이었던 두부는 대두유를 응고시켜 만든 부드러운 치즈같은 음식이다. 두부는 물이 채워진 용기에 담겨 팔리며, 사용될 때까지 물에 담겨져서 냉장고에 보관되어야 한다. 매일 물을 갈아주면 두부는 일주일간 보존된다. 두부는 삼개월까지 냉동 보관될 수 있다. 그러나 냉동은 두부조직을 변화시켜 약간 질기게 만든다. 두부는 대단히 영양가가 높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두부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B군, 칼슘이 풍부하다. 그래서 두부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많은 요리법에 고기 대용으로 탁월하다. 두부의 다른 이점은 소화가 매우 잘 된다는 점이다. 이는 제조 과정에서 대두의 섬유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44.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

[해석] 그가 역장으로 일할 때, 철도로 수송된 시계 소포가 수취인에 의해 거부되었고 시계 회사는 그에게 그 시계들을 반값에 살 생각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 시계들은 각각 25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는 시계를 개당 12달러에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시계를 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른 역장들에게 시계를 14달러에 살 것을 제안했다. 그는 철도를 이용한 택배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계를 C.O.D.로 보냈다. 그 후 그는 돈을 받기를 기다려, 그 다음 차례로 시계 회사에 돈을 지불할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지만 확실한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공 이후 그는 시계 도매회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6개월 만에 그 당시로는 큰돈인 5000달러를 벌었다.       
45. [출제의도] 문단 요약

[해석]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관련된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질병은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는 또한 모든 연령, 인종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TV, 영화를 보고, 잡지에서 기사를 읽고, 자신이 되고 싶은 유명인들의 사진을 보는데, 이는 유명인들이 모두가 원하고 갈망하는 “이상적인 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언론매체로 인해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만족하고, 더욱 성공적인 삶을 살며,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 그런 형태의 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 많은 사람들이 식이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는 아마도 언론 매체가 원인인 것 같다.
46~48. 장문독해 (글의 순서 파악, 지칭대상 추론, 세부 내용 이해)

[해석] (A) 내가 처음으로 오래 했던 일은 'Buttercup Bakery'라는 지역 간이식당에서였다. 나는 그곳에서 7년간 일했고, 특히 한 동료 종업원에게서 매우 많은 것을 배웠다. Helen은 60대였으며 놀랄만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a)서툰 일꾼인 내게 몹시 부족한 것이었다. Helen은 정말로 사람들을 접대하는 것을 좋아했고 어떤 누구도 그녀보다 더 잘 할 수 없었기에 나는 그녀를 존경했다. 그녀 덕에 손님이든지 동료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미소를 짓고 기분이 좋아졌다. (C) (c)존경할 만한 선배가 불러일으켜준 새로이 발견한 자신감 덕택에 나는 나만의 식당을 갖는 꿈을 꾸게 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만한 돈이 없었다. 어느 날 나는 내 단골손님 중 한 명인 Fred와 내 꿈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놀랍게도 다음날 그는 “이 대출에 대한 유일한 담보는 당신의 정직에 대한 나의 신뢰입니다. 꿈을 가진 (d)좋은 사람은 꿈을 실현할 기회를 가져야 해요.”라고 말하면서 내게 5만 달러를 건네주었다. (B) 나는 그 돈을 증권회사로 가져갔고, 그 곳에서 나만의 식당을 개업하기 위해 돈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내 투자는 완전한 실패였다. 나는 주식중개인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심사숙고 끝에 지원해보기로 결심하였고, 현재는 (b)꽤 잘 나가는 중개인이다. 마침내 나는 Fred에게 연 14퍼센트의 이자를 더하여 돈을 갚았다. (D) 나는 Fred에게서 감사 편지를 받았는데 그것은 내 마음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다. 그는 아팠었고 내 수표가 산더미처럼 늘어나고 있는 의료비를 감당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편지에 썼다. 그의 편지에는 “그 대출은 내가 한 최고의 투자 중 하나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느 누가 100만 달러의 인품을 가진 종업원에게 투자를 해서 그 투자대상이 (e)아주 성공적인 직업여성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을까요? 그런 기회를 가질만한 투자자가 얼마나 있을까요?”라고 쓰여 있었다. 
49~50. 장문독해 (제목 추론, 지칭 추론)

[해석] 1930년대에 한 젊은 여행자가 프랑스의 알프스 산맥을 탐험하고 있었다. 그는 광활하게 펼쳐진 불모지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곳은 황량하고 보기 흉했다. 그곳은 서둘러 벗어나고 싶은 그런 곳이었다. 그런데 그 젊은 여행자는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얼어붙은 듯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이 광활한 황무지 한가운데에 등이 굽은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도토리 한 자루를 등에 지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4피트 길의 쇠파이프가 들려져 있었다.그 남자는 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땅에 구멍을 뚫고 있었다. 그 다음 그 자루에서 도토리 하나를 꺼내어 그 구멍에 심었다. 후에 그 노인은 그 여행자에게 말했다. “나는 10만 개가 넘는 도토리를 심었네. 아마도 그것들 중에 단 10분의 1만이 자라겠지.” 그 노인의 아내와 아들은 이미 죽었고, 그는 이런 식으로 생의 마지막 남은 몇 해를 보내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거의 아무 일도 하지 못했네. 이제 나는 혼자이니 나의 여생을 뜻 깊게 쓰고 싶네. 나는 내 생명보다 더 오래 남을 그 무엇인가를 위해 여생을 보내고 싶네.” 그가 말했다.25년 후에 이제는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닌 그 여행자가 바로 그 황량한 땅에 돌아왔다. 그가 본 것은 그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 땅은 폭이 2마일이고, 길이가 5마일에 달하는 아름다운 숲으로 뒤덮여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동물들이 뛰놀며, 야생화들은 공기 중으로 향기
를 내뿜고 있었다. 그 여행자는 그곳에 서서 한 때의 황량함을 회상했다. 이제는 그곳에 한 아름다운 떡갈나무 숲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 정성을 기울이고 헌신한 덕분이었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