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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석]

여: 도와 드릴까요, 손님?

남: 예. 저의 일곱 살짜리 아들을 위해 자전거를 사려고 해요.

여: 이 모델은 어떠세요? 그 나이의 남자 아이들에게 안성맞춤이죠.

남: 그 애가 바퀴가 두개만 있는 자전거를 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여: 그러면 훈련용 바퀴가 달려 있는 이 모델을 추천하고 싶군요. 아이가 자전거 타
는데 익숙해진 후에는 이것들을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남: 그럴 듯 한데요. 음.... 바구니가 달려 있는 것도 있나요?
여: 바구니가 핸들에 달려있는 이것은 어떠세요?

남: 좋긴 하지만, 경적이 있는 동일한 모델이 있나요?
여: 예. 이것이 당신이 찾는 건가요?

남: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걸로 할게요.
[풀이]

남자는 훈련용 바퀴가 달려 있고, 바구니가 핸들에 부착되어 있으며, 경적이 달려
있는 자전거를 고르고 있다.
[Words and Phrases]
perfect 완벽한

recommend 추천하다

handlebar (자전거의)핸들

get used to ～에 익숙해지다

2.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남: 여보세요. Genie's 서점입니다.

여: 이제야 연결됐군요. 지금껏 20분이나 계속 전화를 했어요.

남: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전화가 많이 걸려 오는군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 제가 2주 전에 한 주문을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남: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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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Lucy Hopkins입니다.

남: 예, Ms. Hopkins.... 당신의 기록을 찾아내는 동안에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여: 기다리라고요? 그것이 제가 최근에 했던 전부인 것 같군요. 제 책을 일주일 전
에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남: 오, 정말로 죄송합니다. 찾아볼게요.... 당신의 책은 앞으로 7일 이내에 도
착할 것 같습니다.

여: 7일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제 주문을
취소해주세요. 다른 서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남: 하지만 당신의 주문이 일주일 안에 배달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데요.

여: 그건 잊어주세요!
[풀이]

여자는 2주일 전에 주문했던 책이 다시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배달된다는 말을 듣
고 화를 내면서(annoyed) 주문을 취소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Words and Phrases]

put on hold 계속 전화기를 붙들고 있다
끌어내다, 찾아내다 lately 최근에

최소하다

guarantee 보장하다

place an order 주문을 하다

be supposed to ～하기로 되어 있다

pull up

cancel

3.

[해석]

남: 지난 시간에 우리는 혈액형과 성격과의 가능한 관련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
다. 오늘은, 우리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토론 주제가 또 있습니다. 당신은 잠을
잘 때 좋아하는 자세가 있습니까? 자, 영국의 한 연구는 잠자는 자세와 성격사

이에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옆으로

웅크리고 자기를 좋아한다면, 당신은 종종 소심하고 예민합니다. ‘통나무’처럼

똑바로 옆으로 누워 잔다면 그것은 당신이 일반적으로 만사태평하고 사교적이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처럼 손은 옆에다 붙인 채 똑바로 누워 자는 사람
은 보통 아주 내성적입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인가요?

[풀이]

잠을 자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담화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면 자세와 성격간의 관련성’이 가장 적절하다.

[어구]

link 연결, 관련

curl up 웅크리다

easygoing 만사태평한

stuck 붙인

4.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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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tive 예민한

reserved 내성적인

log 통나무

여: 실례합니다. 여기가 CSA 고속 사무실인가요?
남: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 제가 부산에서 온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 휴대전화를 놓았어요.
남: 알겠네요. 버스가 부산에서 몇 시에 출발했지요?
여: 제 버스는 오후 4시 20분에 떠났어요.

남: 어디 보자.... 아직 들어온 게 아무 것도 없는데요.

여: 제 모든 연락처들이 거기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제 휴대전화를 찾아
야 해요.

남: 그럼, 손님께서 타신 버스가 30분 전에 도착했으니 세차하러 가는 중 일 겁니
다.

여: 버스 기사님께서 아직 부근에 계실 가능성이라도 있나요?

남: 아마 기사 휴게실에 계실 겁니다. 제가 그에게 전화를 해 볼 게요.
여: 감사합니다. 그가 어디론가 너무 멀리 가지 않았으면 하네요.
[풀이]

타고 온 버스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여자가 고속버스 사무실로 와서 휴대전화를
찾고 있는 상황의 대화이다. 마지막에 남자가 한 말인 ‘He may be at the drivers’

lounge. Let me give him a call.'을 통해서 남자는 여자를 위해 ‘버스 기사에게 전
화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Words and Phrases]
depart 출발하다

turn in ~을 돌려주다[반납하다]

way to ~로 가는 도중에

be around 부근에 있다

store 저장하다

lounge 휴게실

on one's

5.

[해석]

[전화벨이 울린다.]

여: 여보세요, Roger’s 사무용품점입니다. 주문을 하시겠습니까?

남: 네. 팩스기 하나를 주문하려고요.

여: 모델 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 FX-1000입니다.

여: 알겠습니다. 그 모델은 150달러입니다. 어느 색깔로 하시겠습니까?

남: 검은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스캐너도 하나 주문하려고요. 모델 번호는
SCN-2000입니다.

여: 그건 250달러입니다. 주문하실 게 또 있습니까?
남: 아니요. 오늘은 그게 전부입니다.

여: 그럼 총 400달러입니다. 할인 쿠폰은 있습니까?
남: 네. 10퍼센트 특별 할인 쿠폰이 있어요.

여: 알겠습니다. 손님의 주문에 그것을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3개월이나 6개

- 3 -

월짜리 할부판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무이자거든요.

남: 3개월짜리 할부판매를 이용해서 지불하겠습니다.

[풀이]

남자가 구입하는 물건(팩스기 150달러, 스캐너 250달러)의 총액은 400달러인데, 10

퍼센트 특별 할인 쿠폰을 이용해서 360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그런데 남자는 이것
을 3개월짜리 할부로 구입한다고 했으므로, 남자는 한 달에 120달러를 지불하게 된
다.

[Words and Phrases]

office supplies 사무용품

advantage of ~을 이용하다

place an order 주문하다

apply 적용하다

installment plan 할부판매(법)

take

interest-free 무이자

의
6.

[해석]

여: 학생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11월은 Welton 학교의 통조
림 식품 모집 운동의 달입니다. 이달 중에 언제든지 학교로 여러분의 기증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식품은 우리 이웃의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옥수수, 콩 또는 수프와 같은 통조림 식품이면 뭐든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쌀, 시리얼 또는 파스타와 같은 건조식품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식품을 가져온 학급에게는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학급은 이달 말에 피자 파티
가 상으로 수여될 것입니다. 식품 모집 운동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즐
거움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풀이]

여자가 하는 말 중의 ‘Please bring your donations to school anytime during this
month. / You can donate any canned foods such as corn, peas, or soup. You

can also bring in dried foods such as rice, cereal, or pasta.’ 등의 내용을 통해서
여자는 학생들의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ords and Phrases]

canned food 통조림 식품
부금
다

senior citizen 노인

dried food 건조식품

drive (기부금 모집 등의) 운동
neighborhood 근처, 이웃, 인근

donation 기증품, 기

donate 기증[기부]하

award 수여하다, (상을) 주다, 지급하다

7.

[해석]

남: 나의 컴퓨터에서 광고를 보는 것이 아주 지겨워!
여: 어떤 종류의 광고에 대해 말하는 거니, James?

남: 인터넷에 온통 퍼져 있는 팝업 광고들 말이야. 그것들은 정말로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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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너의 심정이 어떤지 알아. 그것들은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에 아주 성가셔.
하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없어.

남: 정말? 어떻게 그런 쓸모없는 광고들을 없앴니?

여: 음, 나는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어. 그것이 사실상 모든 팝업 광고를 막
아줘.

남: 그 프로그램 이름을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니? 나도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여: 아, 그것이 입 안에서 뱅뱅 도는데, 지금 당장은 기억할 수가 없어.
남: 그러면, 나중에 나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겠니?
여: 물론이지. 내가 집에 가면 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줄게.

[풀이]

남자가 여자에게 컴퓨터에 뜨는 팝업 광고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알려달라

고 하자, 여자는 집에 가서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
에게 부탁한 일은 ⑤ to let him know the name of a program(그에게 프로그램의

이름을 알려줄 것)이다. ① 그의 고장 난 컴퓨터를 수리해주기 ② 광고 차단 프로
그램을 설치해주기

③ 웹사이트에 팝업 광고를 올려주기

④ 스팸 문자 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게 그를 도와주기
[Words and Phrases]
pop-up ad 팝업 광고

bothersome 귀찮은, 성가신

of one's tongue (말이) 혀끝에서 뱅뱅 도는

install 설치하다

text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on the tip

8.

[해석]

남: 몸 상태가 어떠니, Nicole?

여: 약간 지쳤지만 괜찮아요.
남: 좋아. 여기 물이 있어.

여: 이번 라운드에서 내가 어떻게 했나요?

남: 관중들이 너를 응원하는 것을 봐라! 너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잘 했어.

여: 상대 선수가 강해요. 그녀가 전국 라이트웨이트급 챔피언이라는 건 당연해요.

남: 너의 민첩함을 이용해라. 네가 그녀보다 더 빨라.

여: 하지만 그녀가 계속해서 나를 링의 구석으로 밀어붙이네요.

남: 그녀가 너를 구석에 가두지 못하게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시합에서
지게 될 거야.

여: 명심하겠어요. 다른 사항은 없나요, 코치님?

남: 이번이 마지막 라운드야. 기억해라, 네 자신을 믿어라. 너는 아주 훌륭한 권투
선수야.

여: 알겠어요. 행운을 빌어 주세요.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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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쉬는 시간에 남자 코치가 여자 권투 선수에게 몸 상태를
묻고 경기 전략에 대해 지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는

‘권투 시합장’이다.

[Words and Phrases]
round 라운드, 회전

cheer ∼ on ∼를 응원하다

in mind ∼을 명심하다

opponent 적, 상대

keep ∼

9.

[해석]

여: 잠깐만요.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남: 알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 했나요?

여: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는데 도로를 횡단하셨습니다.

남: 오, 죄송합니다. 신호등을 보지 못했어요. 게다가, 오는 차도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여: 이보세요. 빨간 불은 주변에 차가 없다고 해도 ‘건너지 마시오.’라는 뜻입니다.

남: 물론이죠. 다만 은행이 문을 닫기 전에 은행에 도착하기 위해서 몹시 급하게 서
둘렀던 것이에요.

여: 급한 사정이었던 것은 이해합니다만, 결국에는 은행 대신에 병원으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여: 이번에는 경고만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교통
위반 딱지를 발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풀이]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도로를 횡단한 남자 보행자에게 여자 경찰관이 주의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관계는 ‘경찰관과 보행자’이다.

[Words and Phrases]

identification 신분증

in a hurry 급히, 서둘러

warning 경고

10.

[해석]

여: 6시 30분이네요. 집에 안 가세요?

남: 늦게까지 일하게 될 것 같네요. 오늘밤 무슨 계획이라도 있나요?
여: 무엇을 사러 쇼핑몰에 들를 거예요.
남: 무엇을 살 건데요?

여: 전자사전이요. 이번 주에 대규모 할인 판매 행사를 하고 있어요.

남: 갑자기 왜 전자사전이 필요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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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아,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여동생을 위한 것입니다. 그녀가 내
일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남: 와! 벌써요?

여: 우리가 그녀를 놀이동산에 데리고 갔던 것이 바로 어제 같아요.

남: 이거 알아요? 내가 그녀의 졸업식에 갈 수 없어서, 지금 그녀를 위해서 꽃을 사
오겠어요.

여: 정말 멋져요! 분명히 그녀가 그것들에 대해 아주 고마워할 거예요.
[풀이]

여자의 여동생이 내일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는 말을 듣고, 남자는 내일 졸업식에 참
석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여동생에게 선물할 꽃을 사오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
로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꽃 사러 가기’이다.

[Words and Phrases]

electronic dictionary 전자사전
산

graduation 졸업식

all of a sudden 갑자기

appreciate 고마워하다

amusement park 놀이동

11.

[해석]

여: John, 이번 주에 박물관에 가기로 한 것 알지, 그렇지?

남: 그럼. 그것에 관해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 다섯 개의 박물관들
로 선택의 폭을 좁혀봤어.

여: 어디 보자.... 모든 박물관들이 흥미로워 보이는데. 난 그것들 모두에 가고 싶어.
남: 음, 보고서를 위해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어. 이 박물관은 어때?

여: 선생님께서 보고서에 사진들을 첨부하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 안나? 우리는 사
진촬영이 허락되는 곳으로 갈 필요가 있어.

남: 아, 그래. 그럼, 여기는 어때? 자동차들 재미있잖아.

여: 하지만, 난 입장료로 10달러 이상을 쓰고 싶지는 않아.
남: 알았어. 그럼 우리에게 이 두 군데가 남네.
여: 손수 만드는 활동을 하는 박물관에 가자.

남: 그다지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러한 활동은 아이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니?

여: 물론 아니지. 그것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거야.
남: 좋아. 그러면 그 박물관으로 가자.
[풀이]

사진 촬영이 허락되며, 입장료는 10달러 이하이고, 손수 만드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박물관은 ④ Dinosaur Museum이다.
[Words and Phrases]
narrow

(범위를)

좁히다

photography

사진

do-it-yourself (수리·조립 등을) 스스로[손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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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admission

입장료

12.

[해석]

여: The Walk of Harmony가 다음 달 4월 10일 토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은 다문화 가정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걷는 거

리는 7킬로미터입니다. 숫자 ‘7’은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행운과 희망’을 상징합

니다. 그 행사는 비가 오든 날씨가 맑든 열릴 것이며, 거기에는 많은 오락거리

와 다른 나라의 음식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티셔츠가 있을

것입니다. 8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성인이 동반해야 됩니다. 7킬로미터가 당신에

게 너무 길면, 3킬로미터 Mini Walk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www.walkofharmony.org에 방문하셔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으세요. 오셔서 다
양한 문화의 화합을 축하해주세요.

[풀이]

The event will take place, rain or shine이라고 했으므로 ‘비가 올 경우에는 행사가

취소된다.’고 한 ③번이 정답이다.

[Words and Phrases]

take place 개최되다, 일어나다

footstep 발자국, 발소리

accompany ~에 동반하다, ~와 함께 가다

participant 참여자

application 신청, 지원서

13.

[해석]

① 여: 아, 이런. 내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어요.
남: 걱정하지 마. 내가 또 하나 사줄게.

② 여: 냉장고 옮기는 것 좀 도와줄래요?
남: 알았어요. 함께 들어요.

③ 여: 어떤 맛 먹고 싶니?

남: 모르겠어요. 고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④ 여: 여기서 시계를 수리하나요?

남: 네. 저기 탁자위에 그것을 두시겠어요?

⑤ 여: 현금을 인출하고 싶은데요.

남: 문제없어요. 얼마나 하시려고요?

[풀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남자가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③번 대화가 가
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refrigerator 냉장고

flavor (독특한) 맛

withdrawal (예금의)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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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석]

여: Alex, 어디 있었어요? 당신을 한참 찾았잖아요.

남: 미안해요. 나는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여: 알다시피 내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회사 패션쇼를 준비해야 하잖아요.
남: 그렇죠. 사장님께서 굉장한 쇼를 기대하고 계세요.

여: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남: 나는 모든 것이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여: 모델 중의 한 명이 독감에 걸렸어요.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남: 모델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내 친구 중의 한 명에게 전화할 수 있어요.

여: 잘 됐네요. 하지만 이틀 후에 최종 리허설이 있어요. 가능한 한 빨리 알아볼 수
있어요?
남: 내일까지 누가 가능한지 말해줄게요.
[풀이]

독감에 걸린 모델을 대신할 사람을 찾는 것을 가능한 한 빨리 알아봐 달라는 여자
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① 제 콘서트에 입을 옷을 사러 여기 왔습니다.
니다.

④ 지금 당장 공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③ 당신이 독감에서 낫기를 바랍
⑤ 대신 할 사람을 찾아줘서 고

마움을 표하고 싶어요.
[Words and Phrases]

organize 조직하다, 준비하다
체자, 교체물

come down with ~ 병에 걸리다

replacement 교

15.

[해석]

여: 이봐, Stuart. 게시판을 봐.

남: 와, 학교 동아리가 많이 있구나.

여: 음.... 나는 학교 록밴드에 가입하고 싶어. 거기에 함께 가입하자.
남: 놀리는 거니? 나는 악기를 연주하는 데 서툴러.
여: 그러면, 너는 어떤 동아리에 관심이 있어?

남: 어디 보자.... 내가 가입하고 싶은 동아리를 찾을 수 없네.
여: 그게 뭔데?

남: 체스 동아리야. 하지만 그것은 목록에 없어.

여: 안됐네. 아, 생각이 떠올랐어. 네가 직접 체스 동아리를 시작하는 거야!
남: 내가? 혼자서?

여: 그건 쉬워. 누구라도 할 수 있어. 네가 할 일은 포스터를 만들어서 학교 여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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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붙이는 것뿐이야.

남: 누군가가 포스터 일을 도와주면 좋을 텐데.

여: 네가 그것들을 만들면, 내가 그것들을 붙이는 것을 도와줄게.
[풀이]

남자는 체스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 포스터를 만들어서 학교에 붙이려고 한다. 누군
가가 포스터 작업을 도와주면 좋을 것이라는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① 나는 그 동아리 활동들에 관심이 없어.
거둘거야.

② 이 록 콘서트는 반드시 큰 성공을

③ 내 꿈은 세계 체스 챔피언이 되는 거야.

④ 그것은 악기를 연주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야.
[Words and Phrases]

bulletin board 게시판 musical instrument 악기
16.

[해석]

남: 이봐, Lisa. 무슨 문제가 있니?

여: 어제 오빠가 이사하는 것을 돕다가 허리를 다친 것 같아.

남: 아, 이런! 어떤 일이 있었는데?

여: 음, 이 상자를 들려고 허리를 숙였고, 다음은 알다시피 너무 통증을 느꼈어.

남: 심각한데. 그것에 대해 의사의 진찰을 받으러 갔니?

여: 아니.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얼음을 좀 올려놓기는 했어.
남: 그건 잘 한 일이지만, 그건 일시적인 치료일 뿐이야.
여: 걱정 마. 곧 나아서 돌아다니게 될 거야.

남: 허리를 다치는 것은 심각한 일이야. 전문의의 의견을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고 생각해.

여: 음....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 후회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게 더 낫지.
[풀이]

허리를 다쳐 얼음찜질을 한 여자에게, 남자는 의사의 진찰을 받으라고 권유한다. 정
말로 의사의 진찰이 필요한지 묻는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① 부서지지 않은 것은 고치지 마.

② 너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어.

④ 너

는 모든 세상(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어. ⑤ 재미있을 때는 시간이 빨리 흐르는
법이야.

[Words and Phrases]

bend over 허리를 숙이다

relieve 완화하다, 누그러뜨리다

temporary 일시적인

remedy 치료 be up and running 건강 상태가 나아져 돌아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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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해석]

남: 호주에서 온 Amy는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하고 있다. 그녀는 이번 주에 경복궁
과 남대문 시장과 같은 많은 관광 명소로 여행했다. 오늘 그녀는 도시 전체 풍

경을 볼 수 있는 곳에 가고 싶다. 그녀는 N 서울타워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는

다. 택시가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그녀는 몇몇 사람들이 타워로 올라가는 아름

다운 오솔길을 따라 걷고 있는 것을 본다. 그녀는 갑자기 그 오솔길을 따라 걷
고 싶은 기분이 든다. 그래서 그녀는 택시 기사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요청하려
고 한다. 이 상황에서, Amy는 택시 기사에게 뭐라고 말을 할 것 같은가?

Amy: 여기서 저를 내려 주실래요?

[풀이]

오솔길을 걷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려는 Amy가 택시 기사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①이다.

② 이 택시가 N 서울타워에 갑니까?

그 시장에 가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③ 경복궁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습니까?

④

⑤ 서울에서 방문할 만한 장소를 추천해 주

실래요?

[Words and Phrases]

tourist spot 관광 명소 destination 목적지 trail 오솔길 pull over 차를 세우다
18.

[해석]

제 아내와 저는 귀사의 간행물을 수년간 즐겁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지금

우리의 일로 인해 우리 둘 다 대부분의 주마다 여행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일간
신문을 계속 구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사가 우리 집에 배달을 중단

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212) 555-5612로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그러면 제 아내나 저나 둘 중 한 사람이 가능한 빨리 전화를 드리겠습
니다. 최고의 신문을 수년간 믿을 수 있게 배달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

리의 상황이 변하면, 귀사에 전화를 드려 배달을 다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러는 동안에는,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배달이 중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풀이]

가정 사정으로 인해 일간신문을 받아볼 수 없게 된 구독자가 신문의 배달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글이다.
[Words and Phrases]

publication 출판물, 간행
reliable 믿을 만한

keep up with ～을 계속 유지하다

resume 다시 시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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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y 배달

19.

[해석]

Kate와 Joan은 3개월 동안이나 서로 보지 못했는데, Joan의 아파트에서 즐겁게 이
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짧은 대화 후에, Joan이 커피를 준비하러 갔다. 곧 그녀가

컵과 받침 접시를 가지고 돌아와 그것을 작은 보조탁자에다 놓았다. Joan이 테이블
보를 찾고 있는 도중에, Kate는 벽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방 주위를 서성이고 있
었다. 사진들 중 하나에 열중하면서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다가 그 작은 탁자

에 부딪혔고 그것을 쓰러트렸다. 컵과 받침접시 모두가 깨졌다. Kate는 자신의 부주
의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Joan이 치우는 것을 도우며, 그녀는 그 손해에 대해 보

상하는 방법을 생각해 내려고 했다. 나중에 Joan은 자신이 조직하고 있는 전시회에
서 일할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다는 말을 했다. 비록 Kate는 그 특별한 일요일에 해

야 할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지만, 그녀의 계획을 취소하고 Joan을 돕기 위해 자원
봉사를 하기로 결심했다.

[풀이]

①은 Joan을 가리키지만 나머지는 모두 Kate를 가리킨다.
[Words and Phrases]
chat 잡담하다

트리다, 뒤집어엎다

side table 보조탁자

회, 박람회

negligence 부주의

wander 어슬렁거리다

tip over 쓰러

compensate 보상하다

fair 전시

20.

[해석]

‘용기’라는 말이 ‘심장’을 뜻하는 라틴어의 ‘cor’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말은 추기되는 의미를 지닌다. 사전은 용기를 ‘불찬성이나, 적의, 또는 경멸을 유

발할 수도 있는 올바른 행동의 과정을 추구하게 되는 특질’로 정의한다. 300년보다

이전에 La Rochefoucauld는 그가 ‘완전한 용기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아무도 보지 않는데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한 걸음 더 나갔다.

무관심이나 반대에 직면하여 도덕적 용기를 보여주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진리를
위한 진심어린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담한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기대를 능가하는
결과를 성취한다. 반면에, 마지못해 하는 개인들은 그것이 그들 자신의 이익과 연관

이 있을 때조차도 용기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모든 상황에서 용감하게 되는 것은
강한 결단력을 필요로 한다.

[풀이]

④가 포함된 문장에서 주어인 persons에 연결되는 동사가 없으므로 ④는 achieve로
바꾸어야 한다.

[Words and Phrases]
disapproval 불찬성

unwitnessed 목격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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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fference 무관심, 냉담

wholehearted 성심성의의
키지 않는

take a stand 입장을 취하다

distinguished 눈에 띄는

half-hearted 마음이 내

21.

[해석]
우리는 마치 미래가 너무 느리게 오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서둘러 오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미래를 고대한다. 우리는 너무나 경솔해서 우리의 것이 아닌 시간 속

에서 방황하고 우리에게 속한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지탱하려고 하며, 우리가 도달할 확실성이 전혀 없는 시간을 위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조정하려고 생각한다. 당신의 생각을 점검해보면, 당신은 그
것들이 완전히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에 대해서는 거의 전혀 생각을 하지 않으며, 만약 그렇게 한다 해도 그것은 단지
미래를 위한 우리의 계획을 비추기 위해서일 뿐이다. 과거와 현재는 우리의 수단이
고, 단지 미래만이 우리의 목적이다.
[풀이]

(A) 형용사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부사인 so이며, such는 ‘such+관사+형용사+명사’
의 어순으로 많이 사용된다. (B) 동사 try와 병렬구조를 이루면서 주어인 We에 연

결되는 think가 적절하다. (C) ‘find+목적어+목적보어’의 구문으로 목적어인 them이
occupy의 대상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지니는 과거분사 occupied가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anticipate 고대하다

arrange 조정하다, 배열하다

imprudent 경솔한
certainty 확실성

belong to ～에 속하다

22.

[해석]
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사교적인 결속력과 애정의 역할에 관련된 다음의 암시를 고
려해보라. 만약 강한 결속력이 작은 불찬성이라도 덜 가능하게 만든다면, 집단과 단

체의 수행은 손해를 입을 것이다. 투자 클럽에 대한 한 연구는 최악의 성과를 보이
는 클럽은 애정의 유대위에 조직되었고 기본적으로 사교적인 반면에, 최고의 성과

를 내는 클럽은 사교적인 연결을 제한했고 돈을 버는데 집중했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불일치는 높은 성과를 보여주는 클럽에서 훨씬 더 빈번했다. 낮은 성취를 보여

주는 사람들은 보통 만장일치로 투표를 했고 공개적인 토론은 거의 가지지 않았다.

(그 연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높은 업무수행자들은 낮은 업무수행자들보다 사교적인
결속력에 더 큰 중요성을 두었으며, 그 결과 그들의 높은 성공률에 이르렀다.) 중심

적인 문제는 낮은 성취를 이룬 집단들의 투표자들은 가장 높은 수익을 만들어내기
보다는 사교적인 응집성을 구축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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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 사이의 사교적인 유대감과 애정이 업무수행을 높이는데 부정적으로 작용

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높은 성취자들이 사교적인 유대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
했다는 ④는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다.

[Words and Phrases]

implication 암시, 함축, 관련
불일치, 의의
일치로

bond 결속력, 유대

institution 제도, 단체

illustrate 예시하다, 보여주다

affection 애정

impair 손상시키다

cohesion 응집성

dissent

unanimously 만장

23.

[해석]

나는 항상 나의 아이들에게 공손함, 지식, 그리고 질서는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은 스

스로를 위해 요구되고 발전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왔다. 그러나 그들은 학교에서 점
심시간의 휴식 때에 1/4마일 트랙을 달려서 Nature Trail을 획득하는 것을 배웠는

데, 그것도 빨리 배웠다. 혹은 운동장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혹은 어린아이가 화장실
을 찾도록 도와주는 행동, ‘훌륭한 시민’이라고 불리곤 했던 행동을 하고 Lincoln

Dollars를 획득하는 것을 배웠다. 보상과 당근을 가지고 아이들의 최소한의 협동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할까?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좋은 행동이 자극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아이들은 스티커, 별, 그리고 캔디 바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위해 좋은 행동을 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풀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아이들이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좋은 행동을
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이 잘 나타나 있다.
[Words and Phrases]
politeness 공손함
쓰레기

for one's own sake 자신을 위해

minimal 최소한의

reinforce 강화하다

cooperation 협동

incentive 자극, 유인

recess 휴식, 쉼

trash

treat 접대하는 것

24.

[해석]

10년에 걸친 전형적인 한 세트의 연구에서 생물학자인 Gerald Wilkinson은 하룻밤
에 성공적으로 먹이를 찾아다닌 흡혈박쥐들이 함께 사는 둥지로 돌아오면 그들은
빈번히 체액을 토해내서 심지어는 동족(同族)이 아닌 박쥐까지 포함해서 둥지에서

함께 사는 박쥐들과 그것을 함께 나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이유는 체액을 함께
나눔으로써 모든 박쥐의 생존 가능성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틀 밤 동안 먹이를 먹지 못하는 박쥐는 죽을 가능성이 있다. 체액

을 제공하는 박쥐는 일반적으로 자기에게서 남는 것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해서
아사에 처한, 먹이를 찾는데 성공하지 못한 박쥐들을 구한다고 Wilkinson은 밝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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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비용은 비교적 저렴하고 이익은 비교적 높아진다. 어떤 박쥐도 어떤 특
정한 밤에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체액을 제공하는) 박쥐 자신

도 언젠가는 둥지에서 함께 사는 어떤 박쥐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다. 사실
상 흡혈박쥐들은 일종의 상호 보험 체계를 만들어 낸 것이다.

[풀이]

어떤 흡혈박쥐도 어느 날 밤에는 먹이를 찾는데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먹이를 찾
은 날에는 둥지에 사는 다른 박쥐들과 그것을 함께 나눈다는 내용의 글이다. 이는

곧 상호간에 보험을 드는 형식이 되므로, 빈칸에는 ‘상호 보험 체계’가 가장 적절하

다.

① 복잡한 사회의 계급 제도, ② 생태계의 다양성, ④ 기생 관계, ⑤ 효과적인

번식 과정

[Words and Phrases]

vampire bat 흡혈박쥐
기 등의) 제공자

benefit 이익, 이득

communal 공동[공유]의

surplus 나머지

vomit 토하다

starvation 기아, 아사

in effect 사실상, 실제로는

donor (혈액·장

relatively 상대적으로

25.

[해석]
의사소통에 있어서 거의 잘 이해되지 않는 역설 중의 하나는 단어가 어려우면 어려

울수록 설명은 더욱더 짧아진다는 것이다. 한 단어에 더욱더 많은 의미를 집어넣을
수록 그 생각이 전달되게 하는 데는 더욱더 적은 단어가 필요하게 된다. 과장된 말

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 분개하고, 물론 그 말은 아주 종종 명

료하게 하기 보다는 혼란스럽고 관심을 끄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언어의 잘
못이 아니다. 그것은 의사소통 도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의 거만이다. 풍부한 어휘
를 습득하는 가장 좋은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 당신이 장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 진정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간결하고 깔끔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imbricate’라는 단어를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붕

위의 타일, 물고기의 비늘 혹은 꽃받침처럼 규칙적으로 배열된, 부분적으로 겹친 모
서리가 있는’이라고 누군가에게 말해야 한다. 한 단어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기 위
해 스무 개 이상의 단어를 쓰게 된다.
[풀이]

빈칸 이후의 문장에서 예를 든 것처럼 imbricate라고 하면 될 것을, 그 단어를 모르

는 경우에는 그것을 풀어서 스무 개 이상의 단어를 쓰게 된다. 이는 곧 풍부한 어
휘를 습득하면 장황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빈칸에는 ‘그것으로 인

해 당신이 장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가 가장 적절하다.

② 중대한 오해를 피

할 수 있다, ③ 그것을 통해 당신의 진정한 의도를 숨길 수 있다, ④ 그것을 통해

당신 스스로를 더 인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⑤ 어려운 단어 대신에 쉬운 단어를

- 15 -

사용할 수 있다

[Words and Phrases]

paradox 역설, 패러독스(틀린 것 같으면서도 옳은 의론)
을 이해시키다

big words 과장된 말, 호언장담

impress 관심을 끌다

clarify 분명[명료]하게 하다

long-winded 길고 지루한, 장황한
으로 겹치다

resent 분개하다, 원망하다

genuinely 진실로

imbricate 비늘[기와] 모양으로 겹쳐진

깔끔하게

get the idea across 생각

arrangement 배열, 배치

arrogance 오만, 거만

tersely 간결하게

edge 모서리

sepal 꽃받침

trimly

overlap 부분적

26.

[해석]

당신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전적으로 집중하는 한, 그 결과가 더욱더 빨리

그리고 더욱더 쉽게 만들어진다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은 분명하다. 당신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충분한 음식을 확보하려는 결의는 당신으로 하여금 땅을 갈고 가축을

돌보는데 지치게 하는 날들을 보내도록 유인한다. 그러나 자연이 식탁에 차려질 음
식과 고기를 충분히 제공한다면, 당신은 많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자연에
게 감사해 하고, 스스로 훨씬 더 낫다고 여길 것이다. 요컨대 수행된 목적은 수행하

는데 소비된 시간과 에너지가 결과로 나타난 자산과 균형을 이루는 거래이고, 이상
적인 것은 전자(前者)가 0에 가깝고, 후자(後者)는 무한대에 가까운 경우이다. 그러

면 목적은 노력의 결실로 인해 단지 조건부로 요구한 노력을 정당화하게 된다.
[풀이]

목적을 수행하는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는 그의 결과로 인해 나타난 자산과 균형을
이루는 거래 관계에 해당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거래는 시간과 에너지는 0에 가깝
고, 결과로 나타난 자산은 무한대에 가까운 경우라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

는 ‘전자(前者)가 0에 가깝고, 후자(後者)는 무한대에 가까운 경우이다.’가 가장 적절
하다.

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낳는다, ② 삶은 끝없는 꿈을 추구할
때 풍성해진다, ③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고 자산은 풍부하다, ④ 자연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상하지 않는다
[Words and Phrases]

so far as ~하는 한

secure 확보[획득]하다
유하다
가축

bring about ~을 유발[초래]하다

sufficiency 충분(한 상태), 충분한 수량

weary 피로한, 지쳐 있는

in abundance 풍부하게

execution 실행, 수행
까워지다

(요)구하다

resolve 결심, 결의

till 갈다, 경작하다

tend 돌보다

spare (수고 따위를) 끼치지 않다

asset 자산

the latter 후자(後者)

conditionally 조건부로

the former 전자(前者)
infinity 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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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e 꾀다, 권
livestock

transaction 거래

approximate ~에 가

justify 정당화하다

exact

27.

[해석]

심리학자 Solomon Asch는 사람들이 독립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판단에 대한 성향

보다 동료들에게 동의하려는 성향이 더 강한지 어떤지를 알고 싶었다. Asch는 20명

의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집단들을 모아서, 그들이 시각적 지각에 관한 실험에 참여
할 거라고 알렸다. 그는 그들에게 줄 세 조각을 보여주고서 차례대로 어느 줄이 가

장 긴지를 각자에게 물었다. 그것은 쉬운 일이었고 정답은 명백했다. 하지만, Asch

는 그 실험의 실제 피(被)실험자에 해당하는 각 집단의 마지막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밀히 중간 길이의 줄이 가장 길다고 말하도록 지시했다. 나중에 밝혀
진 것처럼 실제 피(被)실험자의 70퍼센트 이상이 집단의 압력에 굴복해서 중간 길

이의 줄이 가장 길다고 말했다.

[풀이]

사람들이 독립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동료들에게 동의하려는 성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실험한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집단의 압력에 굴복했다’가 가장 적절
하다.

② 정답을 이해했다, ③ 시력에 문제가 있었다, ④ 다른 집단의 일원을 끌어들였다,
⑤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사용했다
[Words and Phrases]
tendency 경향, 성향

peer 동료

모으다, 집합시키다, 소집하다

obvious 명백한

자, 실험 대상자

rational 이성적인

judgment 판단

visual perception 시각적 지각

secretly 비밀로, 몰래

instruct 지시하다

assemble

segment 조각

subject 피(被)실험

as it turned out 나중에 밝혀진 것처럼, 뒤에 알고 보니

in to ~에 응하다, ~에 굴복하다

cave

28.

[해석]

여행은 생각의 산파(産婆)이다. 움직이는 비행기, 배 혹은 기차 보다 내면적인 대화

에 더 도움이 되는 장소는 거의 없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과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고 사이에는 대개 특이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것은 때때로 넓은
시각,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하는 넓은 사고이다. 미루기 쉬운 자아 성

찰적 반성은 풍경의 흐름에 따라 촉진된다. 사고가 해야 할 일의 전부일 때 (인간

의) 정신은 올바로 생각하는 것을 꺼릴 지도 모른다. 그 일은 농담을 해야 하거나
혹은 요구대로 말씨를 따라해야 하는 것처럼 무력하게 할 수도 있다. 정신의 일부

에게 다른 일이 주어지거나 그것이 음악을 듣거나 가로수를 따라 걷는 일로 가득
채워질 때 사고는 향상된다.

[풀이]

단지 사고만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올바로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여행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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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인간의 사고가 향상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사고만을 해야 하

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올바로 생각하는 것을 꺼릴 지도 모른다.’가 가장 적절하다.

② 미래의 사고에 더 잘 초점을 맞출지도 모른다, ③ 다중 작업으로 인해 혼란스러
워질 수 있다, ④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비되기 쉽다, ⑤ 눈앞에 있는 것
으로부터 산만해질 수 있다
[Words and Phrases]

midwife 조산사, 산파

peculiar 이상한, 특이한

reflection 반성, 숙고

conducive to ~에 도움이 되는
correlation 상관관계

be liable to ~하기 쉽다

introspective 자기 성찰적인

stall 지연하다, 미루다

along (사람을) 도와서 나아가게 하다, (일을) 촉진시키다
못해 하는
에 따라서

trees 가로수

internal 내면적인

reluctant 꺼리는, 마지

paralyze 무력[무능]하게 하다, 마비 상태로 만들다
mimic 흉내 내다

help

on demand 요구

be charged with ~로 가득 차 있다

a line of

29.

[해석]

우리가 가치 안에서 무가치를 보거나 진실 안에서 허위를 볼 때, 가치 혹은 진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하는 것은 기본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것
은 단지 상대적인 것이다. 인간의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내적인 극성(極性)에 달려있기 때문이고, 모든 것은 에너지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반드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극성에 달려 있는데, 그것 없이는 에너지도 없

을 것이다. 항상 높거나 낮고, 뜨겁거나 차갑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에너지에 해당
하는 평형의 과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반대의 것을 지지하여 이전의 모

든 가치를 거부하는 성향은 더 이전의 일방적인 것만큼 과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
리고 그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명백한 가치를 거부하는 문제에 관한 한 그
결과는 치명적인 손실이다.

[풀이]

인간의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높은 것이 있으면 낮은 것이 있고, 뜨거운 것

이 있으면 차가운 것이 있기 마련이고, 이것들이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것이
곧 에너지이다. 따라서 어느 한 가치 만을 지지해서 나머지 모든 가치를 거부하는
것은 ‘더 이전에 일방적인 것만큼 과장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① 인간의 일에 상대성을 추구하는 또 다른 방법
② 다른 모든 가치를 받아들이는 성향처럼 바람직한
④ 궁극적인 사실에 도달하는 유일무이한 방법
⑤ 내면의 극성으로부터 나온 에너지의 존재를 시인하는 것
[Words and Phrases]
fundamental 기본적인

cease 멈추다

relative 상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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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 on ~에 달려 있

다

inner 내적인

을 유지하는
일방적임

polarity 극성(極性)

phenomenon 현상

in favor of ~에 찬성[지지]하여

in so far as ~하는 한에 있어서는

indubitable 확실[명백]한

fatal 치명적인

equilibrating 평형

exaggeration 과장

onesidedness

universally 보편적[일반적]으로

30.

[해석]

Jess는 한 발을 더 앞으로 내딛었다. 바닥이 갑자기 급격하게 깊어졌으며, 수위가

그녀의 무릎에서 허리로 갑자기 올라왔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걱정스러운 듯이 앞
쪽에 있는 강물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리기 시작했으며, 그녀는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것은 미지의 강이었다. 갈대가 있을 수도 있고, 혹
은 그녀가 알지 못하는 다른 위험 요소가 있을 수도 있었다. 도시사람인 그녀는 시
골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강물에서 수영을 한 경험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

걱정되었다. 그것은 충분히 안전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

다. 심호흡을 하고 그녀는 물의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좋고 시원하게 느껴졌으
며, 그녀가 처음 들어갔을 때만큼 몹시 차갑지 않았다. 물이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

고 포용해 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물의 흐름을 따라 가면서 느껴지는 그 맑고 풍
요로운 느낌이 좋았다.
[풀이]

Jess는 처음에 강물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으나, 점차로 물에 들어가는 느낌을 좋

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Jess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worried(걱정스

러운) → pleased(흡족한)이다. ① 지루한 → 즐거워하는 ③ 즐거운 → 겁에 질린
④ 흥분된 → 슬픈 ⑤ 두려운 → 실망한
[Words and Phrases]
anxiously 걱정하여
시 사람

름, 조류

scan 훑어보다

embrace 얼싸안다, 포옹하다

stiffen 굳어지다

reed 갈대

luxuriant 번성한, 풍요로운

townie 도

current 흐

31.

[해석]

우리가 대체로 믿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 삶의 최고의 순간들은 수동적이고,

수용적이며, 긴장을 풀고 있는 시간들이 아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면 그러한 경험들도 즐길 수도 있긴 하지만 말이다. 최고의
순간들은 어렵고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 속에서 한 개
인의 신체나 정신이 그 한계점에 이르게 될 때에 주로 생겨난다. 따라서 최적의 경
험은 우리가 직접 발생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다.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그것은 떨

리는 손가락으로 그녀가 지금껏 만들었던 그 어느 것보다 더 높은 자신이 만든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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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마지막 블록을 놓는 것일 수 있고, 단거리선수에게는 자신의 기록을 깨려고

애쓰는 것일 수 있으며,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있어서는 복잡한 악절을 완벽하게 숙

달하는 것일 수 있다. 각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수천 가지의
기회와 도전이 있다.

[풀이]

(A)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attain)’ 것을 즐긴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avoid는

‘피하다’라는 뜻이다. (B)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최적의(optimal)’ 경험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minimal은 ‘최소의’라는 뜻이다.

(C) 어려운 것을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는 것이므로, intricate(복잡한)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uncomplicated

는 ‘복잡하지 않은’이라는 뜻이다.
[Words and Phrases]

contrary to ∼와는 반대로
자발적인

receptive 받아들이는

sprinter 단거리 선수

expand 넓히다, 확장시키다

attain 달성하다

intricate 뒤얽힌, 복잡한

voluntary

passage 악절

32.

[해석]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나 휴가 중에 아니면 삶의 중요한 축하를 할 때 미래를 위해
그 경험을 보존해 두려고 수많은 사진을 찍는다. 그러나 사진사의 역할이 현 순간

의 즐거움을 실제로 손상시킬 수 있다. 나는 첫 아이이자 외동아이의 탄생 사진을

찍는 데 진지하게 몰두했던 한 아버지를 안다. 사진들은 아름다웠지만 자기 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간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나중에 그는 탄식했

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것은 그를 현장에서 분리되도록 만들어 버렸다.

그는 체험자가 아니라 단지 관찰자였다. 사물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경험을 무시하는(→ 증진시키는) 방
법으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가르쳐라.
[풀이]

사진을 찍다 보면 실제 경험에서 멀어지고 현실에서 동떨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험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

다고 하는 것이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밑줄 친 ⑤의 neglects를
enhances로 고쳐 써야 한다.
[Words and Phrases]

celebration 축하, 기념

lament 슬퍼하다

ongoing 진행하는

preserve 보존하다

detached 떨어진, 분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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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ract from ∼을 손상시키다

neglect 소홀히 하다, 무시하다

33.

[해석]

당신의 제품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현존하는 제품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반
드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 예를 들어, 건설하
는 데 4년이 걸렸던 Erie 운하는 당대에 효율성의 최고봉이라고 여겨졌다. 운하를

건설한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철도의 출현이 분명히 운하의 즉각적인 쇠
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운하가 완성되었을 때, 철도는 이미 가장 적합한
운송 기술로 자리를 잡았다. 이와 유사하게, 연료전지가 선택 가능한 자동차 엔진이

되고 있을 때, 내연기관의 효율성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자동차 회사들은 자

신들이 뒤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을 계속 만들

어야 할 때인가? 아니면 새로운 틈새를 창출할 때인가? 혁신은 회사의 밖에서 들려

오는 신호들, 즉 공동체, 주변 환경, 전반적인 세계에서 들려오는 신호들을 알아차
릴 것을 요구한다.

[풀이]

(A) 현존하는 제품을 완벽하게 만든 것이 최고의 투자가 아니었던 Erie 운하의 예

를 들고 있으므로, For example(예를 들어)을 써야 한다. (B) 앞에서 들었던 것과
비슷한 예를 하들었더 들고 있으므로, Likewise(이와 유사하게)를 써야 한다.
[Words and Phrases]
perfection 완전, 완벽

investment 투자, 출자

as ∼으로 간주되다, 여겨지다
downfall 몰락, 붕괴

efficiency 능률, 효율

transportation 운송, 수송

combustion engine 내연기관

canal 운하, 수로

be regarded

advent 출현, 도래

automotive 자동차의

innovation 혁신, 쇄신

internal

34.

[해석]

노련하게 글을 쓰는 사람은 언제나 토론하는 분위기에서 글을 쓴다. 그들의 글은
대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견해의 맥락 속에 끼워 넣어진다. 글을 쓰는 많은 사람
들은, 특히 학계에서는, 글을 쓰는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반응한다. 과학자는

다른 과학자들의 실험 절차를 재검토하고, 문학 평론가는 유행하고 있는 해석 방법

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회학자는 동료의 자료에 대해 다르게 설명하며, 역사가는 응

답자로서 회의에 참석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진공 상태에서 글을 쓰지 않는다. 그들
의 생각은 종종 토론에서 시작되며, 그들의 글은 토론에 대한 응답이고, 그들의 논

문은 더 깊은 토론을 자극하기 위해 쓴 것이다.

[풀이]

글을 쓰는 사람이 글을 쓰는 데 토론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쓴 글이다. 그러

므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the use of discussion in writing(글을

쓰는 데에 토론을 이용하기)이다.

②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자기비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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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비판적 사고의 장점

④ 과학 실험의 연구 방법들

⑤ 학문

분야에서의 설득 기법의 유형들
[Words and Phrases]

invariably 변함없이, 항상
한, 주요한

interpretation 해석

respondent 응답자
생기다

climate 분위기

embed 끼워 넣다

alternative 대안의, 대체의

conference 회의, 회담

stimulate 자극하다

prevailing 우세

vacuum 진공

persuasive 설득의

colleague 동료

originate 시작하다,

35.

[해석]

서식지 다양성이란 생물이 존재하는 장소들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다. 각 서식지
는 수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사는 곳인데, 그들 대부분은 그 서식지에 의존한다. 그

것이 사라질 때에, 엄청난 수의 생물의 종들의

또한 사라지게 된다. 더 흔한 경우

에, 서식지 전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오직 작은 면적의 서식지들만이 남게 된다. 미국 내의 원시림들과 해안
습지들, 그리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열대우림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작은

면적의 서식지들만을 제외하고 모든 서식지들이 파괴되면 많은 종류의 그 지역 생
물들을 멸종시킬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 광활한 면적을 필요로 하는 생물들도 위
협하기 때문에 특히 그 피해가 심하다.

[풀이]

서식지 파괴로 인해 서식지가 줄어들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생물들이 어떤 피해를 입
게 되는지에 대해 쓴 글이다. 그러므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the

shrinkage of habitats and its consequences(서식지의 감소와 그로 인한 결과)이다.
① 서식지 감소기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지의 유형과 생물의 종들 사이의 관계

③ 숲과 해안 습지의 중요성

④ 서식

⑤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들을 위해 자연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들
[Words and Phrases]

habitat 서식지

diversity 다양성

old-growth forest 원시림
축, 축소

gradually 점차로

elimination 제거, 배제

patch 작은 구획

acreage 면적

shrinkage 수

36.

[해석]

기원전 350년 경, 그리스에 Apelles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살았다. 자신의 걸작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듣기 위해 그는 그림을 시연할 때 숨어 있는 습관이 있었다.
한 시연에서 한 구두장이가 Apelles가 오랫동안 힘들게 공을 들인 그림에 있는 신
발을 비판했다. 그림을 손본 뒤 화가는 두 번째 시연을 마련했다. 이번에도 구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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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 인물의 해부학적 구조를 비판했다. Apelles는 참을 수가 없었는데, 그는 그
비판이 부당하고 그 남자는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Apelles는 소리쳤다. “구두장이야, 네가

하던 일이나 계속해라.” 그때부터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을 “네 하던 일이나 계속해라”라는 빗댄 경고의 말로 조롱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풀이]

After correcting the picture the painter arranged a second preview.에서 Apelles
가 그림을 수정한 수 다시 시연회를 마련했다는 ④가 글의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Words and Phrases]
preview 시연, 시사
학(적 구조)

masterpiece 걸작

labor 애쓰다, 노력하다

restrain oneself 참다, 자제하다

pointed 들이댄, 빗대고 있는

caution 조심, 경고

anatomy 해부

ridicule 비웃음, 조롱하다

37.

[해석]

브리슬콘 소나무는 미국 서부의 산악 지역에서 때때로 해발 2마일 이상이나 되는
높이에서 자라는 특이한 나무이다. 이 나무들은 아주 천천히 자라서 높이가 15에서

40피트까지 달한다. 이 상록수는 종종 수천 년 동안 산다. 토양이 척박하고 강수량
이 적은, 암석이 많은 지역 같은 이 나무들의 서식지를 고려해 보면, 이 나무들이
그렇게 오래 살고 또는 심지어 살아남는 것조차 거의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환경적 역경은 사실 그 나무들의 장수에 기여한다. 이런 상황의 결과로 만

들어지는 세포들은 조밀하게 배열된다. 조밀하게 조직을 갖춘 나무는 곤충들이나
다른 잠재적인 해충들의 공격에 내성이 있다. 더 윤택한 상황에 있는 브리슬콘 소

나무는 더 빨리 자라지만 더 일찍 죽고 곧 썩는다. 그렇다면 그 나무의 주변 환경
의 가혹함이 그 나무들을 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지극히 중요한 요인이다.

[풀이]

Bristlecone pines grow faster in richer conditions, but die earlier and soon

decay.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브리슬콘 나무가 더 일찍 죽고 곧 썩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⑤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and Phrases]
habitat 서식지

longevity 장수

직]하다

precipitation 강수량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densely 조밀하게, 밀집하여

decay 썩다, 부패하다

structure (복잡한 것을) 구축[조

sturdy 억센, 튼튼한

38.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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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sity 역경

위의 그래프는 2000년에서 2001년, 2002년에서 2003년, 그리고 2004년에서 2005년까

지 캐나다의 시골 지역과 도시 지역에서 출생부터 5세까지의 아동들 중 천식으로
진단을 받은 아이들의 남녀별 비율을 보여 준다. 시골과 도시 지역 모두에서, 천식

으로 진단받은 남자 아이들의 비율이 전체 기간 동안에 여자 아이들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 전 기간 동안, 천식이 있는 남자 아이들의 비율은 시골 지역에서 보다 도시

지역에서 더 높았다. 천식이 있는 여자 아이들에 관해서는, 도시 지역에서 가장 낮

은 비율이 시골 지역의 가장 높은 비율보다도 더 높다. 도시 지역에서는, 2004년에

서 2005년 사이에 천식이 있는 남자 아이들의 비율이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천식

이 있는 남자아이들의 그것보다 더 낮다. 시골 지역에서는, 천식이 있는 여자 아이
들의 비율이 2002년에서 2003년, 그리고 2004년에서 2005년까지와 같았다.

[풀이]

도시에서 천식 진단을 받은 여자 아이들의 비율로 가장 낮은 6.3%(2004-2005)가 시

골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인 7.1%(2000-2001)보다 낮으므로, ‘천식이 있는 여자 아이
들에 관해서는, 도시 지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 시골 지역의 가장 높은 비율보다

도 더 높다’는 ③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and Phrases]
diagnose 진단하다
여(는)

rural 시골의, 지방의

urban 도시의

regarding ∼에 관하

39.

[해석]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장 친숙한 도구와 기술에 많은 의존을 하면서 새로

운 문제를 공략한다. 이런 접근은 전에 해결했던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들에 대해서

는 매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문제가 아주 생소할 때에는 자주 실패하고,

비참한 실패를 맛보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 것도 가정하지 않고 마치 그
런 문제를 예전에 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무술에서는, 어떤 것을 새로이 바라보는 이런 의식 상태는 ‘초보자의 마음’이라고

알려져 있다. 어떤 기예에 대한 초보자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관련이 없는지

알지 못해서 모든 세세한 부분을 받아들이려 애쓴다. 노련한 무술인들은 그들의 경
험을 필수적인 것과 무관한 것을 걸러내는 여과기로 사용한다. 그 여과기가 실수로
필수적인 뭔가를 잘못 걸러낼 때, 노련한 대가들도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풀이]

아주 생소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때에는 아무 것도 가정하지 않고 마치 처음 본

것처럼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최선이라는 내용이므로, 정답으로 ⑤가 가장 적절하
다.

[Words and Phrases]
rely on 의존하다

previously 이전에

novel 새로운,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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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elevant 무관한

screen out 걸러내다, 막아주다

seasoned 경험이 많은, 양념한

40.

[해석]
당신은 세상을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과 경쟁하는 하나의 큰 경기로 여긴다.

당신은 바깥 저곳에는 정해진 양의 행운과 불운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이 실패할 때, 당

신은 당신이 성공할 더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 밖에는 한정된 공

급량의 자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이길 때 모든 사람이 이긴다. 한 사람
이 만드는 모든 승리는 모두에게 획기적인 약진이다. 한 명의 올림픽 수영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울 때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최고의 것을 불러내어

인간의 수행의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기 위해서 그 성취를 뛰어 넘도록 고취한
다. 유전학자가 DNA 분자의 새로운 비밀을 알아낼 때마다, 그것은 우리 지식의 기

반에 더해져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인생은 다수의
승리자가 있는 경기임을 명심하라.

[풀이]

인생은 다수의 승리자가 있는 경기로서, 한 사람이 이길 때 모든 사람이 이기며, 한

사람이 만드는 승리는 모두에게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준다는 내용이므로, 정답으
로 ⑤가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compete 경쟁하다, 겨루다 dictate 명령하다, 지시하다
돌아가다

breakthrough 돌파구, 획기적인 약진

geneticist 유전학자

unlock (비밀 등을) 알아내다

go around 모두에게 고루

inspire 고무하다, 고취하다

molecule 분자

41.

[해석]

나의 몇몇 세미나 수업의 대학생들은 둥글게 둘러앉았고, 각각의 학생들은 돌아가

며 자신들의 이름을 말했다. 소개가 한 번 돌아간 후에 그 학생들은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한 많은 다른 학생들의 이름을 적으라고 요청을 받았다. 거의 모든 경우에
학생들은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앉은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했다. 그러나 놀랍게

도, 그들은 그들과 가까이에 앉은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었다. 이런 결과
는 그들의 양쪽에 앉은 학생들에게는 가장 나빴다. 그러한 조사 결과가 나온 이유

는 무엇인가? 소개할 다음 차례의 학생은 분명 초조했고, 소개를 끝낸 후에, 자신의

초조함을 가라앉히는 데 사로 잡혀 있었다. 그 결과는 전체의 무리에게 자신을 소
개하기 직전과 직후에 그들이 경험했던 사회적인 걱정 때문이었다.

[풀이]

둥글게 앉아서 돌아가며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 가까이에 앉은 이들의 이름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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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하지 못하면서 멀리 있는 이들의 이름을 더 많이 기억하는 이유가 자기를 소개하
기 전 후에 겪는 초조함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이므로, 제목으로 ④ Nervousness

and Its Effects on Memory(초조함과 그것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가 가장 적절하

다.

[Words and Phrases]

take turns ∼을 교대로 하다
절한

finding 조사[연구] 결과

be preoccupied with ∼에 몰두하다

경, 신경과민

on edge 흥분한, 안절부

calm 진정시키다, 달래다

nerve 신

42.

[해석]
어떤 상황에서는 동물의 신호들을 정보 전달로 설명하는 것이 적합할지 모르지만,

다른 많은 경우,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호를 보내는 동물과 신호를 받는 동

물 사이의 이해가 너무도 상반 되어서, 단순히 신호를 받는 동물에게 정보를 전달

하기 보다는, 신호를 보내는 동물이 신호를 받는 동물을 조정하려고하는 것으로 설
명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Richard Dawkins와 John Krebs는 주장한다. 예를 들
어, 조그만 물고기 앞에 있는 피부 조각 같은 벌레를 매달고 더 작은 물고기가 그
‘벌레’를 덥석 물어서 그것을 잡아채는 아귀는 그것의 먹잇감에게 성공적으로 속임
수를 썼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정보가 (신호를 받는 동물

에게) 전해졌지만 아주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풀이]

동물들이 어떤 신호를 보낼 때, 때로는 겉보기와는 달리 신호를 받는 동물들을 조
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제목으로 ⑤ Animal Messages:

Not What They Seem(동물의 메시지: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이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appropriate 적절한, 적합한 transfer 옮기다, 전환하다
상반

signaller 신호원

하게 다루다
작], 속임수

attempt 시도하다, 꾀하다

angler fish 아귀

snap 덥석 물다

a conflict of interest 이해

manipulate 조종하다, 능숙

manipulation 교묘한 처리[조

43.

[해석]

신체는 고정되고 불변하는 자연의 사실인 ‘자연’ 현상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

근에 그것은 사회적으로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의 일부분으로 여겨
지기도 한다.

(B) 신체에 대한 사회적인 정의는 사회적인 관계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신체에 관

해서 무엇이 “자연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하는 지에 대해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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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신체에 대한 이런 새로운 사고방식
은 플라톤 때부터 서양 사고의 특징을 이루었던 전통적인 심신 이원론을 반박해 왔
다.

(A) 그것은 또한 스포츠 사회학에서 새로운 의문과 논점을 열었다. 스포츠 사회학
의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체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다른 분야의 동료들과 함께 연구
를 하고 있다.

(C) 그들의 연구에서, 그들은 스포츠에서 신체가 어떻게 훈련되고, 단련되며, 다루어

지는지, 그리고 몇몇 스포츠 과학자들이 수행 기계로서의 신체를 조사하고, 감독하
고, 시험하고, 평가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어떻게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다.

[풀이]

주어진 글의 마지막 문장에서 신체에 대한 사회적인 정의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B)의 앞부분에 언급된 사회적인 정의에 대한 내용과 연결되며, (A)의 It은 (B)의
마지막 문장의 This new way of thinking about the body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C)의 they는 (A)의 마지막 문장의 some people in the sociology of sport를 받는
다.

[Words and Phrases]

phenomenon 현상 define 정의하다 colleague 동료 when it comes to ～에 관해
서 characterize ～의 특징을 이루다
44.

[해석]

왜 쿠키를 먹을까? 몇 가지 이유로는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혈당을 증가시

키기 위해서, 혹은 단지 씹어 먹을거리로서 일지 모른다. 하지만 최근의 포장쿠키

시장에서의 성공은 이것들이 유일한, 혹은 아마도 심지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닐
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한다. 쿠키 제조 회사들은 어떤 다른 영향들을 깨닫고 있

으며, 그 결과, 그 깨달음에서 기인한 시장 상품을 내어놓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상대적으로 새로운 상품 제공은 대개 ‘부드러운’ 또는 ‘씹는 맛이 있는’ 쿠키로 언급

되는데, 이는 더욱 전형적인 바삭한 종류와 그것들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왜 그

상품의 도입에 떠들썩한 것일까? 분명히 그 매력의 상당 부분은 뒤 계단에 않아서

오븐에서 엄마가 바로 가져다 준 아직 부드러운, 입에서 녹는 쿠키를 게걸스럽게

먹던 어린 시절의 기억과 관련이 있다. 언뜻 보기에, 부드러운 쿠키에 대한 이런 감

정적이고 감각적인 매력은 적어도 그 상품이 만족시키는 신체적인 갈망만큼이나 강
하다.

[풀이]

주어진 문장의 these는 첫 문장에서 언급된 쿠키를 먹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리킨
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①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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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and Phrases]

awareness 인식, 깨달음 relatively 상대적으로 crunchy 바삭한 devour 게걸스럽
게 먹다 craving 갈망, 열망
45.

[해석]

현대 사회와는 달리, 원시 사회는 전달할 전문 지식이 더 적다. 그리고 생활방식이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학교와 같은 분리된 교육기관을 만들 필

요가 없다. 대신에, 아이는 의식, 사냥, 축제, 경작, 그리고 추수와 같은 활동에서 어
른들을 관찰하고 흉내 냄으로써 문화유산을 획득한다. 그 결과, 현대 산업 사회에서

아주 두드러지는 어른과 아이 간의 소외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 현대 사회의 이

러한 소외에 대한 더 깊은 이유는 현실에 대한 개념 속에서 현대의 어른은 원시인
이 했던 것 보다 직접적인 경험에 덜 의존하고, 문화의 경험에 더 의존하기 때문이

다. 분명히, 문화에 대한 이런 의존은 그의 교육의 성질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

므로, 현대의 아이는 어른의 세계관을 획득하기 위해 원시인의 아이보다 더 멀리
여행을 해야 한다. 따라서 그는 그 사회의 어른들로부터 훨씬 더 분리되는 것이다.

→ 가까운 환경으로부터 학습을 하는 원시 시대 아이와 달리 현대의 아이는 교육
기관에서 학습을 하는데, 이는 연장자로부터의 소외를 낳는다.

[풀이]

어른들이 하는 모든 생활방식을 곁에서 지켜보며 배웠던 원시 시대 아동과는 달리,
현대 아동은 교육기관으로부터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어른들과 소외된다는 요지의 글
이다.

[Words and Phrases]
primitive 원시적인

specialized 전문화된

transmit 전달하다

heritage 유산

cultivation 경작 alienation 소외 contemporary 현대의 offspring 자손, 자녀
46～47.
[해석]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신념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람직할지는 모르지만, 그것
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그들의 차이를 너그

럽게 보고 조화롭고 사랑하는 삶을 함께 누리는 것을 배웠다. 나는 경제적으로 그
리고 정치적으로 반대의 양 끝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지속적인 결혼 생활

을 하는 것을 보아왔다. 나는 다른 인종 집단 출신의 부부들이 조화로운 관계로 함
께 사는 것을 보아왔으며,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강하고 지속적인 유대

관계로 뭉치는 것을 보아왔다. 게다가, 많은 좋은 친구들이 존경과 친밀한 관계의

따뜻한 사랑하는 감정을 빼고는 공통적인 것이 거의 없다. 그것이 유일한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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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최고의 관계를 유지하며, 차이점에 대해서 좌절감이 거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차이는 삶의 사실로서 예상된다는 것을 배웠다. 이러한 이해는 단순히 지
적으로 “우리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당신은 진정으로 이 개념을 소유하고, 당신의 일상생활에 그것을 짜 넣어야 한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보아, 우리는 두 가지 현실적인 선택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개별성의 원리에 저항하고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사고방식에 따르지 않

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에 계속 실망하고 분노할 수 있다. 혹은 우리는 동양 철학에
서 “사물의 방식”이라고 불리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개별성은 사물들

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다. 모든 사람은 독특하며, 제공할 수 있는 각기 다른 재

능이 있다. 우리가 이러한 재능들을 찾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것들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적인 성장의 세계로 가는 문을 열게 될 것이
다.

[풀이]

46. 사람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지의 글이다. 따
라서 ④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을 인정하기’가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47. 사람들 간의 차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언급하

고 있는데, 후자가 차이를 인정하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는 뜻의 동사가 들어가야 옳다. 따라서 resist가 가장 적절하다.
[Words and Phrases]

identical 똑같은

mandatory 강제적인, 의무적인

diverse 다른

bond 유대관계

intellectual 지적인 separate realities 개별성 incorporate 섞다, 혼합하다 conform
to ～에 따르다
48～50.
[해석]

(A) 클래식 음악에서의 주제의 역할, 즉 두드러지는 반복된 선율을 가르치려는 몇
번의 시도가 실패한 후에, 그 교사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Wagner 같은 작곡가들은

나중에 주제가 다시 사용되는 것을 청취자들이 알아채기 위해서 이전의 주제를 기
억하는 청취자들의 기억력에 의존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여러 번 일깨워 준 후,
그녀는 학생들이 그 주제가 전 악보에 걸쳐 다시 나타나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결심
했다.

(B) 그녀의 학급 학생들은 단순한 변주에는 거의 문제가 없으며, 비슷한 식으로 반

복되는 주제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주제의 변
주가 심해지면, 학생들은 기본적인 주제를 더 이상 듣지 않는 범위까지 이르며, 그

들의 관심은 새로운 세부사항에 집중했다. 1～2주 동안, 그 교사는 그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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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했다. 다른 교사들이 다른 것으로 진행하라고 충고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해
결책을 찾았다.

(D) 어느 오후 점심시간 중에, 이 문제점을 생각하면서 그녀는 학생들 무리가 학교

뜰 한쪽 구석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여자 아이들 여러 명이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궁금해서,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학생들이 새 록 음악을 듣고 있
는 것을 발견했다. 그 무리의 한 가운데에 있는 소녀가 테이프 녹음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작스런 영감이 떠올랐다.

(C) 다음날 수업 시간에, 그녀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테이프 녹음기를 가지고 있

는지 물었다. 12명 정도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 교사는 흥분되
어 말했다. “내게 생각이 있다. 베토벤의 “영웅”을 다시 틀자. 너희들 중의 한 명이

처음에 주제가 나올 때, 그것을 녹음해라.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주제가 두

번째로 나올 때 그것을 녹음해라. 마지막으로, 그 주제가 다음에 나타나면 다른 사
람이 그것을 녹음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 녹음이 일치하는지 확인

녹음 위해 테이프 녹음기 세 개를 모두 정확히 동시에 재생할 것이다!” 그녀의 학

생들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갑자기 기쁨이 그들의 얼굴에 나타났다.
그렇게 그것은 행해졌다. 그들이 그 녹음들을 동시에 재생했을 때, 그 소리는 학생
들이 그 공통점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뒤섞였다.
[풀이]

48. 한 여교사가 클래식 음악에서 반복되는 주제를 학생들에게 여러 번 가르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A)의 내용 뒤에, 학생들의 문제점이 언급되는 (B)가 오고, (D)
의 첫 문장의 this problem이 (B)의 문제점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가지
고 있는 녹음기를 가지고 이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내용인 (C)가 오는 것이 적절하
다.

49. (a), (b), (c), (d)는 여교사를 가리키며, (e)는 녹음기를 들고 있던 여학생을 가리
킨다.

50. 학생들은 자신들이 녹음한 세 부분을 동시에 재생해 들었다. 따라서 ④가 주어
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Words and Phrases]

futile 쓸데없는, 무익한

prominent 두드러진

recur 다시 발생하다, 다시 나타나다

at wit's end 어찌할 바를 모르는

variation 변주(變奏)

blend 섞이다 sufficiently 충분히 inspiration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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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taneously 동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