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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1. [출제의도]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장소 찾기

[Script]

M : Excuse me, can you help me?

W : Sure.

M : I want to get to the Post Office.

W : Yes, it’s on Orange Street.

M : And how do I get there from here?

W : Well, go straight in front of the hotel.

M : On Sloan Street?

W : That’s right. Go along Sloan until you come

to the second stop light.

M : The second stop light.

W : Yes. And Orange Street is on your right.

M : And how far down is the Post Office?

W : It’s about half a block down on the right.

2. [출제의도] 대화하는 장소 찾기

[Script]

M : I’m proud of you, Susan.

W : Oh, I’m only part of a team.

M : You are always too modest.

W : But there are more than 200 professional

people on this job.

M : What’s your contribution to the building of

the bridge, then?

W : I calculated the stress on the curved steel

frame.

M : That’s the arch we’re looking at now?

W : Yes, actually I was responsible for the span

on the left.

M : I can hardly understand what you said. I’m

only a salesman.

W : But you sure look like a civil engineer in

that hat!

M : Why did you make me wear it?

W : Regulations. All visitors have to wear a hard

hat for safety.

3. [출제의도] 하기로 한 일 고르기

[Script]

M : Oh, my goodness! It’s really hot!

W : Yeah, how about going to the shopping

center? It’ll be much cooler there.

M : I don’t want to go anywhere in this heat.

Didn’t you turn on the air-conditioner?

W : Our air-conditioner has broken down. I’ve

called someone to fix it and they’ll be here

in about three hours.

M : What? Three hours! I’m afraid I can’t wait

that long.

W : Then, how about a pool?

M : No, it’s too far. I don’t want to be taken to

the hospital for heat exhaustion on the way

there. Let’s just have some ice cream.

W : Ah, there’s no ice cream in the refrigerator.

It’s another reason to go to the shopping center.

M : All right, then let’s go out to buy some

drinks and ice cream.

4. [출제의도] 부탁하는 일 고르기

[Script]

W : I saw you working on your car this

afternoon. Is it broken?

M : No, I wasn’t fixing my car. I was checking

the engine.

W : You seem to take good care of your car. I

see you working on it all the time.

M : I guess working on my car is my hobby.

W : How can your car be your hobby?

M : Well, I read books about ways to check my

car. And I like to buy new parts for my car.

W : If so, could you check my car? And if you

have to buy some parts, I’ll pay the money.

M : No problem. Just call me when you bring

your car.

W : Thanks. I’ll call you soon.

5. [출제의도] 대화자의 심정 고르기

[Script]

W : Dad, I found a new part-time job as a

baby-sitter.

M : Baby-sitter? You have no experience in

baby-sitting.

W : Dad, it’s no big deal. It’s just having fun

playing with a baby.

M : You’re wrong about that. It’s such a

complicated job.

W : You think so?

M : Yes, I do. How old is the baby that you are

going to baby-sit for?

W : They say she is six months old.

M : She’s almost a new-born. You could never

take care of her properly.

W : Calm down, Dad. It’s not that difficult.

M : Oh, experienced baby-sitters would never

say such a thing.

6. [출제의도] 담화를 듣고 요지 추론하기

[Script]

M : A light bulb burns out, and you need to put in

a new light bulb. To do that, you need to

reach up high. You could use a chair to reach

some high things. You could put the chair on

a table. After all, a chair is easy to find. The

chair may be handy, but is it safe? You can

easily fall from a chair. A chair is not the

right tool. It is not safe for climbing. It takes

time to get a ladder, but it is safe. To prevent

accidents, you must learn to think before you

do something dangerous! An accident can hurt

you. It is safe to use the right tool.

Safety-first really saves time and you.

7. [출제의도] 대화의 내용 찾기

[Script]

M : May I help you?

W : Yes, I’d like to send this box to Japan.

M : Okay. Put it on the scale and let’s see how

much it weighs... Ten pounds. How would

you like to send it?

W : I’m not sure. What are my choices?

M : Express mail, airmail, and economy.

W : Tell me more in detail.

M : If you send it express mail, it should reach

Japan in two days. Airmail usually takes

about four days. Economy normally takes

fifteen days.

W : What’s the price difference?

M : Let’s see. Express mail is $50, airmail is

$45, and economy is $20.

W : There’s not much difference between express

mail and airmail. I’ll send it express mail.

8. [출제의도] 직업 찾기

[Script]

M : Have you thought about what you would

like to do in the future?

W : You mean my career? I might become an

animal doctor.

M : You would be good at that. I know you like

animals.

W : What about you? I always thought you

would make a good lawyer.

M : Me? A lawyer? Why did you think that?

W : You like to argue with people and you

usually win arguments.

M : Hmm. I’ve never considered becoming a

lawyer before.

W : If you could be anything you wanted, what

would you be?

M : Honestly, I’d like to be a writer.

W : Really? I didn’t know you like writing.

M : I don’t show my stuff to other people.

Mostly I just write for fun.

9. [출제의도] 담화를 듣고 요지 추론

[Script]

W : I’m very worried about its effects especially

on the children. Firstly, there are a lot of

violent programs. Secondly, the advertising is

bad for them. Children see advertisements for

sweets and toys, for example, and always

want to go out and buy them. Also, sitting in

front of it all day is bad for their eyes: all

my children wear glasses. Finally, watching it

is not creative.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for everybody to do something creative, such

as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or painting.

10. [출제의도] 전화를 건 목적 파악

[Script]

[The telephone rings.]

W : Hello.

M : Hello, Stacy. This is Bred.

W : Hi, Bred. What’s up?

M : Uh, I’m having a barbecue in my garden tonight.

W : A barbecue?

M : Yes. Some of my clients are coming. My mom

is right in the middle of preparing some dishes.

W : Oh, I know she’s really a good cook.

M : Thanks. And she said we’ll need some more

dishes and plates.

W : You want to borrow them! No problem.

M : Oh, thanks a lot.

W : What are friends for? When are you coming?

M : Right now. In ten minutes.

W : Okay, I’ll be waiting.

11. [출제의도] 대화의 상세 내용 찾기

[Script]

M : When did you graduate, Ce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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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I graduated last year.

M : I see. And what have you been doing since then?

W : Traveling mostly. I love to travel, but now I

think it’s time for me to get a job.

M : Uh-huh. Are you good at foreign languages?

W : Yes, I think so. I speak French and German,

and I can speak a little Russian.

M : Mmm, what kind of job are you looking for?

W : Well, I’d like to have a job where I can use

my computer skills. Also, I’d like to work in a

large office, so that I’m around other people.

M : Okay... Well, I think I have the perfect job

for you!

12. [출제의도] 그림을 보고 적절한 대화 찾기

[Script]

① W : Why are you taking your umbrella? It

won’t rain.

M : I am going to carry it for shade.

② W : It will be very sunny at the beach. Are

you taking a hat?

M : Yes, I am. This one will do, I guess.

③ W : Do you think you will need a jacket?

M : Yeah. During the nights I will need it.

④ W : You’re packing the stuff for your trip.

When are you leaving?

M : In an hour. I have to arrive at the

airport by 10 o’clock.

⑤ W : We have all kinds of bags. What are you

looking for?

M : I’d like to buy a bag for my trip to the beach.

13. [출제의도] 대화 내용에 적절한 응답 찾기

[Script]

M :It’s really exciting. I want to ride others, too.

W : Yeah, but we don’t have enough money.

Only eight dollars left.

M : I know but... Oh, how about that Roller Coaster?

W : That one with the double loops?

M : Yeah. Doesn’t it look exciting? And the line

isn’t that long. Let’s ride that together.

W : Before deciding, look at the fare first.

M : Okay. There’s the fare. Well, it’s a little expensive.

W : I’m afraid we have to choose another ride.

M : That’s okay. Um... Eight dollars left...

W : There’s no choice. Let’s ride Bumper Car

together.

14. [출제의도] 대화 내용에 적절한 응답 찾기

[Script]

W : Scot! Scot! Where are you?

M : Okay, okay, honey! I’m here, in the garden.

W : I’ve been looking for you.

M : Anything wrong?

W : Do you know what time Steve’s plane will arrive?

M : I think it arrives around 4:30 in the afternoon.

W : I don’t think I’ll be able to pick him up

then. Could you meet him at the airport?

M : I think so. Where were you planning to

meet him?

W : In front of the Starlight Coffee Shop in the

airport’s lobby.

M : I know where that is.

15. [출제의도] 대화 내용에 적절한 응답 찾기

[Script]

M : Well, it’s almost finished!

W : Thanks, James. I couldn’t have moved all

these things without you.

M : Don’t mention it. Um, what time is it?

W : Let me see... Oh, it’s already 8.

M : Already? I think we’d better have something.

W : You’re right. I also feel hungry. I’ll cook

dinner for you. I enjoy cooking.

M : Really? What can you cook?

W : All kinds of things. But my specialty is

Chinese food.

M : Chinese food sounds good! If you need any

help, just tell me.

W : No, you can leave everything to me.

16. [출제의도] 대화 내용에 적절한 응답 찾기

[Script]

M : Hey, Annie. How’s it going?

W : Fine! How about you, Peter?

M : I’ve got a new place to live.

W : Really? What’s it like?

M : Oh, it’s very convenient. The best thing is

it’s a ten-minute walk to my office!

W : Wow, you’re really close to your office!

M : Yeah, I can sleep longer in the morning! But

there is a lot of traffic.

W : A lot of traffic?

M : Yeah, I can’t stand the noise sometimes!

Well, you live in the suburbs, don’t you?

W : Right. I still live in the suburbs.

M : I bet it’s really quiet. I envy you.

17. [출제의도] 담화상황에 적절한 말하기

[Script]

M : Danny was waiting for the elevator to go

up to his apartment on the ninth floor. The

light indicated that the elevator was on the

12th floor and he thought the elevator

would soon come down. He waited but the

elevator didn’t come down. He pushed the

button again and waited for some time.

However, the elevator still didn’t come

down. Then, he realized the elevator still

stayed on the 12th floor. He went to the

apartment guard. What would Danny most

probably say to him?

18. [출제의도] 지칭된 어구의 의미파악

[전문해석]

이 농작물은 약 1미터 정도까지 자라며, 약간은 잔

디처럼 보이기도 한다. 씨앗을 특별히 마련된 땅에

파종하며, 25일 가량 지났을 때 흙으로 만든 낮은

담(논두렁)에 둘러싸인 농지(논)로 옮겨 심는다. 그

농지는 물이 차 있는데, 그 어린 모종을 수면

10cm 아래에 심는다. 그것은 먹을 수 있는 작은

알갱이(곡물)를 생산한다. 이 식물은 5천 년 전에

인도에서 처음으로 재배되었는데, 오늘날 인도, 인

도네시아,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하는 전 세계 인

구의 절반의 기초 식량을 제공한다.

19. [출제의도] 어구의 문맥상 의미파악

[전문해석]

오늘날 의사들은 과거처럼 환자에게서가 아니라, 수

입의 대부분을 정부와 보험회사로부터 얻는다. 의사

들은 진료비를 지급 받기 위해 그것을 증명하는 수

많은 양식을 작성해야한다. 그런 서류작업은 의사들

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의사들은 봉급 생활자이다. 그리

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의학 공부 때문에 부채가 많

이 있는 대부분의 젊은 의사들에게는 개인병원을

개업하는 것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20. [출제의도] 사전의 뜻풀이 이해

[전문해석]

1. 곡물을 생산하거나 이익 등을 창출하다 : 대략

400,000에이커의 땅은 20억 달러 가치의 곡물을

생산해 낼 수 있다.

2. 다른 사람들이나 자동차가 당신 앞을 지나가

도록 속도를 늦추거나 멈춰 서다 : 하강을 시

작할 때 다른 스키어들에게 양보하세요.

3. 저항을 멈추다: 당신은 비밀을 누설하고자 하는 충

동에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21. [출제의도] 문맥상 빈칸 추론

[전문해석]

Achilles가 태어났을 때, 그는 젊은 나이에 전쟁터

에서 죽을 운명이었다. Achilles의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들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고자

Styx 강에서 아들의 오른쪽 발목을 잡고 씻겨주었

다. 이 강에서 씻은 사람은 모든 부상에서 보호된

다. 시간이 지난 후, 그는 Troy 전쟁에서 싸웠다.

Achilles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오른쪽 뒤꿈치가 그

강물에 닫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쪽 뒤꿈치를 조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주었다. 전쟁 동안 Achilles

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Achilles는 오

른쪽 뒤꿈치에 독화살을 맞게 되었을 때 죽음을

당했다. 지금 ‘Achilles’ heel’은 누군가의 특별한

약점을 의미한다.

22. [출제의도] 문맥상 빈칸 추론

[전문해석]

도시와 시골에 사는 것의 한 가지 주된 차이점은

친밀감의 정도이다. 대도시에서, 우리는 수백 명의

낯선 사람과 함께 거대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이러한 도시

아파트 주민들은 낯선 사람들은 경계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들의 이웃을 거의 잘 알지 못한다. 작은

마을에서의 상황은 종종 정반대이다. 작은 마을 사

람들은 일반적으로 함께 자라고, 같은 학교와 교회

에 다니고, 친구들도 같다. 그 결과, 시골 사람들은

이웃사람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그들을 자기 집으

로 훨씬 더 많이 초대하는 경향이 있다.

23. [출제의도] 문맥상 빈칸 추론

[전문해석]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능

이 결여된 것이 아니다 - 대신에, 그들은 학업에 그

들 스스로의 자세 때문에 실패한다. “나는 할 수 없

어” 증후군이 있다. 공부를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

는 대신에 “나는 할 수 없어”의 유형은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 버린다. 이러한 유형은 종종 일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그 다음에 “나는 너무 지쳤어”라는

변명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진 학생들은 끝마쳐야

하는 공부가 있을 때마다 낮잠을 자고 싶은 유혹에

굴복한다. 낮은 성취수준에 대한 또 다른 흔한 변명

은 “선생님이 지루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은

모든 과정이 매우 재미있기를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학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의 실패는

학업의 대한 그들의 태도에서 기인한다.

24.[출제의도] 문맥상 빈칸 추론

[전문해석]

분명히, 우리의 옷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보이는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두 그룹의 사람들에 관한

연구에서, 한 그룹의 사람들은 옷을 잘 차려입었고,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초라하게 옷을 입었다. 양쪽

그룹의 사람들에게 공중전화 박스 안에 25센트 동

전을 두고 나오도록 했다. 그런 다음,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 전화를 걸려고

할 때,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전화 박스 안에 25센

트 동전이 있는지 묻도록 되어 있었다. 그 실험에

서 실험 대상자들은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들에게

는 대부분의 경우에 동전을 돌려주었다는 것을 알

게되었다. 반면, 초라하게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의

경우는 요구한 횟수의 절반만이 돈을 돌려 받았다.

25. [출제의도] 주인공의 심경 추론

[전문해석]

우리는 단체 미팅을 하기로 되어있었다. 대학교 앞

에 있는 어느 찻집에서 5시 30분에 하기로 했다. 우

리 넷은 그녀들이 어떤 여자들일지 궁금히 여겼다.

약 10분 뒤, 네 명의 여자가 들어왔다. 그리고 어색

한 시간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하였

고 여자들도 그렇게 했다. 나는 나의 이상형이 구석

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에게 말을 걸 용

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나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할까봐 두려웠다. 20분 뒤 짝을 선택할 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어느 파트너를 선택할지 셋을 세는

동시에 결정해야했다. 만약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동시에 지목한다면 그들은 서로 파트너가 되는 것

이었다. 하나, 둘, 셋! 놀랍게도 나의 이상형이 역시

나를 지목하고 있었다! 나는 내 정신이 아니었다.

26. [출제의도] 글의 분위기 추론

[전문해석]

첫 번째 주 일요일에, 예배 참가자들은 흐느끼고,

노래(찬송)부르며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하려

고 애쓰는 목사님으로부터 희망의 설교를 듣고 있

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에서, 애도하는 사람들

은 Chuck과 Wen Hadley가 그들의 14살짜리 딸을

기억하며 쓴 시를 읽을 때 귀를 기울였다. 주민들

은 거리에 늘어서서 그 도시의 연례 크리스마스 행

진을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행사로 바꾸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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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h 고등학교의 밴드는 각각의 연주자들이 악기

대신에 하얀 장미를 든 채로 오직 드럼 하나의 장

단으로만 반주를 하면서 침묵 속에서 행진했다.

27. [출제의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

[전문해석]

만약 당신이 하와이로 여행을 갈 계획이라면, 날씨

에 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말라. 하와이는 언제나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다. 연중 대부분 하

와이 섬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분다. 이 바람은 무

역 선박들이 섬으로 오고 가는 것을 돕기 때문에

‘무역풍’이라 불린다. 하와이의 우기는 11월에 시작

돼 4월에 끝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가

방문하기에 나쁜 시기인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날

에 비는 대개 단지 몇 시간동안만 내리고, 그런 후

사람들은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다

28. [출제의도] 어법상 틀린 곳 찾기

[전문해석]

시계는 매 시간이나 하루만의 흐름뿐만 아니라 인

생 전체 시간의 흐름도 나타낸다. 시계는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의 미래를 시계가 예언할

수 있다는 미신을 믿었다. 시계의 리듬이 갑자기

변하면 그것은 죽음이 다가오는 징조로 여겨졌다.

소유자가 죽었을 때 그의 시계도 멈추었다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몇몇 지역에서는, 죽은

사람이 있던 집의 시계를 멈추게 하는 오랜 관습

이 있다. 이런 일은 죽은 사람이 더 이상은 시간과

관련이 없음을 보이기 위해서 행해졌다.

29. [출제의도] 빈칸에 들어갈 표현 찾기

[전문해석]

만약 당신이 정말로 집을 짓는다면, 집을 짓는데 있

어서 당신을 안내해주는 일련의 지침들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벽돌

과 대들보가 어디에 세워져야하는 지를 알아야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에도 우

리는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데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줄 청사진에 의존한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청사진

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목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

서 변하게 되고 결국에는 거의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일생동안 분명한 방향을 갖게 될 것이다.

30. [출제의도] 어법상 옳은 표현 찾기

[전문해석]

악천후가 전 세계에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은 있

지만 우리 지역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는 정말로

예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제 밤은 달랐다. 10시

경에 토네이도가 Lucedale을 강타했다. 이 사나운

날씨 때문에 도심 인근의 가옥 9채가 파괴되었다.

완파된 9채의 가옥이외에도 이 지역의 많은 다른

가옥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놀랍게도, 어제 밤의

끔찍한 폭풍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주(州)와 지

방 기상청 사람들의 신속한 대응 때문에, 그 지역 주

민 대부분은 텔레비전으로 경고 방송을 보게 되었다.

31. [출제의도] 내용 일치

[전문해석]

6월 22일부터 7월 22일 사이에 출생한 게자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게

자리에서 태어나서, 그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 그는 조용하고, 세심하고, 점잖은 성품을 가지

고 있다. 하지만 그는 필요하다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게자리에 태어난 사람은 고독한 생활을

즐기지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뛰어나다.

자기가 스스로를 믿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

을 더 믿어준다. 그는 감정과 관련된 어떤 것이건

안정감을 추구하고 그것을 필요로 한다. 그는 집안

의 허드렛일을 즐기며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된다.

32. [출제의도] 내용 불일치

[전문해석]

바리스타는 커피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바리스타는 ‘바텐더’를 의미하지만,

이 명칭은 전문적인 커피 만드는 사람을 말하기도

한다. 카페의 주인들은 솜씨 있는 바리스타가 더욱

더 많은 고객들을 모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런 사람을 고용하고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하

기 위해 기꺼이 많은 돈을 쓴다. 솜씨 있는 바리스

타는 많은 수입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다. 비록 이

직업은 상류계층의 직업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파티에서는 귀족들도 바리스타에게 귀를 기울여

맛 좋은 커피를 만드는 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를 들으려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스타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는다.

33. [출제의도] 주제 찾기

[전문해석]

과거에는 사람들이 하루에 세 번의 식사를 했다. 그

러나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삶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

사람들이 세 끼의 식사를 제대로 할 만큼 충분한 시

간을 갖지 못한다. 현대의 식사습관에 영향을 준 것

은 삶의 빠른 속도만은 아니다. 현대의 과학기술도

그것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보자. 자동

차가 대중화되자 사람들이 차안에서 먹을 수 있도록

패스트푸드가 발명되었다. 컴퓨터 또한 현대의 식사

습관을 변화시켰다. 십대들은 (인터넷) 정보검색이나

게임하는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기에 컴퓨터 앞에

서 간단한 식사를 한다.

34. [출제의도] 주제 찾기

[전문해석]

소비재는 대개 생산자에서 도매상으로, 그리고 소

매상으로 전달된다. 생산자는 상품을 생산하고 원

가를 결정한다. 그리고 생산자는 물품을 도매상에

게 판매하고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새로운 가격으

로 판매한다. 소매상은 그 상품을 또 다른 가격으

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려고 한다. 연결고리의 각 단

계에서 상품의 가격은 관계자들에게 이익을 보장

해 줄만큼 상승한다. 그래서 한 상품의 소비자가격

은 종종 여러 사람이 개별적으로 내린 결정의 결

과이고 아무도 전체 과정을 통제하지는 않는다.

35. [출제의도] 제목 찾기

[전문해석]

나는 두 딸이 한창 자랄 무렵 가정부를 두었고 그

가정부에게 아이들이 스스로 옷을 입고 스스로 방

청소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었다.

내 직장 동료들이나 친지들은 내가 아이들에게 너

무 엄하게 한다고 나를 비난하곤 했고, 무엇 때문

에 가정부를 두었냐고 물었다. 아이들에게 자신들

의 허드렛일을 스스로 하도록 시킴으로써 나는 그

들이 자신의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여 남들에

게 의존하는 결함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랐던 것

이다. 우리는 아이들을 아이들로서 대해 주어야 하

고 사랑과 보살핌으로 양육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는 또한 그들이 유용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

도록 그들을 훈육해야 한다.

36. [출제의도] 글을 쓴 목적 찾기

[전문해석]

Goliath 사파리는 1986년 5월 짐바브웨에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로서 동물들과 그들의 서식지를 보존하는 일

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객들에게 개인적이고

교육적인 사파리를 제공하여 그들이 Zambezi강 유

역의 야생생물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여행이 즐겁고 만족

스러울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Goliath 사파리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여러

분들이 이 독특한 아프리카의 강과 그 강의 전통

그리고 그 강 유역의 주민들에 대한 잊혀지지 않

을 기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모두가 짐바브웨 국립공원

협회에서 자격을 부여한 전문적인 안내인들입니다.

37. [출제의도] 도표의 이해

[전문해석]

①주어진 기간동안에는 2001년의 총 판매액이 최

소를 기록했다.

②총 판매액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했다.

③ 2000년에, 봄 판매액은 겨울 판매액보다 더 많았다.

④ 2003년의 여름 판매액은 2002년의 여름 판매액

의 두 배였다.

⑤ 2000년과 비교해서 2003년의 총 판매액은 40퍼

센트 증가했다.

38. [출제의도] 글의 흐름 이해하기

[전문해석]

Jones씨에게

판매 부서의 부장직을 저에게 제안하신 8월 16일

자 서신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저는 귀하의 서신

에 언급된 조건에 따라 이 직책을 기쁘게 수락하

는 바이며, 10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음을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판매 부서에서의 제 일을 성

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

립니다.

39. [출제의도] 요지 찾기

[전문해석]

TV광고에서 등장인물의 60퍼센트 이상이 남성이

다. 여성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광고에는 잘 등장

하지 않지만, 남성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광고에도

등장한다. 이것은 일종의 성차별인가? 사실 그것은

광고에 대한 반응이 성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남성은 ‘여성용’이라고 여겨지는 물건을 사용하지

않으려 하는 반면에, 여성은 대개 ‘남성용’으로 분

류되는 물건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더 많이 있다.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남자아이들은 여아용 장난

감을 가지고 놀려고 하지 않지만 여자아이들은 대

개 ‘남아용’으로 여겨지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거부감이 없다. 확실히 광고회사들은 광고를 만들

때 이러한 성향을 고려한다.

40. [출제의도] 글의 내용 요약하기

[전문해석]

학자들은 전통적인 요리법에 얼마나 많은 양념이 필

요한 지를 알아보기 위해 36개국의 요리책을 연구했

다. 그들은 더운 나라일수록 더 많은 양념이 사용된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멕시코 요리사들은 후추를

사용한다. 학자들은 또한 추운 나라의 사람들이 양념

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캐나다의

요리사들은 후추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

에 그런 차이가 생기는가? 학자들은 양념으로 쓰이

는 식물에 중요한 화학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라

고 생각한다. 이 화학물질은 음식물에 있는 박테리아

를 죽일 수 있다. 그 박테리아는 기온이 높을수록 더

쉽게 증식하고 더 빨리 음식물을 상하게 한다.

→ 음식에 얼마나 많은 양념이 사용되는 가는 (A)

기후에 달려 있으며, 음식의 (B) 보존과 관련이 있다.

41. [출제의도] 필자의 주장 파악하기

[전문해석]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일

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습

니다. 서울의 새로운 버스제도는 아주 복잡합니다

만 영어나 다른 언어로 된 이용 가능한 정보가 충

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몇몇 관광안내

소에 전화를 했습니다만, 새로운 버스제도에 관한

영어 안내 책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

을 뿐입니다. 한국에 관한 거의 모든 안내책자가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과 이곳에 있는

외국인들은 새로운 버스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불편함이 곧 해결되

기를 희망합니다.

42～43. [출제의도] 요지 찾기 및 어휘의 이해

[전문해석]

Gary는 해병대 비행기 조종사로 20년 간 군복무를

한 후 제대했다. 그의 군대 친구들은 Gary가 진급

가능성이 눈앞에 있는데도 제대를 하려는 데 놀랐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인가 그에

게 문제가 있었나? 그의 친구들이 Gary에게 전혀 물

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바로 이점을 알고 싶었

다. Gary는 대답했다. “가장 높은 계급까지 진급하는

것이 내 꿈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라고 Gary

는 말했다. “그것이 자네들의 꿈일 수는 있어. 멋진

꿈이지. 하지만 내 꿈은 아니야.” Gary의 꿈은 아이

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었다.

Gary는 지역 교육계에서 봉사했으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고등학교 학습 프로그램을 운

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Gary에 따르면 학습은

비행과 매우 비슷하다. “여러분의 손은 (비행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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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간 위에 있다. 여러분에게는 아주 잘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손안에 있다.” Gary에

게 가르치는 것은 실현된 꿈이다. 만약 Gary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를 신경 썼다면, 그

꿈은 결코 실현될 수 없었을 것이다.

44～45. [출제의도] 제목 찾기 및 내용 일치

[전문해석]

Frank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고 여가시간에 그

것에 몰두한다. 그는 친구들의 결혼식 사진을 찍는

다. 그는 지역 아마추어 대회에서 몇 번 상을 탄

다. 점점, 그는 더 많은 일을 한다. 2년 안에 그는

직장에서보다 주말에 더 많은 돈을 번다. 물론 몇

몇 결혼식이 취소되고, 몇몇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

지 않아서 수입이 적은 달도 있지만, Frank에게는

그것이 모두 가치 있는 일이다. 이제 그는 가까운

미래에 전업 사진사가 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Maria는 언어를 좋아한다. 그녀는 이탈리아어와

영어를 할 줄 알고, 스페인어를 배우기로 결심한

다. 그녀는 바르셀로나에서 휴가를 보낸다. 스페인

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녀는 일과 후에 남

미에서 이민 온 사람들에게 영어를 무료로 가르친

다. 2년 만에 그녀는 3개의 외국어를 유창하게 한

다. Maria는 세 군데의 여행관련 업체에 지원을

하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그녀는 중단

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

번역 강좌를 듣는다. 마침내 그녀는 어학원에서 일

자리를 얻는다.

Jim은 하이킹과 캠핑을 좋아한다. 그는 신발, 텐트,

배낭 등 모든 장비를 가지고 있다. 그는 어떤 사람

들은 캠핑을 하고 싶지만 장비가 없다는 것을 알

게 된다. 요즘 Jim은 사람들의 캠핑 여행을 기획

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 차로 데려다 주고 돈을 받

는다. 때때로 캠핑객들이 그의 장비를 잃어버리지

만 Jim은 이렇게 말한다. “어떤 직업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일은 이전에 식료품가게에서 일

하던 것보다는 더 나아요.”

46～47. [출제의도] 글의 순서 및 제목 찾기

[전문해석]

(C) 당신은 시간에 대한 접근방식 때문에 다른 사

람과 함께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는

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는데 신속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느리다. 어떤 사람들은 모임에 정각에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각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제때에 마치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어떤 사람들은

담소를 나누고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느끼도록 하

는데 시간을 보낸다. 우리는 시간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왜 다른 것인가?

(B) 유명한 사회학자인 Edward T. Hall은 시간을

인식하는데 있어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아냈다. 그는 문화를 두 종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monochric문화(한 번에 한가지 일을 하는 문화)와

polychronic문화(한번에 여러 가지를 하는 문화)이

다. 예를 들면 북유럽인들과 북아메리카의 백인들

과 같은 monochronic문화의 사람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속도와 시간

엄수를 중요시한다. 그들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이

다. 그들은 일정표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A) 반면에, 라틴계나아랍계나라들과같은 polychronic

문화권의 사람들은 한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 그

들은 시간엄수보다 융통성을 더 중요시하고 계획을

자주, 그리고 쉽게 바꾸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일정

표보다는 인간관계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48～50. [출제의도] 필자의 주장, 가리키는 것, 내

용일치

[전문해석]

내 아들이 여섯 살이었을 때, 어느 날 아들과 나는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즐거웠

고 어느 순간 나는 그를 들어 올려 꼭 안아주었다.

그때 옆을 지나가던 한 할머니가 화가 나 나를 노

려보며, “그런 식으로 아들을 안아 주다니 부끄러

운 줄 알아요.”라고 말했다. 나는 너무 당황해서

대답조차 할 수 없었다. 사내아이는 어느 나이가

되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안아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누가 만들어냈는가? 그것은 아마 아이들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가로막아 심

리적 해를 미친다는 두려움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근거 없는 두려움이 혼합되어 생겨났을 것이다. 원

인이 무엇이든 지간에, 이제는 그것을 버려야 할

때이다.

애정 어린 신체 접촉은 진정한 온정과 사랑을 주

고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훌륭한 방법 가운

데 하나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데 도움이

된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놀라운 선물을 외면하

는 것은 비극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아들을 사랑한

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말하든, 그것은 이제는 그

가 글자그대로 고립되어 우리의 깊은 애정과 관심

의 범주 밖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다. 따라서, 나는 아들을 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로 기르려고 노력하며, 또 보다 잘 이해하여

그 아이의 감정에 온전히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또한 아들을 나와 계속 연결시켜 나의 사랑

의 가장 깊은 면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

아들을 안아주는 것을 결코 그만두지 말아라. 그들

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 유산 때문에, 저항하거나

몸을 빼거나 당황스럽게 느낄 때가 있을지도 모른

다.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해라. 하

지만 그것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애정 어린 신체적

유대를 유지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